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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γ/γ´ two-phases, commonly known as a eutectic structure, are observed in the γ interdendritic region of a Nibase superalloy. However, the growth behavior of the γ/γ´ two-phases, whether it is of eutectic or peritectic nature, has not been
decidedly established. Directional solidifications were, thus, performed with the planar interface at a low growth rate of 0.5 μm/
s in order to promote macro segregation. Directional solidification started with the γ planar interface and the γ´ phase nucleated
on the γ planar interface at the solidification fraction of 0.75. The γ/γ´ two-phases showed the γ´ rod structure as major phase
and the γ minor phase between γ´ rods, and the volume fraction of the γ phase changed continuously with an increasing
solidification fraction. The two-phase γ/γ´ is seen as the coupled peritectic.
Key words directional solidification, eutectic, peritectic, superalloy, macrosegregation.

1. 서

론

6 wt.%) 첨가로 인한 고온특성 향상의 방향으로 개발된
제 3세대 단결정 합금이다.3)
CMSX-10합금은 기지인 γ상의 고용강화를 위해 Co,
W, Re과 같은 고용강화 원소를 첨가하고, γ'상 형성원
소인 Al, Ti, Ta, Cr등과 같은 반응성이 높은 고온합금
원소를 다량 포함하고 있어 편석을 발생시키는 원인으
로 작용한다. 이러한 첨가원소와 응고공정변수에 따라 편
석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수지상 사이의 미시적인 편
석이 자주 발생된다. Ni기 초내열합금에서 응고시작부터
완료되는 동안 γ/γ'조직은 γ수지상 사이에서 관찰된다.4,5)
이러한 편석은 보통응고 말기에 수지상과 액상 계면에
서 용질원소의 재분배에 의해 γ수지상 계면에서 핵생성
된 γ'이 동시에 성장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정조직으로

Ni기 초내열합금인 CMSX-10은 단결정 합금으로 뛰어
난 내식, 내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온에서의 높은
수명과 크리프, 피로 등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여 터빈
블레이드 및 베인과 같은 가스터빈 부품으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1,2) Ni기 초내열합금은 금속간 화합물인 γ'
[Ni3(Al,Ti)]이 γ[Ni]기지에 석출되면서 석출강화 효과가
크고, γ'의 체적비가 클수록 석출강화 효과로 인하여 고
온에서 크리프, 피로, 강도 등이 향상되므로 γ'상의 분율
을 높이기 위해 γ'상 형성원소를 다량 포함하고 있다. 특
히 CMSX-10 단결정 합급은 결정입계가 없으므로 입계
강화를 위한 원소 첨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Re원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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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으나,5-7) 최근에 조대한 γ/γ'상이 포정응고조직
이며 미세한 γ/γ'상은 공정조직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되
었다.5,8) 초내열합금은 기본적으로 내열합금원소의 첨가로
γ상인 Ni 기지에 Ni3Al구조인 γ'상이 생성되는 것으로써,
이원계인 Ni-Ni3Al합금과 유사한 상형성 거동을 가진다
고 볼 수 있다. 이미 Ni-Ni3Al 이원 합금계에서 초정 γ
상이 포정상인 γ'상과 동시 성장하는 포정응고가 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9)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연구에서
도 동일한 온도에서 성장하는 이상조직(coupled structure)
에 대하여 포정응고형태의 이상조직 형성 가능성이 이
론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10-12) 포정응고에서 이상조직은
공정응고에서와 같이 용질원소의 확산과 모세관 효과
(capillary)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통제되고, 포정응고
에서의 간격은 공정응고보다 크며 같은 성장조건하에서
불안정하다고 하였다.13) 공정상으로 알려져 있는 γ/γ'두 상
의 형성 거동은 Ni기 초내열합금에서 아직 명확하게 설
명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결정 Ni기 초내열합금인 CMSX-10합
금을 일방향 응고하여 γ수지상 사이에서 형성되는 γ/γ'상
의 형성 거동을 연구하고, 편석에 따른 최종응고 조직을
분석하였다. 공정응고에서는 봉상(rod) 또는 판상(lamellar)
의 형태인 이상조직이 수지상 사이에서 형성되지만 포
정응고에서는 단상의 포정상이 수지상 사이에서 자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지상 사이에서 형성된 이상조직
이 망상(network-type)의 구조를 나타내었고, 조대한 γ/γ'
과 미세한 γ/γ'조직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정응고에서
는 봉상 또는 판상조직이 규칙적인 간격을 가지지만 그
에 반해 γ/γ'이상조직은 일정률 성장조건에서 불규칙한 간
격과 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응고분율에 따른 γ/γ'이상조
직의 형성 거동을 포정응고 성장에 관한 이론적 모델에
서 용질 이동원리를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
한 용질 이동원리에 의해 두 상이 협조적으로 성장 할
수 있다. 응고계면 온도에 따른 γ와 γ'상의 배출된 용질
원소의 이동 거동이 다르며 이로 인해 응고분율에 따른
γ'상의 분율이 계속 변하였다. 따라서 CMSX-10합금을 일
방향 응고하여 공정조직으로 알려진 γ/γ'이상조직이 공정
이 아닌 γ/γ'coupled peritectic(이상포정) 응고조직임을 논
의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Ni기 단결정 초내열합금인 CMSX-

10합금은 Re이 약 6 wt% 첨가된 합금으로 원소재는 CanonMuskegon사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합금조성은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일방향 응고 시편은 CMSX-10 잉고트를
직경 4.7 mm, 길이 60 mm의 봉상형태로 가공하여 준비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일방향 응고 장비는 개량된 Bridgman
방식으로 열이 일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가열
로 아랫부분에 설치된 냉각부에 냉각수를 순환시켜 간접
수냉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가공한 직경 4.7 mm, 길이
60 mm의 봉상시편을 길이 700 mm, 내경 5 mm의 알루
미나 튜브에 장입하여 Ar가스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용탕
온도는 1,600 oC로 유지하여 용해하였다. 그 후 로를 0.5
μm/sec의 느린 응고속도에서 일방향 응고하였으며 한 시
편은 평면형 계면으로 끝까지 응고하여 최종응고 조직
을 관찰하였고, 다른 한 시편은 평면형 계면으로 일방
향 성장도중 하단에 설치된 실린더형 수조에 낙하시켜
급냉되도록 하여 응고계면을 보존하여 γ/γ'이상 조직 응
고계면을 관찰하였다. 전체 응고한 시편과 일방향 응고
도중 낙하하여 급냉된 일방향 응고 시편은 각각 길이 방
향과 길이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연마 한 후 Kalling
(2 g CuCl2, 30 ml HCl, 70 ml C2H5OH)액으로 부식시켜
광학 현미경으로 γ/γ'이상 조직의 응고계면의 형상을 관
찰하였다. 또한 전체 응고시킨 시편에서 γ/γ'이상조직이
형성되는 응고계면에서부터 수지상 길이방향에 수직인 방
향으로 절단하여 응고분율에 따른 γ/γ'미세조직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성장방향과 수직한 방향(radial direction)으로
액상유동에 의한 편석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방향 시
편에서 중심부의 미세조직 및 분율을 관찰하였다. γ/γ'의
응고계면과 응고분율에 따른 미세조직을 보다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주사 전자 현미경(SEM: JEOL JSM5610)으로 관찰하였고, SEM의 EDS(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각각의 상에 대한 조성을 분
석하였다.

3. 실험 결과
단결정 초내열합금 CMSX-10합금의 주조조직에서 γ/γ'
이상조직은 γ수지상 사이에서 형성된다. 수지상 사이에
서 형성된 주조조직은 조대한 γ/γ'과 미세한 γ/γ'조직을 포
함하고 있다. Fig. 1(a)에서 공정상으로 알려진 γ/γ'조직
은 형상이 공정상에서 보여주는 봉상 또는 판상 형상이
아닌 D’Souza와 Dong4,5)에 의해 보고된 결과와 유사한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ingle crystal superalloy CMSX-10(wt%).
Ni

Al

Nb

Co

Cr

Hf

Mo

Re

Ta

Ti

W

Fe

Bal.

5.72

0.1

3.2

2.2

0.04

0.39

6.3

8.3

0.23

5.5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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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γ/γ' coupled structure between the interdendritic regions in the alloy CMSX-10 directionally solidified at a 25 μm/s: (a)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the interdendritic area showing the γ/γ' network. (b) selected optical micrographs of sequential cut-offs showing
the three different dimensional morphology of an interdendritic colony.

Fig. 2.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inclination of γ' phase
nucleation and the formation of the network-type structure.

망상의 구조를 보인다. 수지상 사이에서 확인된 γ/γ'망상
조직은 Fig. 1(b) 왼쪽상단 영역에서 관찰된 조직과 유
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γ/γ'이상조직은 응고 말기에 수
지상과 액상 계면에서 용질원소의 재분배에 의해 γ수지
상 계면에서 핵생성된 γ'상이 동시에 성장한 것으로 예
측된다.
γ/γ'망상구조의 형성과 γ'상의 핵생성 과정을 3차원 구

조적인 관점에서 추론하여 Fig. 2의 개략도를 통해 도
식화 하였다. γ'상은 초정 γ수지상 계면의 작은 영역에
서 부터 불균일하게 핵생성 되며 이후, 계면에서 γ상과
동시에 성장하게 된다. 핵생성 된 γ'상은 방사 방향으로
퍼져나가며 계속 성장하게 되고(Fig. 1(b)), γ'상 영역은
서서히 증가하여 끝내는 Fig. 2와 같은 조대 γ/γ'망상구
조가 형성될 것이다.
수지상 사이에서 형성되는 망상의 γ/γ'상 형성거동을 연
구하기 위해 느린 응고속도(0.5 μm/s)에서 평면형 계면으
로 끝까지 응고시켜 그 조직을 관찰 하였다. 그 결과,
거시편석에 따른 γ상 평면형 계면 형성 후 0.75 응고분
율의 γ/liquid 응고계면에서 γ'상이 다수의 영역에서 핵생
성 되며 γ/γ'이상조직이 형성됨을 확인 하였다(Fig. 3(a)).
γ/γ'상이 이상으로 자라는 것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기 위
해 일방향 시편의 성장 도중 약 0.83 응고분율에서 급
냉을 실시, 응고계면을 보존하여 조직을 관찰하였다. Fig.
3(b)에서 알 수 있듯이, γ와 γ'상이 이상으로 자라는 것

Fig. 3. SEM micrographs of the γ/γ' coupled structure solidified at 0.5 μm/s. (a) the γ' phase nucleates on the {γ/Liquid} interface in the
sample grown fs = 1, where the γ planar phase includes γ' precipitations, (b) the isothermal γ/γ' coupled structure showing remaining
quenched liquid at the solid fraction of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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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the transverse microstructures in the alloy CMSX-10 directionally solidified at 0.5 μm/s, according
to different fraction of solidification: (a) fs = 0.78, (b) fs = 0.80, (c) fs = 0.82, (d) fs = 0.84, (e) fs = 0.88, (f) fs = 0.95, (g) fs = 0.98. The Rerich phase and the γ phase formed around the γ' phase in (g).
Table 2. Composition analysis of the γ', γ, Re-rich phase in Fig. 4(g) by EDS.
Phase

Al

Ti

Cr

Co

Ni

Re-rich

2.43

0.07

11.75

6.32

γ'

7.20

0.52

2.05

3.23

γ

6.37

0.44

2.63

3.43

을 확인하였다. 응고계면에서부터 수지상 길이방향에서 γ/
γ'상은 γ수지상 사이에서 망상구조를 보이나, 응고계면에
서는 γ와 γ'상이 거의 같은 온도에서 동시에 성장함을 보
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γ와 γ'상이 γ'셀과 γ'셀 사이의
계면에서 γ상이 γ'상과 협조적으로 계면에서 성장된 것
으로 판단한다.
전체 응고시킨 시편에서 γ/γ'이상조직이 나타나는 응고
계면에 수지상 길이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시편을 절단
(2 mm간격)하여 응고분율에 따른 γ/γ'이상조직의 변화를
관찰,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튜브의 중심에서
반지름 방향으로 액상유동이 발생하므로 액상유동의 영
향을 가장 적게 받는 중심부를 관찰하였다.14) γ/γ'이상이
γ'상을 중심으로 망상구조를 형성한 셀 형 응고조직의
γ(bright)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γ/γ'이상조직 형성 후 응
고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조대한 망상의 셀 형에서 미세
한 망상의 셀 형으로 응고가 진행되었고, 거의 최종응

Ta

W

Re

47.12

1.69

5.61

25.01

71.86

12.48

2.42

0

70.59

10.30

3.55.

2.69

고부인 응고분율 약 0.95에서는 부분적으로 기존의 γ, γ'
상과 다른 일반적으로 공정조직 형성 시 나타나는 봉상
형태의 상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4(g)). 각 상
에 대한 EDS 조성분석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봉상 형태의 상은 Re-rich 공정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
고, Re은 분배계수가 k > 1이므로 고상으로 편석되면서
주로 기지인 γ상에 고용된다. 응고분율에 따른 최종 응
고부에서는 고용강화 및 γ'석출 강화를 위해 첨가시킨 여
러 합금 원소들이 복합적인 편석을 발생시켜 γ/γ'이상조
직 및 γ'셀을 중심으로 γ상과 Re-rich상이 공정상을 형
성하고 있는 응고조직을 나타냈다.
공정응고에서는 봉상과 판상조직이 나타나고 이는 한
상의 분율에 의해 결정되므로 한 상의 분율이 0.28보다
작을 때에는 봉상 조직이 관찰되고, 한 상의 분율이 0.280.72사이일 때 판상조직이 관찰된다.15) 그러나 CMSX-10
합금에서는 γ/γ'이상조직의 γ'상 분율이 0.83-0.94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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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었고, γ상은 Fig. 4(a)에서와 같이 기지의 분율
이 0.17임을 보여주었다. γ와 γ'상이 공정조직이라 가정
하면 공정온도 이하의 일정한 온도에서 용질과 용매는
서로의 용질원소를 상호교환, 확산을 통해 성장하게 되
어 일정한 분율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응고분율에 따른 γ'상의 분율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결
과를 확인하였고, 일관성 없이 계속 변화하였다(Fig. 7).
따라서 CMSX-10 초내열합금에서 수지상 사이에 형성되
는 γ/γ'이상조직은 공정 응고과정으로 생성된 형태라고 보
기 어렵다.
Ni-Al 이원계합금에서 γ기지와 석출된 γ'상은 cube-cube
구조를 가진다. 불규칙상 γ와 규칙상 γ'은 격자상수가 비
슷하여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므로 γ/γ'계면은 정합 구조
를 유지한다. 이로 인해 격자의 불일치는 매우 작은 값
을 가지므로 γ상과 γ'상 사이의 계면에너지는 낮다.16) 따
라서 공정응고와 다른 상형성 거동을 가지는 포정응고를
적용한다면, 포정응고에서는 γ와 γ'상 두 상의 계면에너
지가 작아 초정상에서 포정상의 핵생성이 용이하다. 그
리고 계면 앞 액상의 유동으로 인하여 γ와 γ'상의 용질
원소가 응고계면에서 이동이 용이하여 측면방향으로 매
우 적은 용질원소를 서로 배출함과 동시에 길이방향으
로 두상이 배출된 용질원소를 이동시키며 성장하므로 포
정온도(Tp)의 적절한 상하 범위에서는 두상이 등온에서
동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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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schematic illustration on the pseudo binary phase diagram
of Ni - Ni3Al forming elements showing the peritectic growth based
on the band model of peritectic solidification by Trivedi11) (Tp:
peritectic temperature, Tmγ: γ-phase melting point, Tmγ': γ'-phase
melting point, ΔTNγ': γ' nucleation undercooling).

찰

본 연구에서 수행된 응고분율에 따른 γ/γ'이상조직의 형
성 거동 결과를 Trivedi17)의 평면형계면의 포정응고 성
장에 관한 이론적 모델에서 용질 이동원리를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초기 조성 C0가 Cγ < C0 < Cγ'인 아포
정(hypoperitectic)영역이라면 γ/γ'이상조직의 응고거동을
Trivedi 모델에 적용하면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이
때 γ상 앞에 있는 액상의 조성은 γ상의 액상선을 따라
움직이고, γ'상 앞에 있는 액상의 조성은 γ'상의 액상선
을 따라 움직인다. γ상 단상 평면형 계면 후 과냉(ΔTNγ')
에 의해 γ'상이 형성되어 여러 군데 핵생성이 되며 자
란다(Fig. 5(1)). 초기조성 C0에서 γ'상 고상의 정상상태
조건은 Fig. 5(4)일 때이고, γ상 고상의 정상상태조건은
Fig. 5(7)일 때이다. 응고성장시 포정온도 직하에서는 γ'
상 고상의 온도가 높아 계면에서 먼저 생성되어 성장하
지만 γ'상과 γ상 앞의 액상에서 확산보다 유동의 영향으
로 용질원소의 이동 속도가 빠르므로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두 상 앞에서의 조성 차이는 거의 없어지기 때문
에, γ와 γ'상은 거의 응고계면에서 평평하게 협조적으로
성장 할 수 있다. 포정온도 직하에서는 γ'상 앞의 액상

Fig. 6. Variation of the volume fraction of the γ' phase as a function
of the solid fraction solidified at 0.5 μm/s.

의 조성이 γ상보다 많으므로, γ'상 앞의 액상에서 γ상 앞
의 액상으로 배출된 용질원소가 이동된다. 상은 용질원
소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자라므로 길이방향뿐만 아니라
γ'상이 측면방향으로 부피가 증가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γ'상은 정상상태조건(Fig. 6(4))에서 성장하기 위해 γ'상에
서 γ상으로 용질원소를 배출하며 계면적을 넓히면서 성
장하고, γ'상이 γ상으로 용질원소를 이동하게 되면 두 상
의 조성차이는 점점 작아지고 γ'상의 분율이 증가하게 된
다. 용질원소의 이동 거동을 나타낸 그림에서와 같이 포
정온도 직하에서의 용질원소는 측면방향뿐만 아니라 Fig.
6에서 (2)와 (3)과 같이 두상이 γ와 γ'상의 액상선을 따
라 배출된 용질원소를 동시에 길이방향으로 이동하며 자
라면서 응고계면온도가 증가하게 된다. 포정온도 직상에
서는 γ상 앞의 액상의 조성이 γ'상보다 많으므로, 배출
된 용질원소가 γ상 앞의 액상에서 γ'상 앞의 액상으로 이
동하며 γ상이 측면방향으로 부피가 증가하면서 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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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γ상의 형성이 용이해져 γ와 γ'상의 확산거리
가 좁아지게 되어 γ상의 branching에 의해 γ상의 분율
이 증가한다(Fig. 4(c),(d)). 이때 γ상은 정상상태조건(Fig.
5(7))에서 성장하기 위해 γ상이 γ'상으로 용질원소를 많
이 이동하면서 계면적을 넓히며 성장하게 되고, 이와 동
시에 Fig. 5에서 (5)와 (6)과 같이 두 상이 액상선을 따
라 배출된 용질원소를 이동하며 자라면서 응고계면 온
도가 다시 내려가게 된다.
응고가 진행되는 동안 액상유동의 영향과 함께 두 상
이 동시에 배출된 용질원소를 이동하며 성장하므로 잔
류하는 액상의 조성은 계속 증가되고, Fig. 4(e) 미세조
직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응고말기에 초기조성 C0가
증가하면서 계면의 조성이 급격히 증가되어 Cγ' < C0인 과
포정(hyperperitectic)영역이 된다. 이 영역에서 γ'상은 정
상상태조건(Fig. 5(4))에 도달하여 안정하게 되어 응고계
면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γ'상의 분율은 계속 증
가한다. 응고말기에는 γ상의 branching에 의해 형성되는
조직은 관찰되지 않았고, 본 연구결과에서는 γ'상이 증가
하며 최종적으로 γ/γ'이상조직 및 γ'셀을 중심으로 γ상과
Re-rich 공정상이 함께 형성하고 있는 복합적인 응고조
직이 나타났다(Fig. 4(g)).
응고분율에 따른 γ'상의 분율 변화 결과(Fig. 6)에서도
알 수 있듯 γ/γ'이상조직은 일정한 온도에서 성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CMSX-10합금에서 γ/γ'상이 공정조직이라면
공정온도 이하의 일정한 온도에서 용질과 용매가 서로
용질원소를 상호교환하며 성장하므로 γ'분율은 일정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응고분율에 따른 γ'상의
분율이 계속 변화하였다. γ와 γ'상이 이상으로 자라는 영
역에서 응고분율이 증가할수록 γ'상의 분율은 감소하다가
증가되었다. 이는 응고계면온도에 따른 용질 이동원리를
이론적 모델에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포정온도 직하에서
는 두 상이 액상선을 따라 배출된 용질원소를 이동하며
성장함과 동시에 γ'상에서 γ상으로 용질원소를 더 많이
이동하면서 측면방향으로 부피가 증가하며 성장하여 γ'상
의 분율이 증가하였고, 포정온도 직상에서는 γ상에서 γ'
상으로 용질원소를 더 많이 이동하여 γ상이 가지를 치
며(branching) γ상의 분율이 증가하게 되어 γ'상의 분율
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응고가 진행되면서 응고계면
온도에 따른 두 상의 배출된 용질원소의 이동 거동이 다
르므로 응고분율에 따른 γ'상의 분율이 계속 변하였다. 따
라서 공정조직으로 알려진 γ/γ'상은 공정이 아닌 γ/γ' 이
상(coupled) peritectic 조직이라 볼 수 있다.

5. 결

론

단결정 Ni기 초내열합금 CMSX-10에서 평면형 일방향

응고시켜 거시편석에 따른 응고조직 변화를 관찰하였
다. 일방향응고 초기 γ 평면형 계면으로부터 시작하여 γ
평면형 계면에서 γ'이 핵생성되며 γ/γ' 두개의 상이 함께
자라게 되었다, γ/γ'이상조직의 응고계면을 관찰한 결과
같은 온도의 계면으로 두 개의 상이 함께 자라고 있음
을 관찰하였다. γ/γ' 이상(coupled)조직 형성 후, 조대한
망상의 셀 형에서 미세한 망상의 셀 형으로 변화 하였
고 응고진행 말기에는 γ/γ'이상조직 및 γ'셀을 중심으로
γ상과 Re-rich상 공정상이 함께 형성하고 있는 복합적인
응고조직을 나타내었다.
γ/γ'이상조직은 γ'이 봉상으로 봉상주위를 둘러싼 γ상이
망상형상으로 일방향응고가 진행되며 γ상이 γ'상 계면으
로 가지를 치며(branching) 간격과 분율이 변화하였다. 이
는 일정한 분율을 유지하며 봉상(rod) 또는 판상(lamellar)
공정조직과는 다른 형상을 함을 보여주었다. 공정조직으
로 알려진 γ/γ'상은 공정인 아닌 γ/γ' 이상(coupled) 포정
응고 조직으로 예상되며 거시편석에 따른 조성의 변화
과정(transient state)에서 형성되는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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