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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결정 니켈기 초내열 합금 CM247LC의 온도에 따른 
인장특성 변화

최백규 †
·  김인수 ·  도정현 ·  정중은 ·  석우영 ·  이유화

재료연구소 고온재료연구센터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Tensile Properties in 
Conventionally Cast Ni-based Superalloy CM247LC

Baig-Gyu Choi†, In Soo Kim, Jeonghyeon Do, Joong Eun Jung, Woo-Young Seok, Yu-Hwa Lee 

High Temperature Materials Center, 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Changwon 51508, Korea

Abstract 

Microstructural evolution during a heat treatment and high-temperature tensile properties have been investigated in conven-
tionally cast CM247LC. In as-cast specimens, MC carbides with high amounts of Ta, Ti, Hf, and W were found to exist in the
interdendritic regions, and γ' was observed in the form of cubes and octocubes prior to decomposition into cubes. In the heat-treated
condition, some portion of eutectic γ-γ' remained, and uniform cubic γ' was observed in both interdendritic regions and dendrite
core. Three types of carbides with different stoichiometries and compositions were found at the grain boundaries. MC carbides with
high Hf contents were observed in the vicinity of eutectic γ-γ'. The highest tensile strength value was found at 750oC, whereas the
greatest ductility appeared at 649oC. The effect of the temperature on the tensile properties was closely related to the dislocation
structure. With increase in the test temperature, the density of dislocations inside γ' decreased, whereas that in the γ matrix
increased. Stacking faults generated in γ' at 750oC had a strengthening effect, whereas thermally activated dislocation motion at a
high temperature was considered to have the opposit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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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단련용(wrought) 초내열합금들이 초기 가스터빈 엔진에 사

용된 이후 1950년대 정밀주조 기술이 도입되면서 터빈 블레

이드의 내부 냉각유로 구현이 가능해져 터빈 작동온도가 상

승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가공공정에 대한 제한에서 벗

어나 초내열합금의 조성이 다양해 질 수 있었고 많은 주조용

초내열합금들이 개발되어 왔다[1,2]

니켈기 초내열합금 중 CM247LC는 Cannon-Muskegon에서

Mar-M247 합금을 일방향 응고(DS, Directional Solidification)

공정에 적합하도록 조성을 조절한 합금이다. Mar-M247은

1970년대 초 Martin Metals Corporation에서 개발되었는데

γ' 부피분율이 약 62%, 내화원소(Ta + W + Mo) 함량이 약

13.7%로 우수한 크리프 특성, 주조성, 그리고 내산화성을 가

진 합금이다[3,4]. Pratt&Whitney에서 크리프 특성, 열피로

저항성, 연성 등을 개선시키기 위해 DS 공정을 개발한 후

애초 다결정용으로 개발되었던 Mar-M247 합금을 DS로 제

조하기도 하였지만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조 중 입계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개선하고 탄화물의

미세조직과 안정성 및 연성을 향상시킨 합금이 CM247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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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주조공정 중의 입계균열 생성을 막기 위해 Zr과 Ti

함량을 낮추고 Si과 S 등의 분순물의 최소함량을 낮추었다.

또한 C 함량을 조절하여 상온에서 중온영역까지의 온도범위

에서 연성을 개선하였으며 W 함량을 조절하여 판상으로 생

성되는 M6C 양을 감소시켰다[4]. 이 합금은 당초 DS 용으

로 개발되었지만 우수한 특성 때문에 다결정으로 주조되어

일체형 터빈로터(integral turbine rotor) 등에 적용되기도 한

다[5,6].

한편, 대부분의 주조용 니켈기 초내열합금은 주조 시 수지

상 형태로 응고되고 조대한 γ/γ' 공정조직을 가지며 편석에

의하여 수지상 내부와 공정조직내의 γ' 고용 온도와 기지의

용융온도 등이 달라진다. 초내열합금 대부분이 주조 후 열처

리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열처리 조건에 따라 γ'의 크기 및

분포와 γ/γ' 공정조직의 부피분율이 변하게 되어 기계적 특성

에 큰 영향을 미친다[5,7,8]. 단결정 합금의 경우는 B, C,

Zr 등 입계강화 원소를 제거하여 국부 용융 온도를 크게 증

가시켰기 때문에 공정조직의 조대한 γ'까지 고용이 가능하지

만[9] 다결정 합금들의 경우 국부용융 온도가 낮아 γ/γ' 공정

조직을 완전 고용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다결정 합금의 열처리 방법은 국부용융이 생성되

지 않은 범위에서 얼마나 많은 공정조직을 고용시킬 것인지

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조직을 많이 고용시킬수록 재료 전체

의 미세조직이 균질해지고 미세한 γ'의 부피분율이 증가하여

강도가 향상되거나 크리프 변형속도가 감소하는 장점이 있지

만 연신율이 감소하고 특정 조건에서는 크리프 수명도 감소

하게 된다[7]. 또한 열처리 온도가 높으면 좀 더 높은 사양

의 열처리로가 필요하고 열처리 비용도 증가하는 문제가 발

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조된 다결정 CM247LC에서 일부

공정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균질화하여 미세한 γ '을

분포시키기 위해 최종온도를 1,251oC로 하였고 최종 온도

도달 전에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유지하여 주조 중 발생한

편석을 완화시켜 승온 중의 국부용융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

기 위한 다단 용체화처리를 적용하였다. 이렇게 열처리 된

다결정 CM247LC에서 열처리로 인한 미세조직 변화와 열

처리 후 시편의 온도에 따른 인장특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

자 하였다.

2. 실험방법

니켈기 초내열합금 CM247LC의 일반적인 조성을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시편은 진공정밀주조법을 이용하여 다결정 봉

상형태로 주조한 후 진공 상태에서 용체화처리와 시효처리로

구성된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열처리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온도와 같이 표시된 시간은 해당온도에서의 유지시간을 의미

한다.

-용체화처리: 1,221oC/2시간 + 1,232oC/2시간 + 1,243oC/2시

간 + 1,251oC/2시간

-시효처리: 1,080oC/4시간 + 871oC/20시간

열처리는 자체 제작한 진공로를 사용하여 진공분위기에서

수행하였으며 열처리 중 진공도는 약 1×10−3 mbar이었다.

용체화처리 중 승온속도는 1,221oC까지는 360oC/시간이었

으며 이후는 60oC/시간이었다. 용체화처리 후에는 Ar 가스

를 활용하여 GFC (Gas Fan Cooling)하였다. 시효처리의

경우 승온속도는 360oC/시간이었으며 시효처리 후 공냉하

였다.

열처리 전의 주조상태와 열처리 후의 시편에 대하여 미세

조직을 관찰하여 열처리 동안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각각의

시편을 연마 후 γ'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33% 증류수 +

33% 아세트산(acetic acid) + 33% 질산(nitric acid) + 1% 불

산(hydrofluoric acid)을 혼합한 용액으로 부식시키거나 크롬

산 용액(2 g CrO3 + 50 mL distilled water)을 이용하여 전

해 에칭하였으며 탄화물 관찰 시에는 Kalling's II (2 g

CuCl2 + 40 mL HCl + 80 mL Ethanol)액으로 부식시켰다. 미

세조직 관찰은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JEOL, JSM-5800)을 사용하였으며

탄화물 등 석출물의 조성 분석은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를 이용하였다

다결정 CM247LC 시편을 열처리한 후 상온(25oC), 649oC,

750oC, 850oC에서 인장실험을 수행하였다. 상온 인장실험은

10 ton 용량의 만능인장시험기(INSTRON 5982)에 게이지 길

이 25 mm인 신율계(strain gauge)를 장착하고 0.025 mm/sec

의 속도로 crosshead를 이동시켜 수행하였다. 고온 인장실험은

가열장치가 부탁된 5 ton 용량의 만능인장시험기(INSTRON

5881)에 게이지 길이 25 mm인 신율계를 장착하고 0.125

mm/min의 속도로 인장시킨 후 항복강도를 지난 1.5~2.0%

연신 후 신율계를 제거하고 1.25 mm/min의 속도로 인장 실

험을 하였다.

인장 실험 후 파단양상 관찰을 위해 파단면을 SEM으

로 관찰하였으며 변형기구 고찰을 위한 전위조직 관찰은

투과전자현미경(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

JEOL, JEM-2100F)을 사용하였다. TEM 관찰을 위한 시편

은 인장 실험 후의 시편을 응력축에 평행하게 절단 후 직경

3 mm의 시편을 채취하여 기계적 연마한 다음 에탄올과

10% 퍼클로릭산(perchloric acid)과 7% 글리세린(glycerin)을

섞은 용액을 사용하여 -20oC에서 40 mA의 전류로 전해 연

마하였다.

Table 1. Nominal composition of CM247LC

Alloy Cr Co Mo W Al Ti Ta Hf C B Zr Ni

CM247LC 8.1 9.2 0.5 9.5 5.6 0.7 3.2 1.4 0.07 0.015 0.007 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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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미세조직

주조상태 다결정 CM247LC 시편의 미세조직 관찰을 수

행하였으며 Fig. 1에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미세조직을 나

타내었다. 단면 전체로는 가장자리에서 중앙부로 주상정

(columnar) 형태의 주조조직을 나타내었으며 초내열합금의 전

형적인 주조조직인 수지상(dendrite) 형태로 응고된 것을 볼

수 있다. Fig. 2는 주조상태 CM247LC 시편의 미세조직을

SEM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수지상간 영역을 중심으로 문자형

(scriptal type) 탄화물들이 관찰되고 있으며 Fig. 2(d)에 나

타낸 바와 같이 γ'의 경우 육면체인 것과 육면체로 분해되기

전의 octocube 형태, 수지상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γ'이

관찰되고 있다. 입내에서 관찰되는 탄화물의 조성을 EDS로

분석한 결과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Ta의 함량이 높고

Ti, Hf, W이 함유된 MC형 탄화물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열처리 후 미세조직을 SEM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열처

리 전 시편과 비교하여 Fig. 4와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4는 열처리 전 후의 공정조직 부근과 수지상 내부와 수지상

간(interdendritic) 영역에서의 γ' 분포의 변화를 보여준다. 열

Fig. 1. Optical micrograph showing (a) as-cast microstructure of conventional cast CM247LC, (b) high magnification image of (a).

Fig. 2. SEM micrographs showing (a) as-cast microstructure of conventional cast CM247LC (b) γ-γ' eutectic, (c) scriptal type carbide, (d) 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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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전인 Fig. 4(a)와 열처리 후인 Fig. 4(d)를 비교해 보면

열처리 전에는 상대적으로 조대한 γ'이 존재하는 수지상간 영

역이 관찰되지만 열처리 후에는 공정조직을 제외한 수지상간

영역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이는 Fig. 4(b), (c)와 Fig.

4(e), (f)의 γ' 비교에서도 나타나는데 수지상 내부에서는 열

처리 후 크기는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octocube의 흔적이

없어지고 대부분 육면체의 γ' 모양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4(c)에서와 같이 열처리 전에 조대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γ'이 수지상간 영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반해 열처리

후에는 공정조직내의 조대한 γ'을 제외하면 위치에 관계없이

γ'의 크기 및 분포가 유사해져 열처리를 통해 미세조직이 균

질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에서는 열처리 전과 후의 탄화물 분포를 비교할 수

있다. 열처리 후 탄화물이 분해되어 작은 크기의 탄화물들이

많이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고(Fig. 5(d)) Fig. 5(e)와 (f)

에서와 같이 입계의 미세한 탄화물 밀도와 크기가 증가하며

공정조직 부근에서는 새로운 탄화물이 석출되는 것이 관찰된

다. Fig. 6은 열처리 후 CM247LC에서 결정립계의 탄화물

들을 EDS로 분석한 결과이다. 결정립계에서는 서로 다른

조성을 갖는 세 종류의 탄화물이 관찰된다. Cr 함량이 상대

적으로 높은 탄화물은 Cr-rich M23C6 탄화물이고 W 함량

이 높은 탄화물은 M6C 탄화물, 그리고 Hf과 Ta 함량이

Fig. 3. Weight percent of elements in scriptal type of carbides analyzed by EDS in as-cast CM247LC. 

Fig. 4. SEM micrographs showing (a) the region near γ-γ' eutectic, (b) γ' at dendrite core and (c) γ' at interdendritic region of as-cast specimen,

(d) the region near γ-γ' eutectic, (e) γ' at dendrite core and (f) γ' at interdendritic region of heat treate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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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탄화물은 MC 탄화물인 것으로 판단된다. 초내열합금

에서 MC 탄화물은 주로 주조공정 시 생성되며 합금의 탄

소원자 공급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10]. 열처리나 고온에서

사용 중 MC 탄화물은 분해반응에 의해 M23C6나 M6C 와

같은 2차 탄화물이 생성되도록 탄소원자를 공급한다. M23C6

의 M 자리는 주로 Cr이 차지하며 일부 W이나 Mo가 치

환되고 M6C의 M 자리에는 Mo나 W이 주로 자리하기 때

문에 Mo이나 W의 함량이 높은 초내열합금에서 M6C 탄화

물의 생성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초내열합금 중

에는 B1900이나 Mar-M200, Mar-M246 Mar-M247 등의

합금들이 CM247LC와 마찬가지로 W이나 Mo 등의 함량이

높아 M6C가 생성되는 합금으로 M23C6와 M6C가 동시에 석

출한다[11,12].

한편, 열처리 후 공정조직 부근에 생성된 탄화물에 대한

EDS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Fig. 7에 의하면 분해된 MC 탄

화물과 석출된 MC 탄화물 모두 Hf 함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내열합금의 응고과정에서 W 등의 고

용강화 원소는 수지상 내부에 편석되지만 Hf의 경우 수지상

간 영역에 편석되게 되어 공정조직 부근에는 많은 함량의

Hf이 존재한다[9]. 따라서 이 영역에서 관찰되는 MC 탄화물

의 Hf 함량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열처리 후 공정조직 부근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높은 Hf

Fig. 5. SEM micrographs showing (a) carbide distribution, (b) carbides on grain boudnary and (c) carbides γ' near γ-γ' eutectic of as-cast

specimen, (d) carbide distribution, (e) carbides on grain boudnary and (f) carbides γ' near γ-γ' eutectic of heat treated specimen.

Fig. 6. Carbides on grain boundary in heat treated CM247LC and weight percent of elements in carbides analyzed by 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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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의 MC 탄화물은 불규칙한 모양을 갖는 주조 시의 탄화

물과는 달리 2차원적으로 사각형 모양으로 석출됨으로 기지

와 결정학적 계면을 갖는 것으로 관찰된다. 초내열합금에서

생성되는 MC 탄화물의 경우 Hf 함량이 높을수록 특정 모

양의 괴상형태로 탄화물이 생성되는데 Hf가 다른 MC 탄화

물 생성원소인 W, Ta, Ti 등 보다 원자반경이 크고 이로

인해 MC 탄화물의 격자상수가 증가하여 기지와의 계면에너

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8].

3.2 인장 특성

CM247LC의 인장 특성을 고찰해 보기 위해 주조상태의

시편과 열처리가 완료된 시편으로 인장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2에 항복강도(YS), 인장강도(UTS), 연신율(Elong.) 및

단면 수축율(RA) 값들을 기록하였으며 Fig. 8에 주조상태

시편과 열처리 후 시편의 상온과 649oC에서의 인장곡선을

나타내었다. 표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상온과 고온인장

(649oC) 실험 모두에서 열처리를 통해서 강도, 특히 항복강

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열처리 후 강도의 증가

는 앞 절의 Fig. 4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열처리를 통해 주

강화상인 γ'이 수지상간 영역을 포함하여 미세하고 균일하게

분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열처리 후 다결정 CM247LC의 온도에 따른 인장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750oC와 850oC에서도 인장실험을 수행하

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2와 Fig. 9에서 보여주고 있다.

항복강도는 상온에서 제일 높았으며 649oC에서 약간 감소

하였다가 750oC에서 다시 높아진 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장강도의 경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여

750oC에서 제일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으며 이 후 다시 감소

하였다. 연신율과 단면수축률의 경우 상온에 비해 649oC에서

높은 연성을 나타내다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연신율

과 단면수축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온도가 높은 850oC

에서 오히려 연신율과 단면수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장실험으로 얻은 응력-변형량 곡선은 Fig. 10과 같다.

Fig. 10에서 750oC 이상의 온도의 경우 나타나는 곡선 모양

의 변화는 인장실험 시 변형속도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그림에서 항복강도 측정 후 변형속도를 변화시킨 지점을 점

선으로 표시하였는데 고온 인장 실험 결과 중 649oC의 경우

Fig. 7. Carbides near γ-γ' eutectic in heat treated CM247LC and weight percent of elements in carbides analyzed by EDS. 

Fig. 8. Tensile stress-strain curves of CM247LC 

Table 2. Results of tensile tests in CM247LC

Specimen
Temp.
 (oC)

YS 
(MPa)

UTS 
(MPa)

Elong. 
(%)

RA 
(%)

As-cast
25 889 939 3 8.1

649 851 1003 7.2 13.5

Heat 
treated

25 940 992 5 12

25 948 1006 5.7 9.2

649 892 1006 6.4 16.1

649 895 1020 8.2 14.9

750 935 1101 7.2 12.8

750 938 1072 5.2 13.4

850 695 915 4.1 9.44

850 696 936 5.2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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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곡선 모양의 변화가 거의 없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변형속

도 변화 시 곡선의 모양이 크게 변하는 것은 볼 수 있다.

이것은 강도가 변형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변형속도 민감도

(strain rate sensitivity)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온인장의 경우 항복강도와 인장강

도의 차이가 적고 온도가 증가할수록 가공경화가 더 심화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처리된 다결정 CM247LC에 대하여 인장실험 후 파면을

SEM으로 관찰하여 Fig. 11에 나타내었다. 649oC 이상의 고

온에서는 온도에 관계없이 파면에서 수지상 모양이 관찰되며

수지상간 영역 파단 및 결정입계 파단이 혼합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649oC 이상의 고온에서는 Fig. 11(f)~(h)에서와

같이 저배율 및 고배율 사진 모두에서 온도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관찰하기 어려웠다. 한편, 상온 인장 파면에서는 수지

상간 파단의 양상도 보이지만 Fig. 11(e)에서 보이는 것처럼

특정한 면을 따라 파단이 발생하는 벽개파단의 입내 파단 양

상이 다른 온도에서 실험한 인장 파면에서 비해 더 자주 관

찰된다. 따라서 649oC 인장실험에서 상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성을 나타내는 것은 이러한 파단양상의 변화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649oC 이상의 온도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성이 감소하는 것은 파단양상만으로

는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Fig. 12의 인장실험 후 응력축에 평행하게 절단된

면들을 SEM으로 관찰한 결과를 보면 상온 뿐 아니라 연신

율이 가장 높은 649oC, 온도가 가장 높은 850oC에서도 모

두 균열이 생성된 탄화물이 관찰된다. 이는 기지에 비해 상

대적으로 연성이 낮고 γ' 보다는 조대한 탄화물이 인장변형

도중 파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탄화물의 양이 주강화상

인 γ'에 비해 적고 Fig. 11의 파면에서 탄화물들이 많이 관

찰되지는 않기 때문에 탄화물이 CM247LC의 온도별 파단

특성에 큰 차이를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결정 CM247LC의 온도에 따른 인장특성의 변화를 변형

기구 측면에서 고찰해 보기 위하여 인장 실험한 시편을

TEM으로 관찰하였으며 각 온도에 따른 전위구조를 Fig. 13

에서 보여주고 있다. 상온에서 인장실험한 경우 Fig. 13(a)에

서와 같이 γ 채널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γ 채널이 더 뚜렷이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γ 채널에 많은 전위들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변형이

기지에 더 집중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초내열합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γ 기지에서 변형이 시작된다 [13].

이러한 변형으로 인해 전위들이 γ 채널 내부나 γ/γ' 계면에

축적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해 응력 집중된 부

위에서 우선적으로 전위가 γ'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상온 인장실험 후에는 Fig. 13(a)와 (e)에서 볼 수 있듯이

직선형태의 많은 전위들이 관찰되며 이것은 전위가 γ 채널과

γ'을 자르고(cutting) 지나가면서 변형이 생성됨을 의미한다.

Fig. 9. Results of tensile tests in heat treated CM247LC. (a) Strengths, (b) elongation and reduction of area. 

Fig. 10. Stress-strain curves of heat treated CM247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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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 인장의 경우 전위가 γ'로 진입하는데 충분한 응력이 가

해진다면 열적 활성화 과정이 배제되므로 일반적인 FCC의

슬립계(slip system)인 a/2<110>{111}에서 Schmidt factor가

높은 일부 슬립 시스템에서 전위가 주로 움직인다. 전위들이

γ 기지와 γ' 내에서 특별한 상호작용 없이 이동과 변형이 가

능해지기 때문에 Fig. 10의 인장곡선에서 볼 수 있듯이 가공

경화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γ 기지의

강도가 감소하고 기지에서의 변형이 증가하여 기지내부와 γ/

γ' 계면에 많은 전위들이 관찰된다. 전위밀도의 증가로 인하여

전위끼리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변형이 증가하면서

강도가 증가하는 가공경화가 더 잘 발생하게 된다.

649oC에서는 Fig. 13(b)와 (f) 일부 γ 채널내에서 전위가

관찰되고 γ' 내부에서는 초전위(superdislocation)들이 관찰된

다. 이 온도에서는 상온 인장실험 결과와는 다르게 여러 슬

립면에서의 전위들이 관찰되며 이들 전위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공경화가 발생한다. 초내열합금이 고온에서도 높은 강도를

유지하는 것은 γ' 강도의 역온도 의존성과 관련이 있다. 규

칙격자인 L12구조의 γ' 상 내부로 버거스 벡터(Burgers

vector)가 a/2<110>인 전위가 이동하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

인 역위상 경계(APB, Anti-Phase Boundary)가 생성된다.

이 때 {100} 면의 APB 에너지가 {111} 보다 낮기 때문에

전위가 {111}면에서 {100} 면으로 교차슬립(cross slip)을

하게 되어 움직임이 어려워지는 Kear-Wilsdorf lock을 형성

하여 강도가 증가한다[14]. 따라서 649oC에서 항복강도는 상

온에 비해 낮지만 여러 슬립면에서의 전위의 상호작용에 의

한 가공경화의 증가로 인장강도는 더 커지게 된다.

750oC에서 인장실험 하는 경우는 Fig. 13(c)와 (g)에서와

같이 γ' 내부에서 많은 적층결함(SF, stacking fault)이 관

Fig. 11. Fracture surfaces of tensile tested specimens, (a) RT (25oC), (b) 649oC, (c) 750oC, (d) 850oC, (e) high magnification image of (a), (f)

high magnification image of (b), (g) high magnification image of (c), (h) high magnification image of (d).

Fig. 12. SEM micrographs showing cracked MC carbides on the face cut parallel to the loading axis after tensile tests at (a) RT (25oC), (b)

649oC, (c) 85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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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된다. 초내열합금에서 초격자인 γ' 내부의 전위는 초전위

의 형태로 역위상경계뿐 아니라 CSF (Complex Stacking

Fault), SISF (Super Intrinsic Stacking Fault), SESF (Super

Extrinsic Stacking Fault) 등 다양한 형태의 적층결함을 형

성할 수 있다[2,15]. γ'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부분전위와 결

함을 형성할지는 온도와 γ' 조성에 의존한다. γ' 형성원소인

Ti, Ta 등은 γ' 의 역위상경계 에너지와 적층결함 에너지에

영향을 미친다[16,17]. 또한 온도 증가에 따라서도 이들 에너

지가 변화하는데[17-20] 온도 의존성의 차이로 고온 영역에

서는 적층결함이 잘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1]. 본 연구에서 다결정 CM247LC의 경우는 750oC 부근

에서 적층결함이 생성되었으며 더 고온인 850oC에서는 관찰

되지 않았다. γ' 내부에 적층결함이 잘 생성되는 조건에서는

전위가 γ' 내부로 진입할 때 적층결함이 생성되며 이는 전위

의 원활한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750oC에서의 강도향상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3(d)와 (h)에서와 같이 850oC에서는 γ' 내부의 전위

가 많이 관찰되지 않고 γ 채널 내부에 전위들이 관찰 된다.

이것은 이 온도에서는 γ 채널에서의 변형이 전체 변형을 주

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γ/γ' 계면에 축적된 전위로 인

해 생성되는 응력이 γ' 내부로 전위가 진입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고온인

850oC에서는 동일한 슬립계의 전위들이 계면에 집적되어 응

력 집중을 상승시키기 보다는 전위상승(climb)과 같은 열적활

성화 기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응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 10의 인장곡선에서

이 온도의 변형속도 민감도가 큰 것도 변형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이 필요한 열적 활성화 기구로 인한 응력완화 효과가 줄

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49oC 이상에서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성이 감소하였으나 Fig. 11의 파면에서는

온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인장실험 후의 TEM

관찰결과에서는 온도에 따른 변화가 나타났는데 649oC 에서

는 γ' 내부에서도 많은 전위가 관찰되지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변형이 γ 기지 내에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649oC에서는 부피분율이 높은 γ'과 γ 기지가 동시에 변형되

지만 온도가 높아질수록 γ'의 변형은 감소하고 부피분율이

낮은 γ 기지에 변형이 집중되어 미시적으로 불균일한 변형

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낮은 연신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

단된다.

4.결 론

다결정 CM247LC의 다단 용체화처리가 포함된 열처리 적

용 후의 미세조직 변화와 온도에 따른 인장특성을 고찰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주조상태 다결정 CM247LC시편에서는 수지상간 영역을

중심으로 Ta의 함량이 높고 Ti, Hf, W이 함유된 문자형

MC 탄화물들이 관찰되었으며 γ'의 경우 육면체와 육면체로

Fig. 13. TEM micrographs (z=[011]) showing dislocation structure after tensile tests, (a) RT (25oC), (b) 649oC, (c) 750oC, (d) 850oC, (e)

high magnification image of (a), (f) high magnification image of (b), (g) high magnification image of (c), (h) high magnification

image of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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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되기 전의 octocube 형태 등 여러 가지 형상으로 관찰

되었다.

2) 열처리 후 일부 공정조직이 잔류하고 있었으며 수지상

간 영역과 수지상 내부에서 균일한 분포의 육면체 γ'이 관찰

되었다. 결정립계에서는 서로 다른 조성을 갖는 세 종류의

탄화물이 관찰되었고 공정조직 부근에서는 Hf 함량이 높은

MC 탄화물이 관찰되었다.

3) 열처리 후 다결정 CM247LC을 상온과 고온에서 인장

실험 한 결과 항복강도는 상온에서 제일 높았으며 750oC에

서 다시 높아진 후 감소하였다. 인장강도의 경우 750oC에서

제일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으며 연성의 경우 상온에 비해

649oC에서 높은 연성을 나타내다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하였다.

4) 온도에 따른 인장특성 변화를 전위구조 분석을 통해 고

찰하였는데 온도가 상승할수록 γ' 내부의 전위는 감소하고 γ

기지의 전위밀도가 증가하였으며 750oC에서 생성되는 적층결

함은 강도 상승효과를 야기하고 850oC에서의 열적 활성화

과정이 고온에서 강도 감소의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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