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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 2차 대전 발발과 함께 세계 각국에서는 비행기용 제트엔

진의 개발, 산업 발전용 가스터빈, 천연가스 라인의 펌프용 

터빈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터빈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터빈의 열효율 증대를 위해 터빈입구의 

연소가스 온도를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터빈의 사용온도가 

상승하며, 냉각에 의한 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온 크리

프 특성과 내식, 내산화성이 우수하여 보다 높은 온도에서 보다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재료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이에 따라 가스터빈용 초내열합금 및 제조 공정 기술이 개발 

적용되어왔다[1-2]. 

     가스터빈의 소재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니켈기 

초내열합금(Ni-base superalloys)과 코발트기 초내열합금

(Co-base Superalloy)으로 합금 개발 초기에는 모든 초내열합금은 

단조법 으로 만들어진 단조합금이었다. Ni기 초내열합금은 석출

강화 효과를 나타내는 금속간 화합물인 γ 은 이상항복 현상으로 

인해 γ 의 체적비가 클수록 크리프, 피로, 고온강도 등은 증가하

나 열간 가공성이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조용 Ni기 

초내열합금은 일정 체적비율 이상의 γ 을 함유할 수 없기 때문에 

열간 가공이 가능한 온도 구간을 줄이게 되어 온도와 응력이 

가장 높은 가스터빈의 터빈블레이드와 베인 같은 고온용 합금에

는 주조합금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주조의 경우 형상에 대한 

제약이 적고 가공성이 문제시 되지 않아 터빈블레이드와 같은 

복잡한 형상으로 구성된 초내열합금 부품의 제조에 정밀주조공

정이 도입되었고, 초내열합금의 기본적인 제조공정으로 일반화 

되었다[3]. 주조용 초내열합금은 단조용 초내열합금에 비해 크리

프 강도 및 파단 강도는 증가 하였으나 연성은 감소하였다. 

진공정밀주조된 초내열합금은 다결정조직을 가지며 일정온도 

이상의 고온에서 사용 시 결정입계의 강도가 저하되어 응력이 

가해지면 입계미끄럼이 발생함으로써 외부응력과 수직인 입계

부에 파단이 일어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응력이 

걸리는 방향과 평행하게 결정을 성장시키는 일방향응고( 

Directional Solidification, DS) 기술 및 일방향응고 합금보다 더 

우수한 고온 특성을 가지는 단결정 (Single Crystal, SX) 기술이 

개발되었다[4]. 

     일방향응고 공정에서 온도구배는 결정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정변수이다. 높은 온도구배는 강한 일방향 열전달

로 인해 응고계면에서 핵생성을 감소시키고 수지상의 일방향 

성장을 통해 단결정 성장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높은 온도 

구배는 빠른 속도에서도 응고잠열의 일방향 제어가 가능하여 

미세한 일방향 수지상 조직을 가질 수 있게 하므로 가능한 높은 

온도구배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터빈블레이드에 사용되는 CM247LC 합
금의 응고 공정변수(응고속도, 온도구배)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를 관찰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초내열합금의 조성을 표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Nominal composition of the CM247LC superalloy(wt.%).
Cr Al Ti C Ta W Mo B Zr HF Co Ni

CM247LC 8.0 5.540.720.07 3.3 9.4 0.48 0.016 0.02 1.4 9.5 Bal.

본 연구에 사용된 일방향응고 장치는 Mo2Si 발열체를 열원으

로 하는 로와 로의 아랫부분에 일방향 냉각을 위한 수냉식 Cu-tor-
oid 형태의 수냉 냉각대(cold finger)가 설치된 Bridgeman 방식(그
림 1)을 기본으로 사용하였댜. 고상/액상 계면에서의 온도구배는 

Bridgeman 방식에서 6.5-18.5℃/㎜의 온도구배를 얻을 수 있었다.  
보다 높은 온도 구배를 얻기 위해 기존 Bridgeman 방식에서 

수냉 냉각대를 열선에 가장 근접하도록 설치하여 온도구배를 

22.6-23℃/㎜까지 얻을 수 있었다.
     잉고트는 일방향응고 로 내에 외경 8㎜, 내경 5㎜의 알루

미나 튜브에 봉상형 시편을 장입하기 위하여 길이 100㎜, 직경 

4.7㎜ 크기로 시편을 가공하여 장입하고 진공 후 Ar가스 분위기 

하에서 1650℃까지 가열하였다. 시편이 장입된 알루미나 튜브를 

고정시키고 시편의 전체적인 용해를 위해서 1650℃까지 가열한 

후 30분간 유지하여 안정화시킨 후 로를 일정한 속도 1～100㎛
/sec로 40㎜만큼 상승시켜 일방향응고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일
정 거리(40㎜)만큼 일방향 응고시킨 알루미나 튜브를 Bridgeman
방식의 경우 로 아래에 설치된 실린더형 수조에 낙하시켜 급냉 

되도록 하여 일방향 응고 당시의 응고계면을 보존하게 하였다.

Fig. 1  Schematic drawing of  directional solidification appara-
tus(Bridgema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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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Ni-base superalloy CM247LC
1~200㎛/se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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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olid/Liquid interface morphologies with solidification rates 
of (a) 1㎛/s  (b) 5㎛/s  (c) 25㎛/s  (d) 50㎛/s  (e) 100㎛/s  (f) 200㎛/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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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imary dendrite arms spacing with solidification rates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Ni기 초내열합금 CM247LC를 1~200㎛/sec의 

다양한 응고속도로 일방향 응고실험하고 응고도중 퀜칭하여 

고상/액상 계면을 보존하였다. 고/액 계면을 통하여 수지상과 

탄화물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sec의 응고속도에서는 평면형 계면이 나타났으며, 5~200

㎛/sec의 응고속도에서는 수지상 계면이 나타났다. 1차 및 2차 

수지상의 간격은 평면형 계면을 형성하는 1㎛/sec의 응고속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응고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고속도와 수지상 간격은 직선적인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온도구배가 높을수록 수지상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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