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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지상 간격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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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rectional solidificatio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estimate the effect of solidification

velocity and temperature gradient on primary dendrite arm spacing (PDAS) in the Ni-based superalloy,

CMSX-4 alloy. The specimens were solidified at velocities of 1, 5, 25, 50 and 100 mm/s under given

temperature gradients of 12.5, 18, 23 K/mm. The models for predicting PDAS with solidification conditions

had the form of V-1/4G-1/2, but the experimental results exhibited a discrepancy with the exponents of -1/

4 and -1/2 in V and G, respectively. Therefore, a phenomenological formula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was proposed to predict PDAS, and it was found that the predicted PDAS under the experimental conditions

was in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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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온에서 사용되는 소재에 요구되는 우수한 크리프 특성

과 내산화성 특성을 나타내는 Ni기 초내열합금은 가스터

빈의 블레이드와 베인 등 고온 부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용 온도가 높을수록 가스터빈의 효율이 증가하므로 제조

공정 개선 및 미세조직 제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

행되고 있다 [1-3]. 다결정 초내열합금을 제조한 정통적인

정밀 주조법에서 가스터빈 블레이드는 응고조직을 주상정

조직만 구성될 수 있게 제어가 가능한 일방향 응고법이 적

용되고 있다 [4,5].

일방향 응고법을 활용하여 주조하였을 때, 미세조직은 합

금성분 (Co), 응고속도 (V) 와 온도경사 (G)의 변화에 의

해서 제어 가능하다. 일정한 합금성분에서 응고속도와 온

도경사의 변화에 의해서 미세조직은 평면형 (Planar) – 셀

(Celluar) – 주상정 조직 (Dendritic structure)으로 변화가

가능하며, 주상정 조직에서 응고조직의 특성도 제어할 수

있다. 1차 수지상 간격 및 2차 수지상 간격은 용질 원소

의 재분배와 정출물의 크기 및 거리를 제어하므로 수지상

간격은 기계적 물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차

수지상에 대한 연구는 Hunt [6], Kurz [7], Trivedi [8]에

의해서 연구가 되었고, 이들에 의해서 예측된 식을 다음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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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k는 분배계수, D는 확산계수, 는 수지상의 팁

(Dendrite Tip)과 밑 (Bottom)사이의 온도 차이, G는 Gibbs-

Thomson 계수이고 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m은 액상선의 기울기이고 Co는 화학성분이다. 

Hunt, Kurz 및 Trivedi 모델의 공통점은 주어진 합금성

분에서 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Ni 초

합금에 대한 선행 연구 [9]에서 1차 수지상 간격과 응고속

도에 대한 log-log 그림에서 기울기는 -0.25와 차이가 있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MSX-4 Ni기 초내열합금의 일방향 응

고를 수행하였을 때, 응고속도 (V)와 온도경사 (G) 변화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와 1차 수지상 간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응고속도와 온도경사가 1차 수지상 간

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 식을 도출하였다. 이 경험

식을 바탕으로 응고속도와 온도경사 변화에 따른 CMSX-

4 합금의 1차 수지상 간격을 제어할 수 있는 공정 지도

(Processing Map)을 도출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CMSX-4 합금의 원소재는 Cannon-

Muskegon사에서 제작되었고, 합금 성분은 표 1에 나타내

었다. 일방향 응고 장비는 개량형 Bridgman 방식을 이용

하였고, 열이 효율적으로 하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로 아

랫 부분에 냉각수가 흐르는 Cold-finger가 설치되어 있다.

알루미나 튜브 (OD 8 × ID 5 × L 700 mm)에 초내열합금

을 장입하여 알루미나 튜브를 길이 방향으로 일방향 응고

장비에 설치한 후 일방향 응고는 로의 이동 속도를 제어하

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로 하부에 설치된 Cold-finger의

위치를 조절하여 온도경사 (G)를 변화시켰다. 0.2 mm B-

type 열전대를 액상에 삽입하여 응고 계면을 이동시키면서

온도경사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12.5, 18, 23 K/mm로

측정되었다. 각 온도경사에서 응고속도(V)는 1, 5, 25, 50,

100 μm/s으로 변화되었다. 여기서, 온도경사는 고상/액상

계면에서 액상의 온도경사를 의미하고, 응고속도는 고상/액

상 계면의 이동속도를 의미하며, 응고속도는 로의 이송속

도와 같다고 가정되었다. 

응고 계면을 관찰하기 위하여 길이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연마하여 Kalling 용액을 이용하여 표면 부식 후에 광학

현미경으로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화상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조건에서 1차 수지상 간격 (Primary

Dendrite Arm Spacing (PDAS))을 측정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고상/액상 계면 형상의 변화

일방향 응고법에서 고상/액상 계면 형상은 화학성분 (Co),

온도경사 (G) 및 응고속도 (V)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된

다. 계면의 안정성에 대한 임계 응고속도 (Vc)는 다음 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 [10]. 

(5)

여기서 D는 액상에서 용질원소의 확산계수이고, ΔTo는

합금조성 (Co)에서 고상선의 온도와 액상선의 온도 차이를

나타낸다. 응고속도가 임계 응고속도보다 느리면 고상/액상

계면은 평면형(Planar) 계면을 나타내고, 임계 응고속도보

다 빠르면 고상/액상 계면은 비평면형(Non-Planar) 계면을

나타낸다. 그림 1에서 1 μm/s의 응고속도에서 온도경사가

낮으면 계면의 안정성이 감소하여 평면형 계면에서 비평면

형 계면으로 계면 형상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

도경사가 12.5 K/mm에서는 셀 조직(Cellular structure)이

형성되었고, 응고속도가 5 μm/s 이상에서 수지상 (Dendritic

structure)으로 성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셀 조직과

수지상의 차이는 2차 수지상 (Secondary dendrite arm)의

발달에 의해서 계면 형상에 의해서 구분이 가능한데, 2차

수지상은 응고속도가 5 μm/s 이상의 조건에서 형성되는 것

을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도경사 12.5, 18, 23

K/mm 조건에서 5 μm/s 이상의 응고속도에서 2차 수지상

이 잘 발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그림 2로부터 1차

수지상 간격을 측정하여 일정한 온도경사에서 응고속도 변

화에 따른 1차 수지상 간격과 기울기를 그림 3 (a)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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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CMSX-4 superalloy

Composition Al Co Cr Hf Mo Re Ta Ti W Ni

wt% 5.65 9.6 6.4 0.1 0.61 2.9 6.5 1.01 6.4 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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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일정한 응고속도에서 온도경사 변화에 따른 1차

수지상 간격과 기울기를 그림 3 (b)에 나타내었다. Hunt

[6], Kurz [7], Trivedi [8]에 의해서 예측된 log-log 그림

에서 기울기는 응고속도와 온도경사 변화에 의해서 각각

-1/4와 -1/2 이였는데, 그림 3(a)와 (b)에 나타난 기울기

는 이들 이론에서 예측된 기울기와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2 경험식 도출

그림 3 (a)는 일정한 온도경사에서 응고속도 변화에 따

라서 1차 수지상 간격이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변화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6)

여기서 S는 기울기이고 온도경사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

dlogλ1

dlogV
---------------- S=

Fig. 1. Solid/liquid interface morphology with solidification velocity and temperature gradient.

Fig. 2. Transverse structure of the specimens solidified at the different growt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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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수이다. 임의의 온도경사 (G)에서 초기 응고속도 (Vi)

에서부터 임의의 응고속도 (V)까지 1차 수지상 간격에 대

한 적분 식은 다음과 같다.

(7)

(8)

여기서 는 임의의 온도경사와 임의의 응고속도에서 1

차 수지상의 간격, 는 임의의 온도경사에서 가장 느린

응고속도, Vi는 가장 느린 응고속도, V는 임의의 응고속도

이다. 그림 3(a)에는 각 온도경사에서 응고속도에 따른 1

차 수지상의 간격 변화에 대한 기울기의 변화를 나타내었

고, 온도경사에 따른 기울기의 변화는 다음 식과 같다. 

(9)

임의의 응고속도와 임의의 온도경사에서 1차 수지상의

간격을 예측할 수 있는 식은 다음과 같다.

(10)

식 (10)을 이용하여 1차 수지상 간격을 예측한 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식 (10)을 이

용하여 계산한 1차 수지상 간격과 실험적으로 측정한 1차

수지상 간격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실험

식의 의미는 본 실험 조건인 온도경사 범위 (12.5~23 K/

mm)와 응고속도 범위 (5~100 μm/s)에서 임의의 온도경사

와 임의의 응고속도에서의 1차 수지상의 간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식 (10)으로부터 계산한 1차 수지상의 간

격은 온도경사와 응고속도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온도경사가 높을수록 응고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1

차 수지상의 간격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도경사 변화에 따른 S 값의 변화가 식 (9)에 따라서

변화하고, 그림 3 (b)에서 5 μm/s의 응고속도에서 1차 수

지상의 간격이 온도경사 변화에 따라서 다음 식으로 변화

한다고 가정하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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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primary dendrite arm spacing with (a)
solidification velocity at each temperature gradient and (b)
temperature gradient at each solidification velocity.

Fig. 4.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data and predicted
P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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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합금성분에서 온도경사와 응고속도 변화에 따른 1

차 수지상 간격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도 (map)를 그림 5

에 나타내었다. 식 (1), (2), (3)에 나타낸 1차 수지상의

간격은 응고속도의 지수인 -0.25와 온도경사의 지수인 -0.5

에 따라서 log-log 그림에서 선형적으로 변해야 하지만,

CMSX-4합금에서 1차 수지상 간격은 그림 5와 식 10에

나타낸 것처럼 응고속도와 온도경사의 log-log 그림에서 일

정한 기울기에서 선형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1차 수지상 간격에 대한 실험적 결과와 Hunt, Kurz와

Trivedi의 모델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 제

안된 모델들은 용질의 확산만 고려하여 계산하였지만, 실

험에서는 확산에 의한 용질의 이동도 존재하지만 액상의

유동에 의한 용질의 이동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11,12]. 상기 수식들은 일정한 확산 계수 (D)값을 사용하

였지만 액상의 유동은 용질의 이동을 증가시켜서 1차 수

지상 간격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응고 계면이 이동할수

록 액상의 조성을 변화( )시키기도 한다 [13]. 용질의

이동에 대한 액상에서 유동의 영향은 응고속도가 느릴수

록 높기 때문에 1차 수지상의 간격에 응고속도가 느릴수

록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영향으로는 상기 모델에서는 1차 수지상이 6각

배열 (Hexagonal array)을 가정하였지만, 실험에서는 4각

배열도 관찰되었다. 1차 수지상의 배열 차이에 의한 간격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배열의 변화는 응고속도

또는 온도경사에 의해서 비정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 

4. 결 론

1) CMSX-4 Ni기 초내열합금의 일방향 응고 실험에서

응고속도와 온도경사의 변화에 따른 1차 수지상 간격을 측

정하였고, Hunt, Kurz, Triveidi가 예측한 식에서 응고속도

의 지수 -0.25와 온도경사의 지수 -0.5와는 차이가 있었

다. 온도경사가 증가할수록 응고속도에 따른 1차 수지상

간격에 대한 Slop은 증가하였고 응고속도가 증가할수록

온도경사에 따른 1차 수지상 간격에 대한 Slop도 증가하

였다.

2) CMSX-4 합금에서 온도경사와 응고속도 변화에 따른

1차 수지상 간격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식이 도출

되었고, 응고속도 5~100 μm/s 범위와 온도경사 12.5~23

K/mm 범위에서 실험적으로 측정한 간격과 잘 일치함을 확

인하였다. 

경험식을 log-log plot하면 1차 수지상 간격은 응고속도

증가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감소하지만 그 기울기는 일정하

지 않고 온도경사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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