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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base superalloy powders with Y2O3 dispersion were prepared by high energy ball milling, followed by spark

plasma sintering for consolidation. High-purity elemental powders with different Fe powder sizes of 24 and 50 mm were used

for the preparation of Fe-20Cr-4.5Al-0.5Ti-O.5Y2O3 powder mixtures (wt%). The milling process of the powders was carried

out in a horizontal rotary ball mill using a stainless steel vial and balls. The milling times of 1 to 5 h by constant operation

(350 rpm, ball-to-powder ratio of 30:1 in weight) or cycle operation (1300 rpm for 4 min and 900 rpm for 1 min, 15:1) were

applied. Microstructural observation revealed that the crystalline size of Fe decreased with an increase in milling time by cyclic

operation and was about 15 nm after 3 h, forming a FeCr alloy phase. The cyclic operation had an advantage over constant

milling in that a smaller-agglomerated structure was obtained. The milled powders were sintered at 1100 oC for 30 min in

vacuum. With an increase in milling time, the sintered specimen showed a more homogeneous microstructure. In addition, a

homogenous distribution of Y-compound particles in the grain boundary was confirmed by EDX analysis.

Key words Fe-base superalloy, high energy ball milling, spark plasma sintering, microstructure.

1. 서  론

고온재료는 고온에서의 높은 강도, 우수한 creep 특성

및 내식성 등이 요구되는 부품에 사용되며, 대표적인 고

온재료로는 Ni 및 Fe를 기지로 하여 Cr, Al, Ti 등의

원소가 첨가된 초내열 합금이 있다.1) Ni기 초내열 합금

의 경우 Ni3(Al, Ti) 조성의 석출물에 의한 우수한 고온

강도와 Cr2O3, Al2O3 등의 산화물 보호피막에 의한 내

식성을 가지는 장점이 있으나, 1000 oC 이상의 고온에서

는 석출물의 조대화와 기지상으로의 용해 등으로 급격

한 강도저하가 일어나는 단점이 있다.2) 따라서 고온에서

안정한 산화물을 강화재로 사용하는 산화물 분산강화

(ODS) 초내열 합금이 개발되어 항공기용 제트엔진 및 산

업용 가스터빈의 부품으로 적용되고 있다.3-5) Fe기 ODS

초내열 합금의 경우는 고온 creep과 부식에서의 우수한

성질과 함께 중성자 내조사성을 가지고 있어 원자로의

피복관 소재로 연구되고 있다.6,7)

ODS 초내열 합금의 우수한 고온 기계적 특성을 위해

서는 고온 안정성을 나타내는 산화물 입자의 미세화와

균일한 분산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미세조직 특성을

가지는 합금은 주로 고에너지 볼 밀링을 이용한 원료분

말의 기계적합금화와 고온압출 공정을 통하여 제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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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8) 특히, 최종 복합분말의 특성은 원료분말의 크기

및 밀링 조건 등 기계적합금화 공정에 의존하나, 아직

까지는 최적의 분말제조를 위한 공정조건이 제시되지 않

아 요구되는 특성을 만족하는 합금의 제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Y2O3가 분산된 Fe계 초내열 합

금을 실험 계로 선택하여 고에너지 볼 밀링 공정에서 Fe

원료분말의 크기와 밀링 조건이 복합분말의 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방전 플라즈마 소

결 공정을 적용하여 소결체의 미세조직 특성을 해석하

여 ODS 초내열 합금 제조를 위한 최적의 공정조건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료분말의 제원을 Table 1에 나

타내었으며 Fe의 경우에는 2가지 크기를 가지는 분말

을 사용하였다. 원료분말은 3차원 혼합기를 이용하여 1

시간동안 예비 혼합한 후 수평식 고에너지 볼밀 장치인

Simoloyer(Zoz GmbH, Germany)를 이용하여 기계적 합

금화하였다. 밀링은 직경 5 mm의 stainless steel 볼을 사

용하여 대기 분위기에서 1~5시간 동안 실시하였으며, 밀

링 조건이 최종 합금분말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고자 2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분말을 제조하였다. 첫 번

째 방법은 볼과 분말의 무게비를 30:1로 하여 350 rpm

의 회전속도로 밀링한 경우이며, 두 번째는 무게비를

15:1로하여 1300 rpm에서 4분과 900 rpm에서 1분으로

회전속도를 변화하여 밀링하였다. 밀링한 분말은 방전 플

라즈마 소결로(Syntex, SPS-825, Japan)를 이용하여 진공

분위기에서 30 MPa의 압력과 승온속도 약 50 oC/min으

로 1100 oC에서 30분간 소결하였다.

밀링 조건에 따른 분말 및 소결체의 미세조직 변화는

SEM(JSM-6700F, JEOL Co.,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

였고 성분원소의 분포는 ED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밀링 시간에 따른 상 변화는 XRD(D/Max-IIIC, Rigaku

Denki Co., Japan)로 분석하였으며 결정립 크기는 XRD

피크의 반가폭을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원료분말들의 균일한 혼합을 위하여 3차원 혼합기로 1

시간 동안 처리한 후 SEM으로 관찰한 조직사진을 Fig.

1(a)에 나타내었다. Fe는 24 µm 크기를 가지는 분말을 사

용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원료분말들이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b)는 볼과 혼합분말의 무게

비를 30:1로 하여 350 rpm의 회전속도로 3시간 동안 밀

링한 분말의 미세조직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볼 밀링

한 분말은 혼합분말과 비교하여 뚜렷한 입도감소 및 혼

합도 증가 등을 관찰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밀링 조건의

변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평식 고에너지 볼밀링 공정에서는 회전

속도를 주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입도감소에 효과적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따라서 회전속도를 1300 rpm

에서 4분과 900 rpm에서 1분으로 주기적으로 변화시키고

볼과 분말의 무게비를 15:1로하여 밀링을 진행하였다. Fig.

2는 Fe의 분말크기와 밀링 시간에 따른 혼합분말의 형

태 및 크기변화를 SEM으로 관찰한 결과로서, Fig. (a)-

(c)는 24 µm 크기이고 Fig. (d)-(f)는 50 µm 크기를 이용

하여 밀링한 경우이다. Fig. 2(c)에서 보여주듯이, 회전

Fig. 1. SEM micrographs of (a) simple mixed and (b) high energy ball-milled powder mixtures with the 350 rpm for 3 h using the Fe

powder with 24 µm in size.

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system and elemental

powder specifications.

Fe Cr Al Ti Y2O3

Composition 

(wt%)
75 20 4.5 0.5 0.5

Powder size 

(µm)
24 50 28 18 26 0.05

Purity (%) 98 99 99 99.5 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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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변화하여 밀링한 분말의 경우가 일정한 속도로

동일시간에서 밀링한 분말(Fig. 1(b))과 비교하여 입도감

소 및 혼합도 증가의 효과가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혼합분말은 밀링 시간이 증가할수록 입자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바, 이는 높은 에너지를 가

지는 볼에 의한 높은 압축응력으로 분말들의 압접이 발

생하고 압접된 분말들의 과도한 가공으로 파괴가 일어났

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10) Fig. 2(c)와 (f)는 각각

24 µm 및 50 µm 크기의 Fe분말을 이용하여 3시간 동안

밀링한 시편의 SEM 미세조직 사진을 나타낸 것으로, 초

기 원료분말의 크기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커다란 응집

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은 혼합분말 및 1~3 시간 동안 밀링한 분말의

상변화를 XRD로 분석한 결과이다. Fig. 3(a)와 같이 혼

합한 분말에서는 Fe 등의 원료분말에 대한 피크가 관찰

되나, 2시간 이상으로 고에너지 볼 밀링을 한 경우에는

FeCr 합금상이 형성되고11-13) 밀링 시간이 증가할수록 피

크 강도는 감소하며 폭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크 폭의 증가는 주로 입자 미세화와 관련되며 Scherrer

식을 이용하여 주 피크의 반가폭으로부터 결정입자 크

기를 계산할 수 있다.14) Fig. 4는 밀링 시간에 따른 결

정입자 크기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3시간의 밀링 후

에는 초기 Fe의 원료분말크기와 상관없이 약 15 nm 이

하의 결정입자 크기를 가지며 정상상태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조대한 Fe분말을 사용하여

볼 밀링한 경우 커다란 응집체를 형성하나(Fig. 2(f)) 결

정입자 크기는 초기 분말크기와 상관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에너지 볼 밀링한 분말은 높은 승온속도, 고온가압과

직류펄스에 의한 전계 도움 등으로15,16) 난소결성 재료의

Fig. 2. SEM images of ball-milled powders with Fe particle size of (a)-(c) 24 µm and (d)-(f) 50 µm; milling time of (a) and (d) 1 h, (b)

and (e) 2 h, (c) and (f) 3 h.

Fig. 3. XRD patterns of high energy ball-milled powders for

various times; (a) simple mixing, (b) 1 h, (c) 2 h and (d) 3 h.

Fig. 4. Crystalline size of Fe-base alloy powders as a function of

mil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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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화가 가능한 방전 플라즈마 소결 공정을 이용하여 치

밀체로 제조하였다. Fig. 5는 1100 oC에서 30분간 소결

한 시편의 SEM 미세조직 사진으로써 3시간 밀링한 경

우(Fig. a) 입계에 기공들과 일부 상들이 존재하나 5시

간의 경우에는(Fig. b) 상대적으로 균일한 미세조직을 나

타냄을 알 수 있다. 밀링 시간 증가에 따른 미세조직 변

화는 우선적으로 원료분말들간의 균일한 혼합과 미세화

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Fig. 5(c)는 3시간 밀

링한 시편에 대한 EDX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입내

(area 1)는 Fe-기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입계 부분(area

2)에서는 Y, Cr, Ti 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소결시편에서 Y-화합물 상 등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으나, 입내부분에서 Y-화합물 입자의 존재

및 반응상 형성 여부 등 자세한 해석이 요구된다.

4. 결  론

고에너지 볼 밀링 공정에서 Fe 원료분말의 크기와 밀

링 조건이 Y2O3가 분산된 Fe계 초내열 합금 분말과 소

결체의 미세조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초

기 Fe 원료분말의 크기가 24 µm에서 50 µm로 증가할수

록 밀링 후에는 상대적으로 커다란 응집체가 형성되었

으며, 회전속도를 1300 rpm에서 4분과 900 rpm에서 1

분으로 변화하여 밀링한 경우가 일정한 속도로 제조한

분말과 비교하여 입도감소 및 혼합도 증가의 효과가 우

수함을 확인하였다. XRD분석 결과 혼합분말을 2시간 이

상으로 밀링한 경우에는 FeCr 합금상이 형성되고 3시간

의 밀링 후에는 초기 Fe의 원료분말크기와 상관없이 약

15 nm 이하의 결정입자를 가지는 합금분말을 제조할 수

있었다. 방전 플라즈마 소결로를 이용하여 1100 oC에서

30분 동안 소결한 경우, 밀링 시간이 증가할수록 상대

적으로 균일한 미세조직을 가지는 소결체가 제조되었으

며, EDX 분석을 통하여 하여 Y-화합물 입자의 균일한

분포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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