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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rectional solidificatio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at 1-300 µm/sec solidification rates in the

single crystal superalloy, CMSX 10. The solid/liquid interface morphology changed from planar to dendritic, and

the dendrite spacing became finer as the solidification rate increased. The pool size of the γ/γ’ eutectic, formed

between dendrites, reduced as the solidification rate increased. The phase formation temperatures, such as the

solidus, liquidus and eutectic, were estimated by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analysis. The

morphology of the γ/γ’ phase, known to be eutectic, showed γ' cells with a γ intercellular network, and this

γ/γ’ was composed of coarse and fine γ/γ’ regions. I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the γ/γ’ phase was a coupled

peritectic .The solidification procedure of the γ/γ’ between dendrites is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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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Ni기 초내열합금은 고온에서 우수한 크리프, 피로, 내

식, 내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온강도가 요구되는 항

공기의 제트 엔진이나 가스터빈 터빈 블레이드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1,2) Ni기 초내열합금은 γ' [Ni3(Al, Ti)] 금

속간 화합물이 γ (Ni) 기지에 석출되면서 석출강화 효과

가 크며, 고온 합금 원소인 Ta, W, Mo, Re 등을 첨가

하여 고용 강화시켜 고온에서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보

여주고 있다. 또한 석출강화 외에 C는 Ti, Ta, Nb, Hf 등

반응성이 높은 고온 합금 원소들과 결합하여 MC형 탄

화물을 입계에 형성시켜 입계 강화를 통하여 크리프 속

도, 파괴수명을 향상시킨다. Ni기 초내열합금의 주 강화

기구인 석출강화 효과를 나타내는 금속간 화합물인 γ'은 이

상항복 현상으로 인해 γ'의 체적비가 클수록 크리프, 피

로, 고온강도 등은 증가하나 고온에서의 성형성이 부족

하게 되어 온도와 응력이 높은 가스터빈의 터빈블레이드

와 베인 같은 고온용 주조합금으로 적용되고 있다.

진공 정밀주조된 초내열합금은 다결정 조직을 가지며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응력에 따라 입계 강도가 저하되

며 이에 따라 응력을 받는 방향과 평행하게 결정을 성

장시키는 일방향응고기술 및 결정입계를 없앤 단결정 기

술이 개발되었다.3-5) 일방향응고된 결정립은 응고방향의 수

직 방향으로는 연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입계연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 Hf을 첨가하여 사용하고 있어 응고 시 응

고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단결정 합금은 결정입계가 없

으므로 입계강화를 위한 원소 첨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Re원소의 첨가로 인한 고온특성 향상의 방향으로 합금

이 개발되고 있다. 단결정 초내열합금은 γ'상의 분율을 높

이기 위해 γ'형성원소인 Al, Ti, Ta 함량을 다량 포함하

고 있으며, 초기 단결정 합금은 Re이 첨가되지 않았으

나, 2세대 단결정이라고 분류되는 CMSX4 급 단결정에

는 Re이 3wt.%, 3세대 단결정인 CMSX10 합금에서는

Re이 6.3wt.% 첨가되어 고온 특성을 향상 시키고 있다.6)

CMSX10 초내열합금은 감마프라임 형성원소와 Re의 첨

가에 따라 공정상으로 알려진 γ/γ' 상의 분율이 25% 이

상 포함하고 있다.7) 고온합금인 Re과 감마프라임 형성

원소를 다량 포함하고 있는 단결정 초내열합금에서 첨가

원소가 γ/γ' 상에 미치는 영향 및 γ/γ' 상의 형성 거동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 γ/γ' 공정 조직이 수

지상사이에서 조대한 γ/γ' 이상에서 미세한 이상으로 응

고가 완료되는지 미세한 이상에서 미세한 이상으로 응고

가 진행 되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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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CMSX 10 단결정 초내열합금에서 응

고속도에 따른 응고조직 변화와 수지상 사이에서 형성되

는 공정조직의 형성 거동, 응고 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CMSX10 초내열합금은 미국

Cannon-Muskegon사에서 용해 제작되었으며 그 합금 조

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일방향응고

장치는 Mo2Si 발열체를 열원으로 하는 로와 로의 아랫

부분에 일방향 냉각을 위한 수냉식 원통형 냉각대 형태

의 수냉 냉각대(cold finger)가 설치된 Bridgman 방식을

기본으로 사용하였다.10) 

잉고트는 일방향응고 로 내에 외경 8 mm, 내경 5 mm

의 알루미나 튜브에 봉상형 시편을 장입하고 진공 후 Ar

가스 분위기 하에서 노의 온도가 1650oC까지 가열한 후

일정한 속도 1~300µm/sec로 일방향응고가 진행되도록 하

였다. 총 약 100 mm 액상중 약 60 mm 거리만큼 일방

향 응고시킨 후 일방향 응고도중 알루미나 튜브를 로 아

래에 설치된 실린더형 수조에 급냉시켜 일방향응고 당시

의 응고계면을 보존하게 하였다.

응고 시 형성되는 상의 상변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시차열량분석(DSC)을 실시하였다. 이 때 사용된 DSC

장비는 NETZSCH DSC 404C 모델을 사용하였고, Ar

가스 분위기하에서 분당 10oC의 승온 및 냉각 속도로 실

험을 실시하였다. 일방향응고 시편은 각각 길이 방향과

길이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연마 한 후, Kalling(2g

CuCl2, 30mL HCl, 70mL ethanol)액으로 에칭한 후 광

학 현미경과 주사 전자 현미경(SEM)을 통해 응고속도에

따른 응고조직을 관찰하였다.

3. 결  과 

1) 응고속도에 따른 응고조직 

응고속도에 따른 응고조직(응고계면형상, 수지상간격, 공

정상의 평균 두께)의 변화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

1에 응고속도에 따른 응고계면 형상, Fig. 2에 일방향응

고 방향의 직각방향의 응고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본 실

험에서 가장 느린 응고속도인 1 µm/s에서는 평면형 계

Table 1. Nominal compositions of the CMSX 10 single crystal superalloy(wt%)

Element Cr Co Al Ti Hf Ta W Mo Nb W Re Ni

CMSX10 2.2 3.2 5.72 0.23 0.04 3.3 8.3 0.39 0.1 5.5 6.3 Bal.

Fig. 1. The solid/liquid interface morphologies with

solidification rates, a)2.5, b) 25, c) 100 µm/s.

Table 2.  Solidification microstructure and solid/liquid interface morphology with solidification rates

V (µm/s) Interface 

morphology

Dendrite 

length(mm)

PDAS,λ1(µm) SDAS,λ2(µm) Eut. thickness(µm)

1 Planar 0 - - -

2.5 Cell/coarse dend. 1.8 165 48 18

5 Dendrite 2.3 219 50 27

25 Fine dendrite 2.9 155 32 22

50 Fine dendrite 3.2 130 25 19

100 Fine dendrite 3.5 111 19 10

200 Fine dendrite 3.7 95 14 9

300 Fine dendrite 3.8 87 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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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가지며, 응고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셀형과 조대한

수지상 응고계면에서부터 미세한 수지상 계면조직을 보

여주었다. 평면형 계면 응고조건은 잘 알려진 조성적과

냉식에 의해 예측될 수 있다.  평면형 계면을 가질 임

계 속도(Vcr)은

  Vcr = GD/ΔTo   (1)

여기서 ΔTo는 평형상태도에서 응고구간, D는 액상에

서 용질의 확산계수, G는 온도구배이다. 온도구배(G)는

다음의 간단한 식으로부터 예측될수 있다.

  G = ΔTf /l  (2)

여기서 ΔTf는 수지상 끝에서 공정상이 형성되는 온도

까지의 온도구간, l은 수지상 끝에서 공정상이 형성될 때

까지의 측정된 길이를 적용할 수 있다.  다음절의 DSC(

시차열량)분석에서 ΔTf는 57oC,  l은 300 µm/s의 응고

속도에서 수지상길이가 가장 길게 측정된 3.8 mm를 적

용하면 온도구배는 15oC/cm로 예상된다. 확산계수는 용

질원소의 평균 확산계수로 3.6 × 10-9m2/s12), 응고구간(Δ

To)은 다음절의 DSC 분석에서 48oC를 적용하면 식(1)에

서 평면형 계면이 형성되는 임계 속도는 1.1µm/s 로 계

산된다. 본 실험에서 평면형 계면이 1µm/s에서 관찰되

었으므로 식(1)에 의한 평면형 계면을 위한 임계 속도의

예측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일차 수지상 간격(PDAS, primary dendrite arm spacing)

은 Fig. 2의 일방향응고 방향의 직각방향에서 관찰하였고,

이차수지상 간격(SDAS, secondary dendrite arm spacing)

은 Fig. 1의 일방향응고 방향에서 측정하였다.  수지상

간격은 응고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수지상 사이

에 γ/γ' 공정조직이 형성되었다(Fig. 3). 공정조직은 Fig.

4과 같이 수지상 사이의 간격이 미세함에 따라 공정상

풀(pool)의 평균 두께도 감소하였다. 

수지상 사이에서 형성되는 γ/γ' 공정상은 수지상의 간

격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수지상 길

이는 응고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빠른 응

고속도 영역에서는 증가치가 한계에 이르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빠른 응고속도에서 수지상 끝은 액상선 온도에

Fig. 2. Dendrite microstructures in the cross section to the growth

direction with solidification rates, a) 25, b) 100, c) 300 µm/s.

Fig. 3. Eutectic microstructures in the cross section to the

growth direction with solidification rates, a) 5, b) 50, c) 100, 

d) 300 µm/s.

Fig. 4.  Dendrite arm spacings and average eutectic thicknesses

with solidificatio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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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함을 알 수 있다. 

응고속도에 따른 일차수지상 간격(λ1)과 이차수지상 간

격(λ2)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13,14)

 λ1 = K1 G-0.5V-0.25     (3)

 λ2 = K2 (GV)-1/3     (4)

여기서 K1과 K2는 1차 및 2차 수지상의 상수이다.

Fig. 4에서 셀과 수지상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2.5 µm/s

응고속도에서의 간격을 제외한 응고속도에 따른 수지상

간격에서 일차수지상 간격은 기울기가 -0.23, 이차수지상

간격의 기울기는 -0.34로 식 (3)과 (4)에 근접함을 보여

주었다. 2.5 µm/s 응고속도에서의 수지상 형상은 조대한

수지상과 셀의 중간형상을 보여주고, 셀의 간격에 근접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과 수지상 간격에서 비슷한 속

도에서 셀의 간격은 수지상 간격에 비해 미세한 간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2) 공정조직 형성 온도

일방향응고시 공정조직의 형성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DSC(시차열량)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가 Fig. 5에 보

여 주고있다.  승온곡선에서 고상이 모두 용해되며 흡수

하는 열량이 없어지는 온도(1421 oC)을 액상선 온도로 정

하였고, 액상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온도에서의 접선과 고

상이 형성되며 흡수되는 열량 피크(peak)의 접선이 만나

는 점을 평형상태도상의 고상선 온도(1373 oC)로 정하였

다.11) 승온 곡선에서 고상선과 액상선 사이의 온도차이

(ΔTo)는 48 oC임을 알 수 있다. 냉각곡선에서는 액상으

로부터 고상이 형성되며 발열반응에 따라 열량이 증가하

기 시작하는 온도를 처음 고상이 형성되는 온도(1405 oC)

이며, 두 번째 발열 피크는 공정상이 형성되며 일어나며

공정상의 형성이 시작되는 온도는 두 번째 발열 피크의

접선과 처음 고상이 형성되는 온도의 접선이 만나는 점

(1364 oC)으로 정할 수 있다. 공정상의 응고가 완료되는

온도는 공정상 형성에 따른 발열반응이 끝나는 점(1324 oC)

으로 결정하였다. DSC 분석에서 초정의 형성은 과냉이

일어나 평형상태도의 액상선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형

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16 oC 과냉이 일어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정상 형성을 위한 과냉은 금

속에서 0.02 ~ 1oC 정도로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16)

DSC 분석에서 공정상 형성온도는 거의 과냉 없이 형성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방향응고에서 처음 응고

Fig. 5. DSC(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analysis a) on heating and b) on cooling.

Fig. 6. The γ/γ' two phase morphology at a) 25 µm/s and b) 50 µ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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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작되는 수지상 끝(액상선온도)에서 공정상이 형성되

는 온도까지의 온도(ΔTf)는 41 oC로 예상된다.

3) γ/γ' 조직 형성

수지상 사이에서 형성된  공정조직은 Fig. 6과 같이 상

당히 미세한 γ/γ'과 조대한 γ/γ'을 포함하고 있다. 이 γ/γ'

상은 공정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형상이 공정상에서 보여

주는 봉상(rod) 또는 판상(lamellar) 형상이 아니라 망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조대한 상이 포정응고 조직

이며 미세한 γ/γ'상이 공정조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조대한 γ/γ'상에서 미세한 상으로 응고가 진행된다고 보

고하였다.8,9) 초내열합금은 Ni(γ)계에 Ni3Al(γ')상이 기본

내열합금 원소(Ta, Re, W, Mo, Co 등)가 첨가된 합금계

로 이원계에서 Ni/Ni3Al 합금계라고 할 수 있다. Ni/

Ni3Al 이원 합금계에서 초정 γ상이 포정상인 γ'상과 coupled

peritectic(동시성장하는 포정, 이상포정) 응고가 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17) 이 γ/γ'이상포정은 포정상이 셀을 이

루고 셀사이에 초정상인 γ 상이 형성되고 있고 응고계

면은 같은 온도에서 두상이 동시에 성장하는 형상을 보

여주었다. 이 형상은 단결정 초내열합금에서 수지상사이

에서 형성된γ/γ' 이상 조직과 같은 형상임을 알수 있다.

이상포정(coupled peritectic) 응고의 가능성이 여러차례

제시되었으나18,19) 실제 실험으로는 Ni/Ni3Al 이원계에서

처음으로 보여 주었다.17) 포정상의 coupled 성장은 두상

의 계면에너지가 작고, 초정에서서 포정상의 핵생성이 쉽

게 일어나며, 액상내에 유동이 있어 응고계면에서 용질

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때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수지상 사이에서 형성된 미세한 γ/γ'상에서 조대한 γ/γ'

상 까지의 조성변화를 EDS(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에서 분석하였다(Fig. 7). 조대한 γ/γ'상에서 γ'상의 증가

에 따라 γ' 형성 원소인 Al, Ti, Ta 조성이 다소 증가함

을 보여 주었다. 수지상사이에서 γ/γ' 이상이 조대한 조

직에서 미세한 조직으로 응고가 완료되는지, 미세한 조

직에서 조대한 조직으로 응고가 진행되는지는 명확히 판

단하기는 어려우나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

다. Fig. 6(a)와 같이 조대한 이상이 수지상의 가장자리

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γ 수지상의 응고가 끝날 무

렵 γ 수지상 계면에서 γ'상이 핵생성되며 γ상과 γ'상이 함

께 자라며 수지상 사이 중심 부근에서 미세한 γ상으로

응고가 끝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Fig. 6(b)와 같

이 두 세개의 γ/γ'이상 조직이 조대한 부분에서 만나는 형

상으로 미루어 보면 수지상 응고가 끝날 무렵 γ수지상

계면에서 미세한 γ'상이 핵생성되며 미세한 γ/γ' 이상이 성

장하며 조대한 γ/γ'으로 응고가 완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Brewster et.al [9]의 연구에서는 γ수지상 끝에

서 조대한 γ' 포정상이 형성되며 γ/γ'이 함께 성장하며 미

세한 γ/γ'상은 공정상으로 응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예상

하고 있으나, γ/γ' 상이 공정상임과 그 형성과정을 명확

히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 수지상 사이에서 형성된 γ/

γ'상이 공정이 아닌 이상포정(coupled peritectic)인 것으로

판단되나 수지상사이에서 γ/γ'상의 응고과정에 대한 연구

가 요구된다.

4. 결  론

단결정 초내열합금, CMSX10에서 일방향응고 실험을

통하여 응고속도에 따른 응고조직 및 공정조직 형성 거

동을 관찰하였다.

1) 응고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차 및 이차수지상 간

격이 감소하였으며, 수지상 사이에 형성된 γ/γ' 공정 풀

(pool)의 크기도 감소하였다.

2) 공정조직으로 알려진 γ/γ'상은 포정상인 γ' 셀을 중

심으로 셀사이에서 초정인 γ상이 망상으로 형성된 이상

포정(coupled peritectic)임을 제시하였다.

3) γ/γ' 이상 조직은 수지상사이에서 조대한 γ/γ' 영역

과 미세한 γ/γ'영역으로 구성되었다.

4) 수지상 사이에 γ/γ'상은 조대한 γ/γ'에서 미세한 γ/γ'

으로 응고가 진행이 되는지 그와 반대로 응고가 진행이

되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수지상 사이에서  2∼3군

의 γ/γ'상이 만날 때는 조대한 γ/γ' 상으로 만나는 형상으

로 볼 때 미세한 γ/γ'에서 조대한 γ/γ'으로 응고가 완료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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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osition analysis from the coarse γ/γ' to fine γ/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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