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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B2상을 포함한 Ti-Al-Mo-Nb 합금의 산화 거동과
실리콘 화합물 코팅을 통한 내산화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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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loys containing the β/B2 phases of Ti-45Al-3Mo, Ti-45Al-3Mo-2Nb and Ti-45Al-5Mo were

prepared using an vacuum arc-melting machine. Heat-treatments were carried out at 1250 oC in an Ar

atmosphere. The temperature of 1250 oC is the temperature region of phase α + γ + (β/B2), and the heat

treatment condition which improves mechanical properties by decreasing the fraction of the β/B2 phase. The

presence of the β/B2 phase can result in relatively weakness at high temperatures and collapses the lamellar

structure of the α2 / γ phase during heat treatment. The transient oxidation behaviors of Ti-45Al-(3, 5)Mo-(2Nb)

(at%) alloys were investigated in an ambient atmosphere at 900 and 1000 oC. Initial oxidation behaviors and

oxidation resistance of the three alloys were compared at 1000 oC. The oxidation resistance of the Ti-45Al-

3Mo-2Nb alloy containing Mo and Nb was the most remarkable among the three alloys at 900 oC and 1000 °C.

At the same time, Si pack cementation coated Ti-45Al-3Mo-2Nb alloys and oxidation behavior were also

analyzed. The phase sequences of the multilayers of τ2 / Ti5Si4 / TiAl3 / TiAl2 /TiAl were observed on the

substrate. Also, a diffusion pathway of the silicide coating layers in the ternary phase diagram of Ti-Al-Si was

proposed. The oxidation resistance of the silicide coated TiAl alloys was improved during the oxidation tests

at 10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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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γ-TiAl 합금은 낮은 밀도와 700~800 oC의 고온 영역에서

우수한 강도로 우주 항공 및 자동차 분야의 고온재료로 많

은 관심을 받고 있다 [1-4]. TiAl 합금은 주로 γ상 (L10)

과 α2상 (D019)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열처리온도와 냉각

속도에 따라 near-gamma, duplex, nearly lamellar, fully

lamellar등의 미세구조를 나타내며, 각 미세구조 마다 서로

다른 특성의 기계적 물성을 나타낸다 [1,2]. 최근 연구에서

는 TiAl 합금의 고온 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BCC 구

조의 β/B2상 안정화 원소인 Mo 및 Nb을 첨가해 α2/γ 라

멜라 구조와 β/B2상을 포함한 합금 조성이 개발되었으며,

β/B2상 안정화 원소의 양이 ~5 at% 일 때에 TiAl 합금의

인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는 등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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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환경에서 TiAl 합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금 설

계에 따른 기계적 물성뿐만 아니라 내산화성과 산화거동의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TiAl 합금은 고온의 산

화 분위기에서 TiO2 및 Al2O3 산화물을 동시에 생성하며

산소 친화도와 성장속도가 빠른 TiO2가 Al2O3 보다 빠르

게 성장해 외각 층에 위치한다. 이 때에, 시편 표면에 단

일 TiO2 산화층은 모재와의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해 쉽게

박리되고 이는 고온재료의 합금 용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8,9]. 이러한 TiAl 합금의 내산화성을 개선시

키기 위한 합금을 설계하기 위하여 Mo, Nb 과 같은 β/

B2상 안정화 원소를 합금에 포함시켜 Al2O3의 결함을 감

소시키거나 TiO2의 생성을 줄이는 산화거동이 발표되었다

[10-12]. 이와 같이, 현재까지 많은 TiAl 합금의 추가 첨가

물에 따른 내산화성 향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미

세조직과 상 관점에서의 초기 산화 거동 분석은 아직 부족

한 실정이다. 

상기의 합금 설계를 통한 내산화성의 개선을 도모하는

연구 이외에 표면 코팅을 통하여 TiAl 합금의 사용 온도

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13].

특히, 팩 세멘테이션 (pack cementation) 코팅은 Ni 및

Mo 기지 합금과 같은 내열재료에 내산화 코팅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코팅법으로서, 이러한 코팅 방법은

활성화 가스를 통한 화학 기상 증착법으로 복잡한 형상의

부품에도 일정한 두께의 코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13,14]. 따라서, Si 팩 세멘테이션 (pack cementation) 코

팅을 통해 β/B2 상을 포함한 TiAl 합금의 내산화성을 향

상시키고자 하였다. Si, NaF, Al2O3 파우더를 사용한 Si

팩 세멘테이션 (pack cementation) 코팅 공정은 열처리 과

정에서 Si + NaF→ SixFy (g) + NaF (s)의 반응을 통해

SixFy (g) 활성화 가스를 생성하고 활성화 가스가 합금 내

로 고체 확산되어 silicide 코팅층을 형성하며, 고온의 환경

에서 시편을 안정적으로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15-20].

본 연구에서는 β/B2상을 포함하는 Ti-Al-(3, 5)Mo-

(2Nb) 합금 시스템의 세 종류의 합금 조성을 제작하고

산화테스트를 통하여 초기 산화 거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1000 oC 산화 테스트 과정에서 1~10분 간격으로 세 합금

내에 α2, β/B2, γ 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TiAl 합금의

사용 온도 향상시키기 위하여 Si 팩 세멘테이션 (pack

cementation) 코팅을 수행하고 실리콘 화합물 코팅층이

존재한 시험편 내산화성을 1000 oC에서 분석하여 내산화

성을 높일 수 있는 합금원소와 코팅조건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2. 실험 방법

Ti-Al-Mo(-Nb) 합금 시스템은 Ti (99.9%), Al (99.9%),

Mo (99.9%), Nb (99,9%)의 소재를 사용하여 Ti-45Al-

3Mo (3Mo), Ti-45Al-3Mo-2Nb (3Mo2Nb) 그리고 Ti-

45Al-5Mo (5Mo), 세 종류의 합금 조성을 아크 멜팅기를

사용해 제작하였다. 아크 멜팅은 Ar 분위기에서 진행하였

으며 균질화 처리를 위하여 5번 반복하여 용융하였다. 합

금의 열처리는 세 조성 모두 Ar 분위기의 1250 oC 온도에

서 12 h을 유지하였고 냉각은 로냉 (furnace cooling)으로

진행하였다. 세 합금은 900, 1000 oC의 온도에서 산화 테

스트를 통하여 최대 48 h까지 산화 저항성을 비교하였다.

특히, 1000 oC의 산화에서는 초기 산화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1~10분 간격으로 시편을 가열로에서 꺼내어 SEM

BSE, EDS 분석하는 산화 테스트를 진행하여 α2, β/B2, γ

상의 산화거동을 비교하였다. 

추가적으로 내산화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면 Si 팩 세

멘테이션 (pack cementation) 코팅은 Ti-45Al-3Mo-2Nb

합금 조성을 선정하여 알루미나 도가니 내에 Si:NaF:Al2O3

(25:5:70 wt%) 혼합 파우더를 시편과 함께 밀봉하고

1000 oC, 6 h 동안 Ar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코팅을 수행한 결과, τ2상과 Ti5Si4 silicide 코팅층과 TiAl3,

TiAl2 와 같은 내부 확산층이 형성되었고, 각 층들의 미세

조직과 상분석을 수행하였다. 실리콘 화합물이 코팅된 시

험편의 산화 실험은 900~1000 oC의 온도에서 12~48 h의

조건에서 코팅하지 않은 3Mo2Nb 합금과 내산화성을 비

교 분석했다. 시편의 표면 및 단면 미세조직은 주사전자현

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JEOL 6100,

Hitachi 5000))의 후방산란 영상으로 (back scattering

image (BSE)) 관찰하였고 에너지 분광기 (energy dispersive

spectrum (EDS)) 분석을 통해 각 상의 성분을 분석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그림 1 (a)-(c)는 아크 멜팅을 통해서 제조된 (a) 3Mo,

(b) 3Mo2Nb, (c) 5Mo 합금의 시험편 표면 SEM BSE

이미지이다. 세 조성 모두 β/B2상 안정화 원소가 포함된

합금의 미세구조인 콜로니 계면에 β/B2상이 위치하고 콜

로니 내부에 α2/γ 라멜라 구조를 나타내었다 [5]. 그림 1

(d)~(f)는 Ar 분위기에서 1250 oC 12 h 조건으로 열처리된

(d) 3Mo, (e) 3Mo2Nb, (f) 5Mo 합금의 SEM BSE 이

미지이다. 1250 oC 열처리 온도는 β/B2 안정화 상이 포함

된 합금에서 상태도 상에서 α+γ+(β/B2)상의 온도 영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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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α2/γ 라멜라 구조를 붕괴하고 고온에서 강도가 약한 β/

B2상의 분율을 줄여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키는 열처리 조

건이다 [4]. 그림 1 (d)는 콜로니 내부는 α2/γ 라멜라 +

β/B2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콜로니 계면에서는 β/B2 상이

줄어들고 γ 상이 생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1250 oC 열처리를 통해서 β/B2→γ 상으로 상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 (e)는 β/B2 상이 크게 감소하였

으며 라멜라 구조가 붕괴되었고 단일 α2, γ 상이 확장되었

다. β/B2상은 구형의 모양으로 위치해 있다. 그림 1 (f)

또한 β/B2상은 감소하고 단일 α2, γ 상이 확장하였으나,

그림 1 (e)와는 다르게 불연속 β/B2상이 나타났다. Fig. l

(e), (f)의 상 변화 또한 1250 oC 열처리를 통해서 β/B2

상의 감소와 단일 α2, γ 상의 성장을 통한 상 변화가 원

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는 세 합금의 SEM BSE 이미지로 비교한 산화

테스트 결과이다. 여러 상들의 초기 산화의 정도를 관측하

기 위하여 그림 1 (d)-(f)에 마크된 각 상들을 산화 테스

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EDS 분석하였다. 그림 2 (a)-(d)

는 3Mo 시편의 1000 oC 9, 15, 27, 40 min 산화 테스

트 조건에서 같은 미세조직의 위치를 촬영한 SEM BSE

이미지이다. 그림 2 (a) 산화 시간 9 min에서 네모로 마

크된 부분에서 단일 γ 상에서 산화물의 생성이 시작되었다.

그림 2 (b) 산화 시간 15 min에서는 모든 상에서 산화가

시작되었지만 일찍부터 생성된 단일 γ 상의 주변에 산화물

이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Mo의 β/B2상은 그림 2

(c) 산화시간 27 min에서도 일부 모양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γ 상보다 산화물을 형성하는 속도가 느린 것으로 사

료된다. 그림 2 (d) 산화시간 40 min 이상에서는 시편의

표면이 완전히 산화되었다. 그림 2 (e)-(h)는 3Mo2Nb 시

편의 1000 oC 9, 15, 27, 40 min 산화 테스트 조건에서의

미세조직 SEM BSE 이미지이다. 그림 2 (e) 산화시간 9

min에서 일부 γ 상에서부터 산화물의 형성이 관찰 되었다.

그림 2 (f) 산화시간 15 min에서는 모든 상이 산화가 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림 2 (g), (h)에서 단일 α2 상이 완전히

산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γ 상

보다 α2 상의 산화물 형성 속도가 늦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f)-(h)는 5Mo 시편의 1000 oC 9, 15, 27,

40 min 산화 테스트 조건에서의 미세조직 SEM BSE 이미

지이다. 3Mo, 3Mo2Nb 시편과 마찬가지로 단일 γ 상이

전체적으로 초기에 산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2 (i), (j)).

그림 2 (k) 산화시간이 27 min에서 단일 α2, β/B2 상이

늦은 산화물 생성 속도로 인하여 상의 형상이 남아있다.

그림 2 (l) 산화시간 40 min 이후에는 모든 상이 산화물을

형성하였다. 

TiAl 합금내 Mo+6이온과 Nb+5이온은 TiO2 산화물의

Ti+4 이온자리에 고용되어 전기적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

TiO2의 성장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산화 거동은

Mo, Nb의 첨가 양에 따라 거동의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9,10]. 따라서, 하나의 합금 조성 안에서도 Mo 및

Nb 함량 또는 Ti, Al의 비율에 따라 산화 속도가 다르다

고 사료된다. 그림 2의 산화 테스트 결과로는 초기에 γ 상

이 산화물 형성되며 α2, β/B2 상은 산화물의 형성속도가

느린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는 세 합금 (a) 3Mo, (b) 3Mo2Nb, (c) 5Mo을

1000 oC 24 h 산화 테스트를 통해 충분한 산화물의 성장

이 일어난 이후의 SEM BSE 이미지와 EDS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a), (c)의 표면산화물은 두 합금

간에 큰 차이 없이 약 10 μm 크기의 결정을 이뤄 표면

Fig. 1. SEM BSE image of as-cast specimen with compositions of (a) Ti-45Al-3Mo, (b) Ti-45Al-3Mo-2Nb, (c)Ti-45Al-5Mo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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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덮고 있으나, 그림 3 (b) 3Mo2Nb의 표면 산화물은

약 ~5 μm 이하의 크기로 그림 3 (a), (c)보다 작은 크기

의 결정이 표면에 생성되었다. 또한, 표면 산화물의 EDS

분석결과, 그림 3 (a), (c)는 TiO2 산화물이 표면을 덮고

있는 것과 다르게, 그림 3 (b)는 Al이 4.8 at% 검출되어

TiO2+Al2O3 보호층이 표면을 이루었다.

그림 4는 세 합금의 900~1000 oC 12~48 h 산화테스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900 oC 48 h, 1000 oC

12, 24, 48 h의 모든 산화테스트 조건에서 3Mo2Nb 합금

이 3Mo, 5Mo 보다 우수한 내산화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내산화성의 차이는 그림 3 (b)의 ~5 μm 이하의 결정 크기

인 TiO2+Al2O3 복합 산화층이 시편을 보호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세 합금 모두 1000 oC의 온도에서 장시

간 안정적으로 시편을 보호할 수 없으며, 이는 합금의 사

용온도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세 종류의 합금 중 가장

우수한 내산화성을 가진 3Mo2Nb 합금을 선정하여 Si

pack cementation 표면 코팅을 통해 1000 oC의 내산화성

을 추가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림 5은 (a) 1000 oC 6 h 조건에서 Si pack cementation

코팅한 시편 단면 SEM BSE 이미지와 (b) 700 oC에서의

Ti-Al-Si 3원계 상태도이다 [19]. 그림 5 (a)의 각 코팅층

및 확산층을 EDS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정리하였다. 그림

Fig. 2. Surface morphology of (a)-(d) 3Mo, (e)-(h) 3Mo2Nb and (i)-(l) 5Mo after oxidation tests at 1000 oC for 9, 15, 27 and 40 min.

Fig. 3. Surface morphology and EDS results of (a) 3Mo, (b)3Mo2Nb, (c) 5Mo after oxidation tests at 1000 oC for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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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는 표면에서부터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층은 EDS 분석을 통해 정의하였다. EDS 분석결과 외각의

코팅층 부터 ①τ2층 / ②Ti5Si4층 / ③Ti3Al층 / ④Ti2Al층

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① τ2층은 가장 표면에 형

성된 층으로 약 8.2 μm층의 두께로 형성되었다. ② Ti5Si4

층은 코팅층의 중앙에 가장 두꺼운 두께를 가지는 silicide

코팅층으로 두께는 약 59.5 μm이다. ③, ④은 Si을 포함

하지 않은 Al rich 확산층으로 ①, ②에서 silicide 코팅층

을 형성하면서 시편의 내부로 확산된 Al의 영향을 받은

층으로 두께는 약 16.4 μm이다. 이러한 β/B2상을 포함한

TiAl 합금의 Si pack cementation 코팅의 확산 경로로는

그림 5 (b)의 Ti-Al-Si 3원계 상태도에 표시 한 바와 같

이 τ2 / Ti5Si4 / Ti3Al / Ti2Al / TiAl이다.

그림 6은 표면 코팅되지 않은 3Mo2Nb 합금과 Si pack

cementation 코팅을 진행한 3Mo2Nb 시편의 1000 oC 48

h 산화 테스트 결과이며, 표 2는 그림 6 (b)의 산화 테스

트한 코팅층을 EDS 분석한 것이다. 그림 6 (a)는 코팅하

지 않은 3Mo2Nb 합금의 1000 oC 48 h 산화 테스트 후

SEM BSE 이미지로 산화층이 계단 모양으로 박리 되면서

시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산화물 구조를 형성하

였다. 이러한 산화 거동은 산화테스트의 시간에 따라 반복

적으로 산화물의 생성과 박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시편

을 보호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6 (b)는

3Mo2Nb 합금에 Si pack cementation 코팅을 진행한 그

림 6 (a) 시편을 1000 oC 48 h 산화 테스트 결과이다.

산화 테스트 이후의 silicide 코팅층은 코팅하지 않은 시편

Fig. 4. Oxidation tests results of Ti-45Al-3Mo, Ti-45Al-3Mo2Nb,
Ti-45Al-5Mo at 900, 1000 oC.

Table 1. EDS analysis of the silicide coating layer.

EDS Point Ti Al Si Stoichiometry

① 51.5 7.4 41.1 τ2

② 51.1 - 48.9 Ti5Si4

③ 26.0 74.0 - TiAl3

④ 31.9 68.1 - TiAl2

Fig. 5. (a) SEM BSE images of Ti-45Al-3Mo-2Nb after Si pack cementation coatings, (b) ternary phase diagram of Ti-Al-Si at 700 oC.

Fig. 6. SEM BSE images of (a) uncoated Ti-45Al-3Mo-2Nb and (b)
silicide coated Ti-45Al-3Mo-2Nb after oxidation tests at 1000 oC
for 4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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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화층과 다르게 여러 세라믹 보호층 및 코팅층이 박리

없이 시편을 보호하였다. 각 층은 표면부터 ① TiO2 보호

층 / ② TiO2+SiO2 보호층 / ③ Ti5(Si, Al)3 층+④

Ti3Al 상 / ⑤ Ti2Al 층 / ⑥ 3Mo2Nb 합금 모재로 이루

어져 있다. 이러한 생성상과 산화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TiO2 보호층은 4~6 μm의 두께로 표면을 덮고 있으며,

그림 6 (a)의 산화 층과 다르게 시편으로부터 박리가 관찰

되지 않았다. ② TiO2+SiO2 보호층은 2~3 μm의 두께로

① TiO2층의 아래에 위치하며 TiO2와 섞여 박리를 방지하

고 보호성이 높은 SiO2를 통하여 추가적인 산화를 방지한

다. ③ Ti5(Si, Al)3 + ④ Ti3Al 영역에서 ③ Ti5(Si, Al)3

는 ② SiO2를 형성하여 Si을 소비한 τ2 및 Ti5Si4 (Fig. 5

(a))층이다. ④ Ti3Al 상과 ⑤ Ti2Al 층은 Si 코팅의 영향

이 없는 확산층이고 ⑥은 3Mo2Nb 모재이다. 

그림 7은 그림 6 (b) SEM BSE 이미지를 모식화한 것

이다. Si 팩 세멘테이션 (pack cementation) 코팅한

3Mo2Nb 합금 (그림 7 (b))은 1000 oC 48 h 조건의 산

화테스트에서 세라믹 ① TiO2 보호층 / ② TiO2+SiO2 보

호층 / ③ Ti5(Si, Al)3 층+④ Ti3Al 상 / ⑤ Ti2Al 층 /

⑥ 3Mo2Nb으로 산화 거동이 나타났다. 이러한 산화 거동

에 의해서 생성된 세라믹 보호층으로 산소의 추가적인 침

입을 방지하였다. 코팅하지 않은 3Mo2Nb 합금과 Si 팩

세멘테이션 (pack cementation) 코팅한 합금의 산화실험에

의한 나타난 무게 변화는 그림 8의 그래프로 비교하였다.

실리콘 화합물 코팅층을 형성한 시편이 900~1000 oC의 온

도에서 12~48 h의 모든 산화 테스트 조건에서 코팅하지

않은 3Mo2Nb 시편보다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1000 oC 12, 24, 48 h 산화 조건에서 ~0.36%, ~0.47%,

~0.82%으로 1% 미만의 적은 무게 변화를 나타내어

1000 oC의 고온 환경에서 우수한 내산화성을 증명하였다.

4. 결 론
 

β/B2상 안정화 원소가 포함된 γ-TiAl 합금 조성은 상온

인성과 고온 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로 인하여 합금 설계

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고온 환경에서 TiAl

합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계적 물성 평가 뿐 아니라 내

산화평가와 산화거동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Ti-45Al-3Mo, Ti-45Al-3Mo-2Nb, Ti-45Al-5Mo

세 합금 조성을 제조하고 900, 1000 oC의 온도에서 산화

거동과 내산화성을 비교 분석하고 코팅한 시험편을 비교분

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제조된 합금은 모두 β/B2 상이 콜로니 계면에 존재하

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α2/γ 라멜라 구조를 나타내었다. 또

한, 세 종류의 합금을 1250 °C에서 열처리한 결과, 콜로니

Table 2. EDS analysis of the silicide coating layer after oxidation tests.

EDS Point Ti Al Si Mo Nb O Stoichiometry

41.3 0.8 0.8 - - 56.5 TiO2

19.9 0.6 20.3 - - 59.2 TiO2+SiO2

67.9 1.1 26.6 4.4 - - Ti5(Si, Al)3

79.7 20.3 - - - - Ti3Al

59.7 36.8 - 3.5 - - Ti2Al

49.1 45.2 - 3.6 2.2 - Substrate

Fig. 7. Schematic microstructures of silicide coated Ti-45Al-3Mo-
2Nb after oxidation tests.

Fig. 8. Comparison of oxidation resistance between uncoated Ti-
45Al-3Mo-2Nb alloy and silicide coated Ti-45Al-3Mo-2Nb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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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라멜라구조는 α2/γ 라멜라 및 β/B2 상이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콜로니 계면에 존재하던 β/B2

상은 줄어들고 γ상이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2. 상기의 세 종류의 합금을 산화한 결과, 초기에 단일

γ상 주변에 산화물이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β/B2

상은 γ상보다 산화물을 형성하는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α2상은 가장 산화물의 형성속도가 느린 것으

로 나타났다. 아울러, Ti-45Al-3Mo-2Nb 합금은 1000 °C

에서 40분을 산화하였음에도 단일상이 남아있음으로 보아

가장 내산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i-45Al-3Mo-2Nb

합금은 약 5 μm 크기의 TIO2+Al2O3 복합산화물이 존재하

여 내산화성을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3. 가장 내산화성이 우수한 Ti-45Al-3Mo-2Nb 합금의 내

산화성을 개산하고자, Si 팩 세멘테이션 (pack cementation)

표면 코팅을 수행한 결과, 코팅층의 생성상 경로는 τ2/

Ti5Si4/TiAl3/TiAl2/TiAl로 나타났다. 생성된 실리콘화합물이

표면에 존재하고 있는 코팅된 시험편과 코팅되지 않은 시험

편을 산화 후 비교분석한 결과, 1000 oC 48 h의 산화노출실

험에서 코팅된 시험편은 1 wt% 미만의 무게증가율을 나타

내었지만, 코팅되지 않은 시험편은 약 4.5 wt%의 무게증가

를 나타내어 코팅층이 내산화성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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