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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석탄화력발 의 경우 미세먼지 등 환경 인 문

제 이 크게 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 으로 미세

먼지의 발생량이 은 Gas turbine 발 에 한 심

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Gas turbine의 

경우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 분 기에서 운 이 이루어진다.

  특히 연소가스와 직 으로 하는 Vane  Blade

와 같은 주요 부품의 제작에는 ′ (Ni3Al(Ti, Ta))과 

″ (Ni3Nb) 석출물을 단독 혹은 복합으로 석출시켜 크

립 강도와 같은 고온 물성을 크게 향상시킨 석출강화형 

Ni 기 내열합 이 일반 으로 용되고 있다1-6).

  Gas turbine의 운 에 사용되는 연소가스는 일반

으로 1000 ℃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 효율 

향상을 해 연소가스의 온도는 차 높아지는 추세이

다. 따라서 석출강화형 합 의 우수한 고온물성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의 장시간 운 에 의해 

부품의 손상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손상은 주로 

균열과 마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7).

  한편, Ni 기 내열합 으로 제작된 Vane과 Blade

와 같은 부품들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운  에 

손상된 부품을 보수하기 한 기술들이  세계 으로 

개발되고 있다. 보수 기술에는 용 과 천이액상확산

합이 용되고 있으며, 용 은 주로 부품의 Tip 부 에 

발생한 손상에 용이 되며, 천이액상환산 합은 Airfoil

부 에 발생한 손상에 용된다. 따라서 Gas turbine 

보수 기술을 확보하기 해서는 석출강화형 Ni 기 내

열합 의 용  특성뿐만 아니라 천이액상확산 합 특성

에 한 이해가 필수 이다8-12).

  Ni 기 내열합 의 용 의 경우 지 까지 수많은 연

구가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소재의 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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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기 해 첨가된 Cr, Ti  Al과 같은 원소들

에 의해 용 부 내에는 취약한 석출과 균열들이 발생하

며, 이로 인해 소재의 용 부의 물성이 하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용 성을 향상

시키기 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효과 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13,14). 그러나 상 으로 Ni 기 

내열합 의 천이액상확산 합에 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방향응고 Ni 기 내열합

의 일종인 GTD111의 천이액상확산 합 특성에 미치

는 합조건의 향을 연구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박  형태의 상용 삽입 속을 활용하여 다양

한 합조건에서 합을 수행하 으며, 합부에 한 

미세조직  특성을 EPMA와 같은 분석장비를 활용하

여 분석하 다. 특히, 합부에서 찰된 다양한 상들

에 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합온도에 따른 확산 

거동 변화 기구를 규명하 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모재로 사용된 GTD111은 일정 기간 운

되어 폐기된 Gas turbine blade로부터 채취하 다. 

다만, 정확한 운 이력은 확보할 수 없었다. GTD111은 

EDM(electro-discharge machine)을 사용하여 합

에 당한 크기(10 × 10 × 5 mm)로 가공하 다. 

  상용 Ni-Cr-Si-B 계 삽입 속인 MBF-50을 사용하

여 천이액상확산 합을 수행하 으며, MBF-50은 두께

가 40㎛인 비정질 박  삽입 속이며, 액상선 1140 ℃

이다. Table 1은 모재와 삽입 속의 화학성분을 나타

내었다. 일반 으로 천이액산확산 합에 사용되는 삽입

속은 B과 Si과 같은 융  하 원소를 첨가하여 융

을 제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 사용

된 MBF-50에도 1.5wt%의 B과 7.3wt%의 Si이 첨

가되었다. 한 ′  석출 원소인 Ti, Al  Ta는 모재

GTD111에 다량 (Ti+Al+Ta = 10.05 wt%) 첨가

된 반면, 삽입 속에는 첨가되지 않았다. 

  모재의 표면은 #1500의 연마지로 연마하 고 이후 

연마된 표면을 아세톤을 이용하여 음  세척하 다. 

Fig. 1과 같이 모재의 응고방향을 고려하여 양 모재를 

치시키고 그 사이에 삽입 속을 삽입하여 10-2Pa의 

진공 분 기에서 합을 실시한 후 로냉하 다. 합 

온도는 삽입 속의 액상선을 고려하여 1140 ~ 1190 ℃

로 선정하 으며, 각 온도에서 유지시간은 0 ~ 120 min

으로 선정하 다.

  미세조직 분석을 해 합이 완료된 시편을 합부에 

수직 방향으로 단하여, 1 µm까지 연마 후 Marble’s 

Reagent (4 g CuCl2 + 20 ml HCl + 20 ml H2O)에 

침지하여 에칭하 다. 학 미경 (OM, Optical Micro- 

scopy)과 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활용하여 미세조직을 찰하

으며, EPMA(Electron Probe Micro-Analysis)을 

통해 생성상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3. 결과  고찰

  Fig. 2는 GTD111의 학 미경 미세조직사진을 나

타내었다. 화살표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며 응고된 것

을 볼 수 있으며, “A”로 표시된 상 으로 밝은 역인 

Dendrite core와 “B”와 같이 어두운 역인 Dendrite 

boundary가 찰된다.

  1140 ℃에서 합한 합부를 학 미경으로 찰

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우선, 유지시간 0 min

의 시험편을 보면, 미세조직 사진의 심부에 치하는 

천이액상확산 합부, 모재와 합부 사이의 어두운 

Alloy C Si B Cr Mo Al Co Ti W Ta Ni

GTD111 0.08 - 0.003 13.76 1.55 3.0 9.5 4.65 3.62 2.4 Bal

Udmit520 0.045 - - 0.045 - - 11.9 2.98 - - Bal

MBF-50 0.08 7.3 1.5 19 - - - - - - Bal

Table1 Chemical compositions of GTD111,Udimet520and filler metal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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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s of specimen aligned according to sol-
idification direction



김 정 길․박 해 지․심 덕 남 

250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5, No. 3, 2017

54

역인 DAZ(Diffusion Affected Zone) 그리고 모재의

3가지 역으로 나 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합부 

내부 상들의 유무와 분율의 차이가 찰되지만, 이와 

같은 3가지 역들은 60, 90 min에서 합한 시편에

서도 동일하게 구분된다. 유지시간 0 min에서 합한 

합부의 경우, 경계를 포함한 합부  역에 걸쳐 다

양한 석출 혹은 정출상들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들은 유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분율이 감소하고, 유지시간 90 min의 합부 내에서는 

더 이상 찰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합부 내에 생성

상이 찰되지 않는 것은 1140 ℃에서 90 min의 유

지시간이 합부 내 액상 삽입 속이 등온응고되기 

하여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합부와 

모재 사이에 존재하는 DAZ는 폭의 변화는 찰되지만 

등온응고가 완료된 90 min의 시편에서도 찰되고 있다.

  Fig. 4는 1140 ℃ × 0 min의 조건에서 합한 합

부의 계면 부근을 EPMA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

다. 합부와 DAZ는 선을 통해 구분할 수 있으며, 

SEM 사진의 선의 쪽이 DAZ이며, 아래쪽이 합

부이다. DAZ 에서는 합부로부터 모재로 확산한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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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M micrographs of GT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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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생성된 미세한 Cr 붕화물이 찰이 되며, 이러한 Cr 붕

화물 에서는 낮은 농도의 C이 검출된다. 합부에서는 

“A”로 표기된 Cr붕화물이 찰되며, 이들은 괴상과 침

상 그리고 미세한 상 등 다양한 형태인 것을 알 수 있

다. 합부내에서는 삽입 속에는 첨가되지 않았던 Ti

이 검출되는 상들이 분석이 되었으며, 이들 상들은 “B”

와 같은 조 한 괴상의 Ni-Ti 붕화물과 “C” 와 같은 

-′ 공정상 이다15). 합부의 Ti 의 유입은 크게 2가지

의 기구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첫째는 합 시 액

상삽입 속과 한 계면 부근 모재의 용해에 의한 유

입이며, 둘째는 Ti 농도가 높은 모재로 부터 농도가 낮

은 합부로의 Ti 확산이다. 이와 같이 2 가지의 기구

에 의해 모재 성분들이 함유된 액상의 삽입 속이 형성

되게 된다. 한편, 삽입 속에 높은 농도로 함유된 B 의 

경우 모재로 확산이 일어나게 되고, 동시에 액상 삽입

속내의 B의 농도는 감소하게 된다. 지속 인 B의 확

산에 의해 액상 삽입 속내의 B 의 농도가 일정 수

까지 떨어지면, 합부에서는 등온응고가 일어난다. 그

러나 등온응고가 완료되기에 부족한 유지시간 아래에서 

합이 수행될 경우, 미처 등온응고 하지 못한 잔류액

상이 냉각에 의해 응고되어 Cr 붕화물, Ni-Ti 붕화물 

 -′공정상과 같은 상들을 생성시키는 것으로 사료

된다16).

  1140 ℃에서 60 min 의 조건으로 합한 합부의 

생성상 분석 결과는 Fig. 5에서 볼 수 있다. 우선 약 10 ㎛ 

크기의 Cr 붕화물 (“A”)가 찰이 되며, “B” 와 같이 

Ti이 높게 검출되는 상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을 

찰할 수 있다. Fig. 6은 Fig. 5의 “a” 역을 확 하

여 분석한 결과이다. 본 결과에서, 다양한 크기로 찰

되는 “A”상들은 Ti 과 Al이 동시에 검출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Ni에 한 분석 결과를 고려해 볼 때 Ti, 

Al  Ni로 구성된 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서 분석된 성분  형상을 고려해 볼 때 “A”은 조 한 

′일 것으로 단된다. SEM 사진상 “A”상들 쪽 역

에서 찰되는 미세한 생성상들에서도 역시 Ti, Al  

Ni가 검출이 되는 것으로 보아, 상 으로 미세한 ′  
라고 단된다. 이러한 미세 ′들은 Fig. 5에 나타낸 

분석 결과에서 Ti이 높게 검출되는 역 (“b”)의 내부

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A” 상들로 둘러싸

여 있는 불규칙한 형상의 “B” 상은 1140 ℃ × 0 min의 

합부에서도 찰된 Ni-Ti 붕화물인 것으로 분석이 되

었다.

  앞선 학 미경 찰 결과에서, 1140 ℃ × 90 min 

조건의 합부내에서는 어떠한 생성상도 찰되지 않았

고, 그 결과로부터 1140 ℃ 에서 90 min의 유지시간은 

등온응고가 완료되기 해 충분한 시간이라고 단하

다. Fig. 7은 1140 ℃ × 90 min 조건의 합부 부근의 

EPMA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학 미경 찰 

결과와 마찬가지로 합부내에서는 생성상이 찰되지 않

는다. DAZ에서는 합 기 조건인 0 min뿐만 아니라 

60 min에서도 찰되었던 미세한 Cr 붕화물 가 찰된

다. 그리고 합부의 Ti, Al 과 Cr 의 농도는 모재 

비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B의 농도는 합부와 모재

간의 차이가 거의 찰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칩

A

B

B a b

Fig. 5 EPMA analysis around the joint of GTD111 bonded at 1140 ℃ for 6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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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형 원자인 B 보다 Ti과 같은 치환형 원자의 확산속도

가 훨씬 낮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이다. 특히 ′ 석출

원소인 Ti과 Al의 농도가 낮은 합부에서는 충분한 분

율의 ′의 석출이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합부의 

기계  물성이 모재 비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따라서, 등온응고가 완료된 1140 ℃ × 90 min 

합부를 ×5000배율에서 찰한 결과(Fig. 8), 본 합부

내에서 ′의 석출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이 ′석출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한 천이액상확산

합부의 경우, 등온응고 완료 후 Ti과 Al의 확산을 

해 균질화 열처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17,18). 

  지 까지 1140 ℃에서 합된 시험편을 상으로 학

미경과 EPMA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고찰하 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 우선, 유지시

A

B

Fig. 6 EPMA analysis on the area indicated as “a” in Fig. 5

Fig. 7 EPMA analysis around the joint of GTD111 bonded at 1140 ℃ for 9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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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0 min의 합부에서는 Cr 붕화물, Ni-Ti 붕화물  

-′  공정상이 찰되었으며, 모재와 합부의 사이에 존

재하는 DAZ에서는 미세한 Cr 붕화물이 석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지시간이 6 0min으로 증가하게 되면, DAZ

에서는 Cr 붕화물 가 찰되며 체 으로 합부 내의 생

성상들의 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다. 0 min

에서 찰되었던, Cr 붕화물과 Ni-Ti 붕화물은 60 min

의 합부에서도 찰되고, ′은 수 ㎛에서부터 아주 미

세한 크기까지 다양한 크기를 가지며 넓은 역에 걸쳐 

존재한다. 그리고 합부  DAZ에서 찰되는 다양한 

상들은 합 시 모재와 액상 삽입 속간에 성분의 상호 이

동(유입과 확산) 활발히 일어남을 보여주었으며, 60 min

이하의 유지시간은 액상 삽입 속이 등온응고 완료되기에

는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 다. 반면 유지시간 90 min

의 합부에서는 어떠한 생성상도 찰되지 않는 것 

학 미경과 EPMA를 통해 확인하 고, 이것으로부터 등

온응고가 완료되었다고 단할 수 있었다.

  Fig. 9는 1170 ℃와 1190 ℃에서 합한 합부의 

학 미경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 합부들은 

1140 ℃에서 합한 합부들과 확연히 다른 미세조직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시 말해서 모재와 합부의 계면과 DAZ

가 명확히 찰되지 않고 합부 내부에 생성상등도 

찰되지 않는다. 한 온도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합부 

미세조직의 변화도 학 미경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Fig. 10은 1170 ℃ × 60 min의 합부를 EPMA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합부

를 찰할 수 있고, 그 내부에 다양한 생성상이 존재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합부 부근에는 Cr 붕화물이 석

출되어 있는데, 이들이 석출된 역은 란색 선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합부 내부 생성상에 한 분석 결과

를 보면, 성분과 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우선 

TiC carbide (“A”)와 조  Cr 붕화물 (“B”)가 찰된

다. “C”와 “D”와 같은 생성상도 찰이 되며, 이들 상에 

해서는 고배율에서 EPMA 분석을 추가 수행 하 고, 

그 결과를 Fig. 11과 12에 나타내었다. Fig. 10에서 

나타낸 “C”상에 한 분석 결과에서는 “C”가 하나의 단

일 상일 것으로 생각이 되었지만, 고배율 분석결과(Fig. 

11)에서는 Si, Ti과 Ni이 검출되는 Si-Ti-Ni com-

pound와 TiC가 복합 으로 존재하는 상인 것을 알 수 

있다. 한, Si-Ti-Ni compound와 TiC를 둘러싸고 

있는 Matrix에서는 수많은 ′이 석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Si-Ti-Ni compound에서 검출된 Ni에 한 

Matrix의 한 향은 추가로 분석할 정이다. 한 

Fig. 8 SEM image of the joint of GTD111 bonded at 1140 ℃ for 90 min

1170 ℃ × 60 min 1170 ℃ × 90 min 1190 ℃ × 60 min1170 ℃ × 60 min 1170 ℃ × 90 min 1190 ℃ × 60 min

50um50um50um50um50um50um

Fig. 9 OM microstructures around the joint of GTD111 bonded at 1170 ℃ and 1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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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상은 -′ 공정상이라는 것을 Fig. 12의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Fig. 13은 더욱 높은 온도인 1190 ℃의 합부에 

한 EPMA 분석 결과이다. 1170 ℃의 합부에서 찰

된 상들과 동일한 상들이 1190 ℃에서도 생성되어 있

으며, 단지 합부의 폭이 상 으로 넓어진 것이 특

징인 것을 알 수 있다.

  지 까지 1170 ℃과 1190 ℃에서 합한 합부들에 

한 EPMA 분석 결과에 해 고찰하 으며, 그 결과

들로부터 1140 ℃ 보다 고온에서 합이 수행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등온응고는 완료되지 않았음이 밝 졌다. 

다시 말해, 일반 으로 원자의 확산속도는 온도가 높을

수록 빨라지므로, 1140 ℃ 보다 높은 온도인 1170 ℃과 

1190 ℃에서 합 시 등온응고가 더욱 빨리 완료될 것

으로 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1170 ℃ 이상의 온도에

서 에서 합된 합부의 경우 등온응고가 완료되지 않

았음을 증명해주는 다양한 상들이 합부 내에서 찰

되었다. 추가로, Ti을 포함한 TiC carbide, Si-Ti-Ni com- 

pound, -′ 공정상과 같은 상들과 합부 Matrix에 존

재하는 ′에 한 분석 결과로부터, 합 시 모재로 부터 

많은 양의 Ti이 합부로 이동해 왔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합거동은 아래와 같이 설명될 수 있

다15,17,19).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재와 삽입 속을 가지고 천이

액상확산 합을 1170 ℃ 혹은 더욱 높은 온도에서 수행

한다면, 액상 삽입 속에 의한 모재의 용해와 함께 모

A

B

B

C C
D

Fig. 10 EPMA analysis around the joint of GTD111 bonded at 1170 ℃ for 60 min

Si-Ti-Ni

TiC

γ′

Fig. 11 EPMA analysis around Si-Ti-Ni compounds and TiC carbides in the joint of GTD111 bonded at 1170 ℃ for 60 min



석출강화형 Ni 기 내열합 의 천이액상확산 합

한용 ․ 합학회지 제35권 제3호, 2017년 6월     255

59

재 성분의 합부로의 확산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

이다. 그 결과 낮은 온도의 합부 보다 합부내의 모

재 성분(특히 Ti)의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결과 으로 

Ti의 농도가 높아진 합부의 등온응고는 더 이상 B에 

의해 지배되지 못하고, B에 비하여상 으로 매우 확

산속도가 느린 Ti의 확산에 의해 지배된다. 따라서 높은 

온도에서 합이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느

린 Ti의 농도가 높은 합부에서는 등온응고가 지연되

게 되고, 주어진 유지시간 내 등온응고를 완료되지 못

한 잔류액상들은 냉각되어 합부내에 다양한 생성상들

을 남기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합부 내 상들은 합

부의 물성을 하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향후 천이

액상확산 합 수행 시 합부내 상들이 생성되지 않고 

등온응고가 완료될 수 있는 최 의 합조건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5,19,20).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Gas turbine용 석출강화형 Ni 기 

내열합  GTD111의 천이액상확산 합 거동에 미치는 

합조건의 향을 규명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1) 1140 ℃ 의 합부에 한 분석결과, 등온등고가 

완료되기 해서는 90 min 이상의 유지시간이 필요하

다. 90 min 이하에서 합한 합부내에서는 잔류액상

에 의해 생성된 Cr 붕화물, Ni-Ti 붕화물  -′ 공정

γ-γ′

γ-γ′

Cr boride

Fig. 12  EPMA analysis around Cr boride in the joint of GTD111 bonded at 1170 ℃ for 60 min

Si-T-Ni

TiC

Cr boride

γ-γ′

Fig.  13 EPMA analysis around the joint of GTD111 bonded at 1190 ℃ for 6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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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찰되었으며, 유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그 분율

이 감소하 다. DAZ의 Cr 붕화물은 유지시간에 계

없이 모든 시험편에서 찰되었다. 이러한 합부 내와 

DAZ에 존재하는 다양한 상들에 한 성분 분석 결과, 

합 시 액상 삽입 속 성분과 모재성분의 활발한 상호 

이동(확산  유입)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1170 ℃ 이상에서 합한 합부는 1140 ℃와 

 다른 합거동 보 다. 합부 Matrix에서는 미세

한 ′석출이 찰되었으며, Si-Ti-Ni compound, TiC 

carbide, Cr 붕화물  -′ 공정상이 찰되었다. 

1190 ℃의 합부 내에서도 1170 ℃와 동일한 합거

동이 찰되었으며, 유지시간을 증가시켜도 합부 내 

생성상은 사라지지 않았고, 등온응고 한 완료되지 않

았다.

  3) TiC와 -′  공정상 등과 같이 Ti을 포함하는 다

양한 상들이 1170 ℃와 1190 ℃ 합부에서 찰된 

결과로부터, 합 도  모재로 부터 많은 양의 Ti이 

합부 내부로 이동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Ti의 농도가 높아진 합부의 경우, B이 아닌 확

산속도가 느린 Ti의 확산에 의해 등온응고가 지배를 받

게 되므로, 더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동안 합을 수행

하 음에도 불구하고 등온응고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생

각된다.

  4) 본 연구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상용 삽입 속 

MBF-50을 활용하여 GTD111을 천이액상확산 합 시, 

등온응고를 한 최  합조건을 1140 ℃ × 90 min

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향후 최  균질화 처리 조건 

 ′  석출 조건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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