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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 heat treatment on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Inconel 713C alloy vacuum investment cast-
ings were investigated. The microstructure of the as-cast state was observed, showing well-developed dendrite structures and dis-
tributed carbide particles and solidified massive precipitates in the grain or grain boundary during solidification, in this case the ′
phase and MC particles. During a heat treatment, the  phase matrix was reinforced by solid solution elements, carbide particles
from the film morphology precipitated along the grain boundary, and many micro-precipitates of second ′ phases 0.2 m~2 m in
size were newly formed in the  phase matrix according to SEM-EDS analysis results. The tensile strength at a high temperature
(850oC) decreased slightly becoming comparable with the room-temperature result, while the hardness value of the specimen after
the vacuum heat treatment increased by approximately 19%, becoming similar to that of the as-cast condition. However, the impact
values at room temperature and low temperature (-196oC) were approximated; this alloy was mostly not affected by an impact at a
low temperature. In the observations of the fracture surface morphologies of the specimens after the tensile tests, the fractures at
room temperature were a mix of brittle and ductile fractures, and an intergranular fracture in the inter-dendrite structure and some
dimples in the matrix were observed, whereas the fractures at high temperatures were ductile fractures, with many dimples arising
due to precipitation. It was found that a reinforced matrix and precipitates of carbide and the ′ phase due to the heat treatment had
significant effects, contributing greatly to the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Key words: Inconel 713C, Microstructure, Tensile properties, Impact value, Precipitation, Carbide, Vacuum investment casting, Vacuum
heat treatment 

1. 서 론

Ni기 초합금은 고온에서 높은 경도를 유지할 수 있고, 내

식성과 내산화성이 좋으며 고온에서 크립(creep) 및 파열

(rupture)에 대한 내성이 특출하다. Inconel 713C 합금은 Ni

기 초합금의 대표적인 주조합금으로 1950년도 말에 개발되어

발전하여 왔으며, 초기에는 대기용해와 불활성 가스 분위기에

서 주입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다가 곧 진공주조 기술을 적

용하여 기계적 특성을 크게 향상 시키는 데 이르게 되었다.

이 합금은 주조성과 고온에서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며, 미세

조직이 안정성을 갖는다. 경제적인 면에서 비싼 Co를 함유하

지 않기 때문에 비용에 대비하여 경제성이 높다. 이같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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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Inconel 713C는 오랜 기간 여전히 항공 산업에서

엔진터빈 부품이나 우주항공선, 로켓트 엔진, 원자로, 잠수함,

화력발전기, 정유화학 장치, 자동차 및 선박을 비롯하여 기타

고온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1-7]. 오스테나이트상(γ) 기지의

고용강화와 Al, Ti 등의 석출상(γ ')에 의한 석출경화 및 MC

탄화물에 의한 강화 메카니즘을 나타내는 Inconel 713C 합

금에 대한 연구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진공용해와 고

온으로 소성한 정밀주조 주형에 진공 주조하여 응고된 금속

조직과 진공 열처리 및 기계적 성질에 대해 정보가 생산 현

장에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공

정밀주조한 Inconel 713C Ni기 초합금에 대한 주조조직과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열처리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시료 제조

모합금 시편의 정밀주조 공정[9]은 왁스 시편을 금형에서

사출한 후 적합한 탕구계 방안을 설계하여 왁스트리를 조립

한 후 지르콘 내화물 슬러리에 침지하고 지르콘모래로 코팅

한 후 건조시켰다. 이러한 내화물 피복 작업을 반복하여 일

정한 내화물 두께를 형성시킨 후 마지막에는 내화물 슬러리

만 처리하여 건조시켰다. 약 24시간 건조 후 탈왁스용 오토

클레이브에 압력 7 kg/cm2, 140oC에서 약 30분간 유지하여

왁스를 주형 컵 쪽으로 흘러내렸다. 완성된 주형은 잔류왁스

를 제거하고 내화물 강도를 높이기 위해 1,050oC 소성로에

서 약 2시간 소성시켰다. Inconel 713C 합금은 Al과 Ti가

함유되어 있어 산화반응성이 높아 진공용해 주조하였다[8].

50kg 용량의 진공용해로(Fig. 1)에서 합금 모재를 장입하여

Table 1과 같은 화학성분을 갖는 합금으로 약 50분간에 걸

쳐 진공용해하고 진공상태에서 주조하였다. 용탕주입시 진공

도는 2.4 × 104Torr, 주입온도는 1,450oC에서 실시하였다.

Inconel 713C 합금[10-12] 규격과 진공으로 주조한 합금의

화학성분 분석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2.2 시험편 제작 및 열처리

진공상태에서 용해된 합금을 내화물 주형이 가열된 상태로

진공상태에서 주입하여 heat charge lot별로 주조시편을 제작

하였다. 진공주조된 합금의 탕구계가 부착된 주조시편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인장시험편은 ASTM A370-15와 E21-09,

충격 시험편은 ASTM A370-15의 각각 시험규격(Fig. 3)에

맞게 절삭하여 가공하였다.

진공주조된 시편의 열처리는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단 진공열처리[13,14] 공정을 거쳐 시행하였다. 먼저 시험

편을 진공 열처리로에 장입한 후 온도를 승온하여 550oC에

서 30분 유지한 다음, 850oC까지 승온하여 2시간 유지하고,

다시 1,030oC로 승온하여 2시간 유지 후 질소가스로 급냉시

킨 다음, 800oC에서 16시간 동안 뜨임 처리(tempering)한

후 공랭하였다.

2.3 미세조직 관찰

진공주조된 시료에 대한 주방 상태의 조직과 용체화 및 시

Fig. 1. Photograph of vacuum melting and vacuum pouring furnace
used study for Inconel 713C Ni-base superalloy.

Table 1. Specification of chemical composition of Inconel 713C alloy. 

Alloy (wt.%) C Cr Mo Nb Al Ti B Zr Ni

Spec. 0.08~0.02 12.00~14.00 3.80~5.20 1.80~2.80 5.50~6.50 0.50~1.00 0.005~0.015 0.05~0.15 Bal.

Results 0.15 13.91 4.92 2.01 5.89 0.78 0.010 0.072 Bal.

Fig. 2. Test specimens of vacuum investment casting for Inconel
713C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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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처리 열처리한 상태의 미세조직을 금속현미경과 주사전자현

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로 관찰하였으며,

기지조직과 정출물 또는 석출물에 대해 그 구성 성분을

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로 분석하였다.

금속현미경 시료 관찰 시 시험편 준비는 ASTM E3에 의거,

금속조직시험은 ASTM E407 에칭번호 94에 의거 관찰하였

다. 또한 상온 및 850oC 고온인장 후 발생한 파면 형태에

대하여 SEM으로 관찰하였다.

2.4 기계적 성질 시험

Inconel 713C 모재에 대한 기계적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총 4회 heat charge lot별로 가공된 인장시험과 충격시험 및

경도시험을 각각 실시하였다. 인장시험은 용체화 및 시효처리

열처리 완료된 시편을 이용하여 상온인장(25oC)은 ASTM

A370-15, 고온인장(850oC)은 ASTM E21-09에 의거 수행하

였다. 경도시험은 ASTM E92-17에 의거하여 주방(as-cast)

상태와 용체화 및 시효 열처리한 상태에서 비커스(HV) 경도

기로 측정하였다. 충격시험은 열처리 완료된 시편을 이용하여

ASTM A370-15에 의거하여 상온(25oC)과 저온(-196oC) 충

격시험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heat charge lot별로 시편을 각

각 3개씩 각각 3회 시험하여 측정하여 평균치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미세조직 관찰

진공용해 주조한 Inconel 713C Ni기 초합금 정밀주조 시

편에 대하여 주방(as-cast) 상태와 용체화 및 시효처리 진공

열처리한 금속 조직을 금속현미경과 SEM-EDS로 관찰하였

다. Fig. 5는 정밀주조 진공재 시험편에 대한 주방 상태와

열처리 후의 금속 조직을 금속현미경으로 20배, 50배 및

Fig. 3. Dimension drawing of test specimens. (a) room temp.(25oC) and (b) high temp.(850oC) for tensile test, (c) impact test 

Fig. 4. Vacuum heat treatment cycle of Inconel 713C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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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배로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주방 상태의 금속현

미경 미세조직은 전형적인 주조조직의 dendrite 조직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 기지조직은 γ상, 즉 오스테나이트상 조직으로

관찰되고 결정립계에 검은 색으로 나타난 MC탄화물이 망상

형태로 분포되어 잘 관찰된다[15-17]. 주방조직 500배 배율

에서는 γ상 기지 조직에 흰색의 γ '상 정출물들이 독립된 형

상으로 관찰된다. 열처리한 저배율 금속현미경 조직에서도 기

지조직은 γ상이며, dendrite 조직이 잘 관찰되고 있다. 또한

흰색 결정으로 관찰되는 Ni3(Al,Ti)의 γ '상 정출물들이 기지

조직에 분포된 것이 관찰된다. 결정경계에 (Nb,Ti)C 조성의

MC형 탄화물이 관찰되며, 200배 현미경 조직에서 부분적으

로 망상 형태의 네트웍을 나타나고 있으며, 주방상태에 편석

되어 군집되어 있던 탄화물들이 열처리 후 현저하게 줄어들

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열처리 과정에서 탄화물 형성원소가

Fig. 5. Optical micrographs of the as-cast and heat treatment conditions for specimens of Inconel 713C alloy, (a) 50x, (b) 200x and (c) 500x
(heat treatment condition: solution treated at 850oC×2h and 1,030oC×2h and N2 gas cooling, and aged at 800oC for 16h and air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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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에 고용되었고 일부는 결정경계에 탄화물로 석출된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열처리 후 500배 현미경 조직 관찰에서는

열처리 영향으로 결정경계에 필름 형태의 MC 탄화물들이

많이 석출된 것이 관찰되고, 일부 탄화물이 결정립계 수직

방향으로 석출된 것이 관찰된다. 이것은 결정립계 미끄럼에

의한 크리프 변형 저항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Fig. 6은 주방상태의 미세조직을 SEM-EDS로 500배로 관

찰한 것이다. (a)의 기지는 화학성분은 중량(wt.)%로 73.60

Ni, 12.57Cr, 6.24Al, 4.62Mo, 1.70Nb, 1.22Ti, 0.045 Fe

로 분석되었다. 기지조직은 γ상 조직으로 Ni 기지 속에 Al,

Ti, Cr, Fe, Nb, Mo 등이 고용된 것을 보여준다. (b)의 정

출물은 SEM-EDS로 6,000배로 확대하여 분석 결과 Nb

rich carbide로 분석되었다. (c)은 기지 조직 내에 탄화물이

둘러싸인 큰 응고 석출물을 SEM-EDS로 3,000배로 관찰하

였다. 이 응고 석출물은 EDS 분석 결과 Ni3(Al, Ti, Cr,

Fe, Nb, Mo)로 구성된 γ'상으로 분석되었다.

Fig. 6. SEM-EDS results of the as-cast condition of Inconel 713C, (a) Gamma matrix (γ), (b) MC carbide and (c) Gamma prime (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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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은 Inconel 713C의 용체화 및 시효처리 진공 열처

리한 것을 SEM-EDS로 1,500배로 관찰하였다. 전반적으로

주방 상태에 비교하여 많은 석출물들이 생성한 것이 관찰된

다. 기지를 화학성분 분석한 결과 중량(wt.)%로 72.88 Ni,

13.13Cr, 6.79Mo, 5.85Al, 1.33Ti로 γ상으로 분석되었다. 주

방 상태에서 존재한 화학성분 중에서 열처리 과정에서 일부

원소는 탄화물로 결합되거나, γ상 기지 속에 고용되었고, 일

부는 γ'상으로 석출, 또는 편석된 것으로 보인다. 기지조직을

SEM-EDS로 30,000배로 확대하여 분석한 것을 나타낸 것으

로 회색 바탕의 기지조직에 표시①의 화학성분은 중량(wt.)%

로 71.07Ni, 17.79Cr, 3.52Al, 2.56Nb, 3.31C, 0.46Ti로 γ

상으로 분석되었고, 검은 색으로 나타난 석출물인 ②는 제 2

상의 γ'상으로 크기가 0.2~2μm로 많은 석출물들이 관찰되었

고, 이들의 화학성분은 중량(wt.)%로 72.29Ni, 11.91Cr,

5.23Al, 6.06Nb, 3.32C, 1.19Ti로 분석되었다[18]. 이것은

용체화 및 시효처리 열처리에 의해 고용 강화된 γ상 기지와

Fig. 7. SEM-EDS results of Inconel 713C alloy, Gamma matrix (γ), ① γ and ② γ' (heat treatment condition: solution treated at 850oC×2h and
1,030oC×2h and N2 gas cooling, and aged at 800oC for 16h and air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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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출된 탄화물, 그리고 γ'상과 대량으로 생성된 제 2상 γ'상

미소 석출물들이 기지 내 부피 분율(volume fraction)을 높

여서 인장강도와 경도 값 증가 및 충격치 향상에 기여한 것

으로 사료된다.

3.2 기계적 특성 평가

3.2.1 인장시험 결과

진공정밀 주조한 Inconel 713C의 시편을 규격에 맞게 기

계가공한 시편을 용체화 및 시효처리 열처리하여 총 4개의

heat charge lot별로 상온(25oC)과 고온(850oC)에서 인장시험

하였다. Fig. 9의 상온과 고온 인장시험 결과에서 heat

charge lot 평균치의 인장강도(MPa)와 항복강도가 각각 상온

에서는 802MPa와 748MPa, 고온에서는 758MPa와 689MPa

측정되었으며, 항복강도/인장강도 비가 상온은 93%, 고온은

90%로 나타났다. 연신율은 각 heat charge lot별로 평균치가

상온은 6.5%, 고온은 9.25%였고, 단면수축율은 상온에서

7.5% 그리고 고온에서는 12.75%로 측정되었다.

특히 상온 인장시험과 고온 인장시험 결과를 비교하면 최

대 인장강도 값이 평균 6% 감소, 항복강도는 약 8% 감소

하여 고온에서도 강도가 크게 저하하지 않았다. 반면, 고온

인장 시험 결과 연신율 약 42%, 단면수축률은 약 70% 상

온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MS 5391

규격의 713C에서 제시된 물성치보다 모두 상회하였다[5,6].

고온강도가 상온에 비하여 크게 저하하지 않고, 고온에서 연

신율의 증가는 상온에 비하여 재료에 대한 열피로 강도의

증대와 notch 발생으로 인한 파괴 현상도 감소하게 될 것

이다.

3.2.2 경도 및 충격시험 결과

Fig. 11은 진공주조된 시편에 대해 주방 상태와 열처리한

시편의 비커스 경도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주방 상태의

시편의 평균 경도가 328Hv인 반면, 열처리한 시편의 경도는

평균 389Hv로 약 18.8% 증가하였다. Fig. 12의 heat charge

lot별로 상온(25oC) 충격시험과 저온(-196oC) 상태에서 샤르

피 충격시험한 결과를 평균치로 나타내었다. 상온 충격치가

6.06Joule, 저온충격치가 6.1Joule으로 거의 동일하며 온도

Fig. 10. Hardness of the as-cast and heat treatment conditions for Inconel
713C alloy (heat treatment condition: solution treated at
850oC×2h and 1,030oC×2h and N2 gas cooling, and aged at
800oC for 16h and air cooling).

Fig. 11. Impact test results at room temp. (25oC) and low temp. (-196oC)
for Inconel 713C alloy (heat treatment condition: solution
treated at 850oC×2h and 1,030oC×2h and N2 gas cooling, and
aged at 800oC for 16h and air cooling).

Fig. 9. Tensile test results of elongation and reduction area at room
temp. (25oC) and high temp. (850oC) for Inconel 713C alloy
(heat treatment condition: solution treated at 850oC×2h and
1,030oC×2h and N2 gas cooling, and aged at 800oC for 16h
and air cooling).

Fig. 8. Tensile test results of strength at room temp.(25oC) and high
temp. (850oC) for Inconel 713C alloy (heat treatment
condition: solution treated at 850oC×2h and 1,030oC×2h and
N2 gas cooling, and aged at 800oC for 16h and air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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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에 따른 충격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

상 저온에서 충격치가 현저하게 낮아지며, 일반 강(steel)의

경우 -78oC에서 저온 충격치가 거의 0으로 나타난 것과 비

교하면 Inconel 713C 합금은 -196oC 저온에서도 충격에너지

흡수성이 아주 양호한 것으로 보여 고온강도와 더불어 저온

충격치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 수 있다.

3.2.3 인장시험편 파면 관찰

열처리 공정에 따라 완료된 시편에 대하여 상온 인장시험

(25oC)과 고온 인장시험(850oC)한 시편의 파면을 SEM으로

관찰하였다. Fig. 12에서 A,(a),(b)는 각각 34배, 1,500배 및

30,000배의 상온 인장 시험한 파면의 조직사진 나타내었고,

Fig. 12의 B,(c),(d)는 각각 각각 34배, 1,500배 및 30,000

Fig. 12. SEM tensile rupture photos. A,(a),(b) at room tem.(25oC), and B,(c),(d) at high tem.(850oC), for Inconel 713C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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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고온(850oC) 인장 시험한 파면의 SEM 조직사진을 나

타내었다. 상온인장 시험편의 SEM 조직 파면은 dendrite에

따라 입계파괴(intergranular fracture)이 발생하였고, 파면이

약간 거칠고 취성파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파면 내부

에는 상당량의 dimple이 관찰되어 취성과 연성파괴의 혼합된

형태로 관찰된다. 고온인장 시험편의 SEM 조직 파면 관찰에

서 dendrite 조직과 같은 방향으로 파단이 발생하였으며, 파

면의 형상이 부드럽고 많은 양의 dimple이 보인다. 또한 표

시된 B의 구역을 (d)의 30,000배 배율로 확대하여 관찰한

사진에서 dimple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음이 관찰되며, 탄화

물이나 석출물들이 빠져나간 미소 공동들(micro cavities)이

관찰됨으로써 전형적인 연성파괴(ductile fracture)형태로 판단

된다[7,19,20].

4. 결 론

진공 정밀주조한 Inconel 713C Ni기 초합금의 주조조직과

열처리를 통한 미세조직 변화와 기계적 성질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광학 현미경 관찰과 SEM-EDS 분석에서 열처리에 의

해 변화된 주조조직은 dendrite 조직이 부드럽게 되었고, 결

정경계에 따라 성장, 석출된 탄화물과, γ'상과 독립된 MC

탄화물이 기지에 분포되었으며, 특히 고용 강화된 γ 기지에

미세한 제2 γ' 상들이 대량으로 생성된 것이 관찰되었다.

2) 열처리한 고온인장시험의 인장강도 값이 상온에 비해서

크게 저하하지 않았으며, 연신율과 단면수축률은 상온보다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열처리한 시편의 경도 값이 주방 상태보다 높았으며,

상온(25oC)과 -196oC 저온 충격시험에서 평균 충격치 값은

거의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4) SEM 조직 파면의 관찰에서 상온 인장시험한 파면은

취성과 연성파괴의 혼합된 형태로 관찰되며, 850oC의 고온인

장한 파면은 전형적인 연성파괴 형태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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