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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2Al-9.2Mo-2Fe 합금의 후공정 특성에 미치는 보론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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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itanium has many special characteristics such as specific high strength, low elastic modulus, excellent corrosion

and oxidation resistance, etc. Beta titanium alloys, because of their good formability and strength, are used for jet engines, and

as turbine blades in the automobile and aerospace industries. Low cost beta titanium alloys were developed to take economic

advantage of the use of low-cost beta stabilizers such as Mo, Fe, and Cr. Generally, adding a trace of boron leads to grain

refinement in casted titanium alloys due to the pinning effect of the TiB phases. This study analyzed and evaluated the

microstructural and mechanical properties after plastic deformation and heat treatment in boron-modified Ti-2Al-9.2Mo-2Fe

alloy. The results indicate that a trace of boron addition made grains finer; this refinement effect was found to be maintained

after subsequent processes such as hot forging and solution treatment. This can effectively reduce the number of required

manufacturing process steps and lead to savings in the overall cost as well as low-cost beta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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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타이타늄은 높은 비강도, 낮은 탄성계수, 우수한 내식

성 및 우수한 생체적합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

동차, 항공, 에너지, 해양,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되고 있으며, 또한 특정 물성치가 요구되는 분야에도 적

용되고 있는 금속이다.1,2) 알루미늄과의 합금화를 통해 고

온환경에서의 고강도 및 고온특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사

용이 가능하고,3) 무독성 원소와의 합금화를 통한 생체의

료용 임플란트 등에도 많이 사용되며,4,5) 상변태를 통한

형상기억능 발현을 이용하여 형상기억합금으로도 사용하

고 있다.6) 

일반적으로 타이타늄은 상온에서 HCP구조인 α상조직

을 갖기 때문에 가공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882 oC 이

상에서는 고온안정상인 BCC구조의 β상조직을 갖게 되

므로, 알파 타이타늄 합금에 비해 가공이 용이해진다. 이

를 이용하여 상온에서도 β상을 안정화하기 위해 베타 안

정화 원소를 첨가하여 베타계 타이타늄합금을 만들게 되

는데, 이 경우 타이타늄의 다른 특성과 함께 양호한 가

공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베타 타이타늄 합금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7,8) 그러나 베타 안정화원소인

Nb, Ta, V 등은 비교적 고가의 원소이므로 경제적인 관

점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

비용 베타 타이타늄 합금(Low Cost Beta Ti Alloy;

LCB)이 개발되고 있다. LCB 타이타늄 합금은 고가의 베

타 안정화원소를 사용하지 않고, 비교적 저가의 베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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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소인 Mo, Fe 등을 사용하여 설계/제조한 베타 타

이타늄합금을 말한다. 이러한 LCB 타이타늄 합금은 기

존 베타계 타이타늄 합금에 비해 경제적으로 저렴하며, 합

금원소에 따른 기계적 물성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10) 

한편, 순수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을 주조하는 경

우, 미량의 보론을 첨가하면 주조조직에서 결정립 미세

화가 발생하게 된다.11-13) 이는 보론이 타이타늄과 결합

하여 침상의 TiB를 생성하게 되고, 이 TiB가 결정립 성

장을 억제하는 고착 효과(pinning effect)를 발생시켜 결

정립이 성장하지 못하고 조밀한 미세조직을 유지하게 된

다.7,14) 그로 인해 후속 제조공정 및 가공공정을 일부 단

축시킬 수 있으며, 기계적 특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

러나, 보론 첨가에 의한 결정립 미세화가 주조조직만이

아닌 소성변형 및 열처리 이후에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크게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CB 타이타늄 합금인 Ti-2Al-9.2Mo-2Fe 합금에 대해 주

조시 보론첨가 함량에 따른 결정립 미세화 효과 및 보

론 함량 차이에 따른 결정립 미세화 정도의 차이를 비

교하였다. 또한, 그에 따른 기계적 물성의 변화를 측정

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주조 이후, 소성가공 및 열처

리 등 후공정을 수행했을 경우 보론 첨가 및 첨가 함

량에 따른 결정립 미세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고, 이에 따른 기계적 물성의 변화를 측정하여 비교분

석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베타계 타이타늄 합금인 Ti-2Al-

9.2Mo-2Fe(2A2F)을 사용하였다. LCB 타이타늄 합금은

베타 안정화원소인 Mo와 Fe를 합금화하였고, 강도증가

를 위해 소량의 Al을 첨가하였다. 보론을 첨가하여 결

정립 미세화 효과를 확인하고, 보론 함량에 따른 결정

립 미세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보론의 함량을 각각 0.1

wt%와 0.3 wt%로 달리 첨가한 합금들을 제조하였다. 각

합금별 화학조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타이타늄 합금의 용해주조 시, 타이타늄과 산소의 반

응 및 불순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공에서의 용해가 필

요로 한다. 타이타늄 신합금의 용해주조를 위해 유도스

컬용해법(ISM; Induction Skull Melting)을 사용하여 잉

곳을 주조한 뒤, 각각 직경 Φ 90 mm, 높이 40 mm의

잉곳으로 가공하였다. 주조잉곳의 주상정 부분의 시편을

채취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하고 비커스 경도를 측정하였

다. 또한 주조 잉곳의 응고조직을 제거하고, 소성변형 이

후의 결정립 미세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1100 oC에

서 열간단조공정을 시행하여 폭 110 mm, 너비 80 mm,

두께 30 mm의 단조잉곳을 제작하였다. 단조잉곳 시편의

일부를 채취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하고 비커스 경도측정

을 시행하였다. 

또한 열처리 이후의 결정립 미세화 효과를 확인하고자

단조잉곳의 일부분을 다시 채취하여 860 oC에서 1시간 유

지한 뒤 수냉하였고, 이를 다시 용체화처리한 후 미세

조직을 관찰하였다. 열처리를 수행하기 전에 Acheson’s

Deltaglaze 151 protective coating liquid를 시편에 코

팅하여 표면산화를 최소화시켰다. 열처리 시편은 기계적

연마를 수행한 후 Kroll용액(50H2O + 20HNO3+ 15HCl +

10HF)으로 표면을 에칭하였고, 광학현미경(Olympus-GX51)

으로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계

(FUTURE-TECH社; Model FM-700, 1 kg, 10 sec)를 이

용하여 경도를 측정하였다. 

결정립 미세화 효과를 확인한 후, 기계적 물성의 변화

를 측정하기 위해 열간단조 후와 용체화처리 후 시편에

대해 각각 인장시험을 실시하였다. 인장시편은 ASTM

E8M(strain rate: 1.5 mm/min)의 판상 인장시편 규격을

사용하였다(INSTRON).

3. 결과 및 고찰

3.1 결정립 미세화

주조 상태의 보론 첨가에 의한 결정립 미세화를 비교

하기 위해 보론 유무에 따른 합금의 미세조직을 Fig. 1

에 나타내었다. 주조잉곳의 시편 채취부는 주상정 조직

의 부분으로 동일한 부위에서 채취하여 주조재의 부위

별 결정립 차이를 없게 한 후 결정립의 크기를 비교분

석하였다. Fig. 1과 같이, 2A2F-0.1B합금과 2A2F-0.3B

합금의 경우와 같이 보론을 첨가한 경우는 결정립이 400

μm미만의 크기를 갖지만, B-free 2A2F합금의 경우는

1500 μm이상의 큰 결정립 크기를 갖는 미세조직을 나타

내고 있어, 보론을 미량 첨가함에 따라 B-free합금에 비

해 결정립성장을 억제함으로써 훨씬 조밀한 미세조직을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Ti-2Al-9.2Mo-2Fe alloys (wt%^).

Ti Al Mo Fe B O N H C

2A2F Bal. 2.04 9.03 2.19 - 0.046 0.0024 0.0039 0.017

2A2F-0.1B Bal. 2.05 9.43 1.84 0.09 0.071 0.0046 0.001 0.013

2A2F-0.3B Bal. 2.10 9.60 1.93 0.27 0.064 0.0034 0.00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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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또한 주조재 중 B-free 합금의 경우는 β상

결정립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보론이 첨가된 0.1B와

0.3B 합금의 경우 TiB 석출상에서부터 수지상정이 성장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론의 함량이 높을수록 수지

상 조직이 더 성장함을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응고 중 정출된 TiB에서부터 수지상정이 생성, 성장

하므로 보론 함량이 높은 조직에서 더 많은 수지상정이

석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첨가한 미량의 보론함량에 따

른 2A2F-0.1B합금과 2A2F-0.3B합금을 비교하였을 경우

결정립 크기 차이에 따른 미세조직의 차이는 크지 않았

다. 이는 결정립 미세화 효과에 미치는 보론 함량의 임

계점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주조조직에서의 결정립 미세화 효과가 소성변형 및 열

처리 이후에도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조 및 용체

화처리 이후 각각의 미세조직을 Fig. 2와 Fig. 3에 나타

내었다. 주조, 단조, 용체화처리 이후의 각 조성별 결정

립 크기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단조재의 경우 심한 소

성변형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립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

았다. 0.1B와 0.3B의 경우 에칭시 보론 첨가에 의해 석

출된 TiB가 더 많이 에칭되기 때문에 결정립 크기를 정

Fig. 1. Microstructures of the as-casted (a) B-free, (b) 0.1B added,

and (c) 0.3B added 2A2F alloys.

Fig. 2. Microstructures of the hot-forged (a) B-free, (b) 0.1B added,

and (c) 0.3B added 2A2F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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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측정하기 용이하지 않으나, 주조재와 용체화처리

이후의 시편들에 대해서는 단조재 시편에 비해 뚜렷한

미세조직으로 에칭하여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립

크기를 측정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 

단조 후 용체화처리를 시행한 B-free 2A2F합금은 1100

μm의 결정립 크기를 가지나, 2A2F-0.1B합금과 2A2F-

0.3B합금의 경우는 약 600 μm정도의 결정립 크기를 나

타내었다. 주조조직의 경우와 같이 단조후 용체화처리 이

후에도 B-free합금에 비해 0.1B합금과 0.3B합금의 경우

가 결정립 크기가 작게 측정되었고, 이로써 보론 첨가

에 의한 결정립의 미세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나 주조재와 마찬가지로, 0.1B합금과 0.3B합금간의 결

정립 크기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때, B-free합금의 경

우 주조재의 경우보다 열간단조후 용체화처리시 결정립

이 줄어들었으나 보론이 첨가된 합금의 경우 용체화처

리 이후 결정립이 오히려 성장하였다. 이는 B-free의 경

우 열간단조에 의한 소성변형 효과로 인해 결정립이 줄

어든 뒤 용체화처리를 통한 재결정이 일어났으나, β 변

태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1시간의 용체화처리를 수행했기

때문에 재결정에 의한 결정립 미세화 효과가 크게 나타

나지 않았다. Table 2에 따르면 결정립 크기가 초기 주

조재는 1569 μm에서 용체화처리 후 1146 μm로 측정되

었다. 반면 0.1B합금과 0.3B합금의 경우에는 초기 주조

재부터 결정립이 각각 371 μm, 368 μm로 작았기 때문

에 열간단조를 통한 소성변형에서 결정립 미세화 효과

가 미미하고, 고온에서 1시간동안 용체화처리를 수행한

후에는 재결정이 일어나기는 하나 결정립 성장에 따른

결정립 조대화가 발생하였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0.1B합금과 0.3B합금의 경우 용체화처리 후 결정립 크

기는 각각 576 μm, 636 μm로 성장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용체화처리를 시행한 B-free합금과 0.1B합금,

0.3B합금을 비교했을 경우 여전히 결정립 미세화 효과

는 존재한다. 이러한 결정립 미세화가 이루어지는 이유

로, 보론 첨가 합금의 경우, 침상의 TiB상이 기지조직에

석출되기 때문이다. 이는 보론이 첨가된 합금에서 보론

이 타이타늄과 결합하여 침상의 TiB로 석출되어 이 석

출상들의 고착 효과에 의해 결정립계의 이동을 억제하

여 결정립 성장이 방해받기 때문이다. 열간단조후 용체

화처리 이후에도 보론에 의한 결정립 미세화 효과가 남

아 있는 이유는 열간단조와 용체화처리 모두 재결정온

도 이상의 온도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재결정이 일어

나는 과정에서 결정립 미세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

다. 이렇게 조밀한 결정립의 미세조직을 가지는 합금의

경우 Hall-Petch equation(σy= σ0+ kyd
−1/2, σy는 인장강도,

d는 결정립 크기) 에 의해 결정립이 큰 합금보다 우수

한 인장강도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일반적으로 타이타늄

합금의 보론첨가에 의한 결정립 미세화는 주조조직에서

뚜렷이 나타나지만, 보론 함량이 계속 증가할수록 결정

립크기 또한 지속적으로 미세화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Fig. 3. Microstructures of the solution-treated (a) B-free, (b) 0.1B

added, and (c) 0.3B added 2A2F alloys.

Table 2. Grain size of the 2A2F-xB alloys after plastic deformation

and heat treatment (µm).

As-cast Solution treated

2A2F 1569 1146

2A2F-0.1B 371 576

2A2F-0.3B 368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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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정립 미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보

론 함량의 임계치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3.2 기계적 물성 변화

미량의 보론첨가에 의한 결정립 미세화가 이루어지고,

후공정에 따른 기계적 물성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는 비커스 경도 및 상온 인장특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

하다. 이에 주조재, 단조재, 용체화처리 등의 시편들에 대

해 경도측정을 수행하였고, 단조후 및 용체화처리후의 시

편들에 대하여 상온 인장시험을 진행하였다. 

결정립 미세화에 따른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비커스 경도계를 이용하여 경도를 측정하였는데,

Table 3에 시편처리조건에 따른 그 측정값들을 나타내었

다. 전체적인 보론 유무에 따른 경도는 B-free합금의 경

우에 비해 0.1B합금 및 0.3B합금의 경우 약 30 Hv정도

다소 높은 경도값을 가진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

유는 결정립 미세화와 경도와의 관계에 의해 설명이 가

능하지만,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결정립 미세화에 따른 기계적 물성의 변화를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 상온 인장특성을 평가하였다. 상온 인장

시험에 따른 응력-변형율 곡선과 그 결과값을 Fig. 4에

나타내었다. 단조재의 경우와 용체화처리의 경우 모두

0.1B합금, 0.3B합금의 경우가 B-free합금에 비해 인장강

도가 최소 100MPa이상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주

조시 석출된 TiB에 의한 고착 효과로 결정립의 크기가

작아져 Hall-Petch equation에 의해 강도가 높아짐을 보

여준다. 

열간단조의 경우도, 보론을 첨가한 합금들의 인장강도

특성이 첨가하지 않은 합금에 비해 최대 300MPa이상 높

은 특성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결정립 미세화에 따른

강화 효과보다 열간단조에 의한 심한 소성가공효과에 의

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보론 첨

가에 의한 TiB 석출상이 결정립 미세화에만 영향을 미

치는 것이 아니라, 소성변형시 많은 미소균열 등의 결

함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보론 함량의 효과에는 임

계치가 존재하게 되며, 임계치를 초과하게 될 경우 오

히려 강도저하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에, 열간단조한

0.1B합금의 인장강도가 0.3B합금에 비해 다소 높은 특

성을 나타내게 되며, 열간단조 이후 열처리를 통해 인

장강도와 연신율의 적절한 조합으로 제어할 수 있다. 

용체화처리한 이후의 인장특성은 0.1B합금에 비해 0.3B

합금이 다소 우수하게 나타났다. 용체화 처리의 경우는

결정립 미세화 정도가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론 함량이 높아질수록 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낸다. 이는 보론이 첨가된 합금에서 TiB의 load-sharing

에 의한 인장강도의 증가영향으로 분석하기도 한다.15) 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론 첨가에 의해 초기 주조조직

부터 결정립이 작고, 그에 따라 열간단조에 의한 심한

소성변형공정에서도 상대적으로 결정립 미세화 효과가 미

미하며, 오히려 용체화 처리공정에 의한 효과가 크므로,

인장특성에 미치는 TiB의 load-sharing 효과가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저비용 고강도 LCB 타이타늄합금으로 새

롭게 개발된 Ti-2Al-9.2Mo-2Fe합금에 대해 보론 첨가에

의한 결정립 미세화 효과와 후공정 특성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진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

출할 수 있었다. 

1) Ti-2Al-9.2Mo-2Fe합금에 보론을 첨가한 경우 약 380

μm의 결정립 크기를 갖는 주조조직을 나타내어 보론 미

첨가 합금(약 1550 μm)에 비해 결정립 미세화 효과가 뚜

렷하게 나타났다. 보론이 TiB상으로 석출되어 고착효과

(pinning effect)를 발생시키고, 이 효과는 이후의 가공공

Fig. 4. Comparison of UTS, YS, El (%) results of the hot-forged

and the solution-treated 2A2F-xB alloys.

Table 3. Vickers Hardness of the 2A2F-xB alloys of various

conditions (Hv).

Conditions Hardness

2A2F

As-cast 314.6

Hot-forged 307.6

Solution treated 297.8

2A2F-0.1B

As-cast 339.9

Hot-forged 310.0

Solution treated 320.9

2A2F-0.3B

As-cast 344.2

Hot-forged 303.2

Solution treated 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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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정을 거치더라도 그 효과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열간단조 및 용체화열처리 이후에도 보론이 첨가된

LCB합금의 경우 결정립 크기가 약 600 μm으로, 보론이

미첨가된 합금에 비해(약1150 μm) 미세한 조직구조를 갖

는다. 또한, 결정립 미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보론의 함

량은 임계치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3) 미량의 보론함량이 첨가됨에 따라 용해응고잉곳, 단

조압연재, 열처리재 등 LCB합금의 기계적 특성을 20 %

이상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이는 고비용의 타이타늄 가

공공정단계 또는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비

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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