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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r-Co-Al-Mo-Ti-Re-Ta-W-Ru 단결정의 대기중 1000 oC에서의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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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ee kinds of Ni-based single crystals with the compositions of 63.8Ni-7.5Cr-5.1Co-4.8Al-1.9Mo-

0.9Ti-3Re-11.8Ta-1.2W, 61.4Ni-7.4Cr-5Co-4.8Al-1.8Mo-0.9Ti-3.1Re-11.6Ta-4W, and 60.9Ni-7.5Cr-5Co-4.8Al-

2Mo-1Ti-2.9Re-10.9Ta-1.2W-3.8Ru, in wt%, were cast in a Bridgman furnace. In the cast alloys, Cr, Co, Re,

Mo, W, and Ru became microsegregated in dendrites consisting of γ-Ni, while Ni, Ta, and Al microsegregated

in interdendrites consisting of eutectic γ/γ . The cast alloys were oxidized at 1000 oC up to 275 h in air to study

the effect of alloying elements on high-temperature oxidation. The oxide scales consisted primarily of CrTaO4,

with some NiCr2O4, NiO, and α-Al2O3. The oxidation resistance was dependent on the formation and

continuity of the α-Al2O3 scale. Ta and W were beneficial, while Ru was harmful in improving the oxidation

resistance. The selective oxidation of Al in dendrites led to the formation of thin, uniform α-Al2O3 scales, i.e.,

uniform oxidation. The competitive oxidation of active elements such as Al, Ti, and Ta in interdendrites led

to the formation of porous, crack-susceptible oxide nodules, i.e., nodular oxidation. Less active elements such

as Ru, Re, Ni, Co, Mo, W, and Cr tended to enrich in the vicinity of the oxide nodules. The oxidation progressed

through the outward diffusion of cations and the inward diffusion of oxygen. This inward diffusion formed

internal alumina islands, beneath the oxid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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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Ni계 초합금은 항공기와 산업용 가스터빈엔진의 블레이

드와 vane에 사용되고 있는데, 1000 oC 이상의 고온, 고응

력, 산화/부식 조건에서 장시간 운용되므로 높은 강도와 인

성, 우수한 크립, 피로, 고온 부식저항을 얻기 위해 지속적

으로 개발되고 있다. Ni계 초합금은 진공유도용해법 (등축

결정립), 일방향응고 (주상 다결정립) 및 단결정법으로 제

조되고 있다. 특히, 주상의 다결정립과 비교하여 단결정은

균열발생, 확산경로역활을 하는 결정립이 없기 때문에 뛰

어난 고온특성을 가진다 [1-3]. Ni계 단결정 합금은 γ-

Ni3Al강화상의 주 원소인 Al, 고온강도와 열팽창계수를 조

절하는 Co 및 내화원소인 Ta, Cr, Mo, Ti, W, Re, Ru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특히, Re, W, Ta, Mo, Ru와

같은 크립강화원소는 기지내에서 화학성분의 불균질성을

일으키고, 무척 취약한 TCP 상(topological close-packed

phase)를 석출시킬 수 있으므로 기계적, 열적, 미세조직적

안정도에 의거하여 합금조성의 최적화가 요구된다 [4]. Ni

계 단결정 합금은 B, C, Zr과 같은 입계강화원소 없이

Ta, W, Mo 등의 내화금속 함량을 높인 1세대 합금, 약 3

wt%Re가 첨가된 2세대 합금, 5-6 wt%Re가 첨가된 3세대

합금, 5-6 wt%Re, 2-3 wt%Ru 가 첨가된 4세대 합금 및

5-6 wt%Re, 5-6 wt%Ru 가 첨가된 5세대 합금으로 분류된

다 [5-8]. 특히, Re는 초고가의 백금족원소이지만 γ기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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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γ´석출물의 조대화를 억제하여 열-기계적 특성을 최

적화시키며 [9], 기지상내에 cluster (short-range order)를

형성하여 전위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크립강화

원자이다 [10]. Re보다 밀도가 절반이어서 무게를 크게 절

감시킬 수 있는 백금족원소인 Ru는 Re를 부분적으로 대체

할 수 있고, Re만 첨가했을 때와 비교하여 TCP 상 석출

을 억제하고 고온 크립 특성을 크게 증진시킨다 [6,11]. 본

연구에서는 (60.9-63.8)Ni-(7.4-7.5)Cr-(5-5.1)Co-4.8Al-(1.8-

2)Mo-(0.9-1)Ti-(2.9-3.1)Re-(10.9-11.8)Ta-(1.2-4)W-(0-

3.8)Ru (wt%) 조성범위에서 합금원소 Ta, W, Ru의 함량

이 상이한 3종류의 Ni계 단결정 주조재의 미세조직 및

1000 oC, 275 시간동안의 고온산화거동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세대 합금조성을 바탕으로 준비한 Ni계 단

결정 합금의 미세조직, 고온산화속도 및 산화막의 특성을

조사함이다.

2. 실험 방법

단결정성장전기로(Bridgman furnace)를 이용하여 직경

1.6 cm, 길이 20 cm 봉상형태로 표 1에 나타낸 3종류의

Ni 단결정 시편을 제조하였다 [12]. 시편조성은 2세대합금

인 PWA-1484 합금 (59.4Ni-5Cr-10.1Co-1.9Mo-5.9W-

5.7Al-8.7Ta-3Re, wt%)과 1세대합금인 PWA-1480 (Ni-

10Cr-5Co-4W-5Al-1.5Ti-12Ta-4W-0.003B, wt%)의 조성을

참조하여 설계한 것으로서, Ta함량이 높은 이유는 대표적

인 주조결함인 TCP 상과 freckle defect를 줄이고, 고용강

화를 통해 크립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함이고 [13], Re 함량

은 2세대합금와 동일하게 3 wt%인데, 이는 5-6 wt%Re 조

성의 3세대합금 [14]과 (5-6 wt%Re, 2-3 wt%Ru) 조성의

4세대합금 [11,15] 및 (5-6 wt%Re, 5-6 wt%Ru) 조성의 5

세대 합금의 [16,17] 내산화성은 비보호적 원소인 Re, Ru

가 많아서 2세대합금보다 열악하고, TCP 상을 석출하기 쉬

울 뿐만 아니라, 밀도가 높아지고 가격이 비싸짐을 고려하

고 크립특성과 미세조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12].

수지상 조직을 가진 주조재의 미세조직은 알루미나 분말

로 0.3 μm까지 미세연마한 후, 광학현미경(OM), 주사전자

현미경(SEM/EDS), 미소탐침분석기 (EPMA)로 조사하였으

며, 필요시 γ  상을 제거하기 위해 시편을 (-)극, 구리판을

(+)극으로 설치한 후, (에탄올:perchloric산:propionic산 =

4:1:3) 용액에서 10 V, 1 A에서 1분간 전해에칭하였다. 수

지상(dendrite)과 γ/γ  공정상으로 구성되는 수지상간 영역

(interdendrite)에서의 모재 원소의 미세편석(microsegregation)

은 미소탐침분석기로 조사하였다. 결정방위와 존재상은 고

출력 X선회절분석기(XRD, Cu-Kα target, 40 kV, 300

mA, 주사속도=10 o/min)로 조사하였다. 산화속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 제조된 잉곳을 직경 1.6 cm, 두께 2 mm로 절

단한 후, SiC연마지를 이용하여 #1500까지 연마하고, 아세

톤과 알코홀내에서 초음파 세척한 후, 열중량분석기(TGA)

를 이용하여 대기중, 1000 oC에서 최고 275 시간까지 산

화시키면서, 무게증가량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재

원소 뿐만 아니라 주조재내의 미세편석이 고온산화에 미치

는 효과까지도 조사하기 위해 산화시험전 균질화 열처리는

하지 않았다 [7,18-20]. 화학조성 및 존재하는 상은 주사전

자현미경, 미소탐침분석기 및 EDS (5-nmφ spot size)가

부착된 전계방사형 투과전자현미경(FE-TEM, 가속전압=200

keV)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EM 시편은 탄소로 코팅한

후, focused ion beam system (FIB)을 이용하여 준비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종류의 주조봉시편을 응고방향에 수직으로 자른 후, X

선회절 시험한 결과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미약한 회절

선까지도 나타내기 위해 세로축은 로그눈금으로 표시하였

다. 모든 시편에서 2θ = 50.2-50.5o 사이에 검출된 주 회절

선은 fcc γ-Ni 기지의 (200)면으로서 단결정은 <100>방향

으로 성장하였다. 측정된 γ-Ni의 격자상수는 3.61-3.63 Å

으로서, 합금원소의 고용에 의해 순수한 Ni의 격자상수,

′

′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prepared single-crystal Ni-base superalloys.

Designation Composition 

(12Ta,1W) 
63.8Ni-7.5Cr-5.1Co-4.8Al-1.9Mo-0.9Ti-3Re-11.8Ta-1.2W (wt%)

67Ni-8.9Cr-5.3Co-10.9Al-1.2Mo-1.3Ti-1Re-4Ta-0.4W (at%)

(12Ta,4W) 
61.4Ni-7.4Cr-5Co-4.8Al-1.8Mo-0.9Ti-3.1Re-11.6Ta-4W (wt%)

65.8Ni-9Cr-5.3Co-11.1Al-1.2Mo-1.2Ti-1Re-4Ta-1.4W (at%)

(11Ta,1W,4Ru) 
60.9Ni-7.5Cr-5Co-4.8Al-2Mo-1Ti-2.9Re-10.9Ta-1.2W-3.8Ru (wt%)

64.5Ni-9Cr-5.3Co-11.1Al-1.3Mo-1.3Ti-1Re-3.7Ta-0.4W-2.4Ru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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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 Å, 보다 크다. 부가상인 γ-Ni3Al상의 회절선은 약하

게 검출되었다. 

준비한 주조봉시편에 대한 전형적인 SEM 미세조직사진

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a)의 에칭사진에서 1차

수지상은 <001>fcc 방향으로 선택성장하였다. γ -Ni3Al석출

물의 크기는 평균 0.5 μm로 미세하여 (그림 2(b)) 그림 1

에서 약하게 검출되었다.   

그림 3에 나타낸 3종류의 시편에 대한 에칭된 광학현미

경 조직사진에 대해 상분석기(image analyzer)로 수지상간

영역의 부피분율을 구한 결과, (12Ta,1W)합금은 6.8%,

(12Ta,4W) 합금은 15% 및 (11Ta,1W,4Ru) 합금은 14.2%

′

Fig. 1. XRD diffraction patterns of (12Ta,1W), (12Ta,4W), and
(11Ta,1W,4Ru) alloys.

Fig. 2. Transverse cross-sectional SEM secondary electron (SE)
image of (11Ta,1W,4Ru) alloy (etched). (a) dendrite microstructure,
(b) γ -Ni3Al cuboidal precipitates.′

Fig. 3. Transverse cross-sectional etched optical images (right) and
black and white threshold images used to determine the fraction of
eutectic phase present. (a) (12Ta,1W) alloy, (b) (12Ta,4We) alloy,
(c) (11Ta,1W,4Ru)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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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3종류 시편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12], 응고시

고체/액체 계면에서의 농도비인 분배계수, k=CS/CL,은

Re=4.07, W=3.13, Mo=2.19, Cr=2.04, Co=1.31, Ru=

1.03, Ni=0.97, Al=0.78, Ta=0.59, Ti=0.5으로서, 응고시

Re, W, Mo, Cr, Co, Ru는 수지상에 먼저 편석되며, γ -

상 구성원소인 Ni, Al, Ti, Ta는 마지막에 응고되어 γ/γ

공정조직의 수지상간 영역에 편석된다. Hobbs 등의 Ni계

단결정의 응고특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분배계수, k는 평균

적으로, Re=1.42, W=1.24, Mo=1.09, Cr=1.07, Co=1.06,

Ru=1.04, Ni=0.97, Al=0.9, Ta=0.75으로서 유사한 경향이

′

′

Fig. 4. Transverse etched cross-sectional EPMA SE image and
corresponding line profiles. (a) (12Ta,1W) alloy, (b) (12Ta,4W)
alloy, (c) (11Ta,1W,4Ru) alloy.

Fig.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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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다 [21]. 이와 같이, Re, W, Co, Cr, Mo의 수지

상에서의 편석 및 Al, Ta, Ti의 수지상간 영역에서의 편석

이 보고되고 있다 [1,20-23]. 

3종류 시편에 대한 EPMA선분석로부터 구한 각 원소의

분포(편석)를 그림 4(a)-(c)에 나타내었다. A-B선상의 작은

원들은 수지상간 영역을 표시한다. 각 원소들의 편석된 정

도는 위치에 따라 어느 정도의 편차를 가졌고, Ti의 편석은

불분명하였지만, 기존의 보고와 유사하게 [1,12,19,21,22] 수

지상간 영역에는 Ni, Ta, Al이 편석되고, 수지상에는 Cr,

Co, Re, Mo, W, Ru가 편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5은 대기 중, 1000 oC, 275시간에서의 산화곡선이

다. 그림 5(a)에서 고온 장시간 산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편은 비교적 작은 무게증가량을 보이는데, 이는 모재에

는 내산화성이 양호한 (60.9-63.8)%Ni 및 내산화성이 우수

한 4.8%Al과 (7.4-7.5)%Cr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산화성

은 (11Ta,1W,4Ru), (12Ta,1W), (12Ta,4W) 합금의 순서로

증가하였는데, 이 이유는 다음의 이유 때문에 불확실하였

Fig. 4. Continued 

Fig. 5. Oxidation curves of (12Ta,1W), (12Ta,4W), and
(11Ta,1W,4Ru) alloys at 1000 oC for 275 h in air. (a) weight gain
versus oxidation time, (b) parabolic plot. Dotted lines in (b) are
parabolic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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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3종류 시편은 내산화성이 상이한 9개 이상의 원

소를 가지고, 둘째, 그림 4와 같이 각 원소는 모재내에 불

균일하게 분포되고, 셋째, 각 원소는 산화시 다른 종류의

산화물과 반응하여 복합산화물을 만들거나 (그림 7 참조),

다른 종류의 산화물내에 고용되고 (그림 8, 11, 12 참조),

넷째, 수지상에서는 uniform oxidation이 일어나고, 수지상간

영역에서는 위치에 따라 불규칙한 크기와 깊이로 nodular

oxidation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림 8-12 참조). 어쨌든, 내

산화성이 (11Ta,1W,4Ru), (12Ta,1W), (12Ta,4W) 합금의 순

서로 증가함은 Ta와 [11,13,24] W는 [25] 산화물의 접착

력을 증진시켜 산화물의 박리를 억제하여 합금의 내산화성

을 증진시키고, Ru는 휘발성 산화물을 형성하여 산화물의

접착력을 저하시켜서 산화물의 박리, 균열을 촉진시켜 내

산화성을 감소시킴이 주 이유로 사료된다 [6,11,15,17,26].

또한, 그림 5에서의 Ta, W의 내산화성 증진효과는 Ta, W

가 다른 종류의 산화물 내에 고용되어 doping효과를 일으

킴도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TiAl-W 합금

에서 W는 비보호성 원소이지만, 6족원소인 W가 4족원소

인 Ti의 산화물인 TiO2에 고용되면 doping효과에 의해

TiO2의 성장속도가 느려져 TiAl-W 합금의 내산화성은 증

진된다 [27]. 또한, 5족원소이면서 비보호성 원소인 Ta는

CrTaO4 스피넬을 만들어서 내산화성을 증진시키거나

[11,25], 더 낮은 원자가를 가진 산화물내에 고용되어

doping효과를 일으켜서 내산화성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 (그

림 7 참조). 

그림 5(b)에서 모든 시편의 산화곡선이 포물선적 산화법

칙을 정확히 따르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편

표면이 균일한 속도로 산화되지 않았다. 즉, 수지상에서는

uniform oxidation이, 수지상간 영역에서는 nodular

oxidation이 불규칙한 크기와 깊이로 일어났다 (그림 8-12

참조). 둘째, 합금원소인 Cr, Mo, W, Re, Ru의 산화물이

1000 oC에서 부분적으로 휘발되어 산화막의 균열, 박리를

일으켜서 산화곡선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Cr은 무

척 느리게 성장하는 보호피막 Cr2O3 (용융점 2330 oC)을

Fig. 6.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parabolic rate constants of
(12Ta,1W), (12Ta,4W), and (11Ta,1W,4Ru) alloys at 1000 oC in air.
The kp values of PWA-1484, CMSX-10, and TMS-138A single-
crystal Ni-base alloys [16] as well as the CoO-, NiO-, Cr2O3-, SiO2-
[28], TiO2- [30], α-Al2O3-forming kinetics [31] are superimposed. 

Fig. 7. XRD patterns after oxidation at 1000 
o
C for 275 h. (a)

(12Ta,1W) alloy, (b) (12Ta,4W) alloy, (c) (11Ta,1W,4Ru) alloy.



240 대한금속 ·재료학회지 제58권 제4호 (2020년 4월)

형성하지만, 1000 oC 이상에서는 휘발성 산화물 CrO3 (용

융점 198 oC)을 서서히 형성하기 시작한다 [28]. Mo은 고

온에서 MoO(g), MoO2 (용융점 2300 oC) 및 MoO3 (용융

점 802 oC) 등의 휘발성 산화물을 형성하여 재난적으로 산

화된다 (catastrophic oxidation) [28,29]. Mo과 유사하게

W도 WO(g), WO2 (용융점 1530 oC) 및 WO3 (용융점

1472 oC) 등의 휘발성 산화물을 형성하여 재난적 산화를

일으키지만, W-산화물의 증기압은 Mo-산화물보다는 낮아

서 W는 Mo보다는 느리게 산화된다. 백금족 원소인 Re와

[15,24] Ru는 [11,16,17,26,29] 높은 휘발성을 가지는

Re2O7와 RuO2로 각각 산화된다. 그런데, 합금원소인 Cr,

Mo, W, Re, Ru가 모두 산화물로 휘발하지는 않으며, 일

부는 복합산화물을 만들거나 (그림 7 참조), 다른 산화물내

에 고용되기도 한다 (그림 8, 11, 12 참조). 

그림 5(b)의 산화곡선에서 초기 천이산화기간을 제외한

50-275 시간에 대해 포물선 산화속도식인 ΔW2 = kp t을

이용하여 포물선 산화속도, kp,를 구한 후, 이 들 값을 산

화온도의 역수로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ΔW 는 단

위면적당 무게증가량이고, t는 산화시간이다. uniform

oxidation이 일어나는 수지상에서의 산화, nodular oxidation

이 일어나는 수지상간 영역에서의 산화 및 휘발성 산화물

의 생성에 따른 산화막의 균열과 박리에 의해 kp값은 결정

되는데, 준비한 시편의 kp값은 3 wt%Re를 함유한 2세대

합금인 PWA-1484의 kp값과 비슷하지만, 6 wt%Re 를 함

유한 3세대 합금인 CMSX-10 (Ni-2Cr-3Co-0.4Mo-5W-

5.7Al-0.2Ti-8Ta-0.1Nb-0.03Hf-6Re, wt%)과 5 wt%Re와

3.6 wt%Ru 를 함유한 4세대 합금인 TMS-138A (Ni-

3.2Cr-5.8Co-5.6W-5.7Al-2.8Mo-5.6Ta-0.1Hf-5Re-3.6Ru,

wt%)의 kp값 보다는 작았다 [16]. 순수한 금속과 비교해서

는 준비한 3시편은 Co, Ni, Cr, Si [28]와 Ti의 산화속도

[30]보다는 느리고 α-Al2O3형성속도보다는 빠르게 산화되

었다 [31]. 즉, 준비한 3 시편은 Ni기지에 Al, Cr이 상당

량 들어있어, 산화물의 부분적 휘발, 균열, 박리에도 불구

하고, 겉보기에는 내산화성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사료

된다.

그림 7은 (12Ta,1W), (12Ta,4W) 및 (11Ta,1W,4Ru) 합

금을 1000 oC에서 275시간동안 산화시켰을 때의 X선회절

패턴으로서 γ-Ni와 γ -Ni3Al로 구성된 모재의 강한 회절선

과 비교하여 산화물의 회절선이 미약하여 세로축을 로그눈

금으로 표시하였다. 제1, 2 합금원소인 Ta와 Cr의 산화물

인 CrTaO4 스피넬이 주산화물이었고, NiCr2O4 스피넬,

NiO 및 α-Al2O3가 부산화물로 검출되었다 [7,20,32].  

표 2는 본 연구에서 생성가능한 산화물의 1000 oC에서의

표준생성자유에너지를 나열한 것으로서, 표준상태에서는

Ru<Re<Ni<Co<Mo≈W<Cr<Ta<Ti≈Al의 순서로 산소친화력

이 강해진다 [33]. Ta와 Cr는 산소친화력도 강하고, 함량도

많기 때문에 X선회절시험에서 CrTaO4 스피넬이 주산화물

로서 검출되었고, 산소친화력이 강한 Al의 산화물인 α-

Al2O3도 검출되었으나, 산소친화력이 강한 Ti는 함량이

(1.2-1.3) at%로 가장 적고 다른 산화물에 고용될 수도 있

기 때문에 Ti-산화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림 7). Co는

함량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귀하고 다른 산화물에 고용되

어 Co-산화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원래, Ti와 Co는 모재

Ni보다 빨리 산화되기 때문에 내산화성을 저하시키는 원소

이다 (그림 6). Ni도 Co와 유사하게 비교적 귀한 원소이

지만 함량이 (64.5-67) at%로 가장 높아서 Ni-산화물이 검

출되었다 (그림 7). Re, Mo, W, Ru은 비교적 귀한 원소

이고 함량, 즉, 활동도가 낮아서 산화되기 보다는 더 안정

한 다른 종류의 산화물내에 고용되려는 경향이 있으며, 만

약, 이들이 산화될 경우에는 휘발성 산화물을 만들기 때문

에 이들 원소의 산화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림 7). 

그림 8은 1000 oC에서 30분동안 산화시킨 (11Ta,1W,4Ru)

합금에 대한 SEM/TEM-EDS 분석결과로서 초기 산화단계

이다. 그림 8(a)에서 수지상간 영역에서 우선적 산화가 일

어났는데, 이는 다른 두 종류 시편에서도 동일하였다. 우선

산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수지상간 영역에 편석된 Al, Ti,

Ta는 산소친화력이 강하여 경쟁적으로 산화되기 때문으로

서 (표 2), 특히, 수지상간 영역에서는 제1합금원소인 Ta가

CrTaO4로 산화되어서 연속적이고 치밀한 α-Al2O3 보호피

막의 형성을 방해한다 (그림 7, 8). 반면에, 수지상에서는

산화막이 아주 얇은 이유는 그림 9-12에서와 같이 α-

Al2O3 보호피막이 생성되었기 때문인데, 수지상에서는 Ta

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α-Al2O3 보호피막 형성이 방해

받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α-Al2O3는 Ni계 단결정에서 주

′

Table 2. Standard free energy of formation of oxides at 1000 oC [33]. 

Oxide RuO2 ReO2 NiO CoO MoO2

Δ (kJ/mol of O2) -97 -210 -252 -289 -360

Oxide WO2 Cr2O3 Ta2O5 TiO α-Al2O3

Δ (kJ/mol of O2) -361 -539 -597 -843 -847

Gf

o

G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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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피막 역할을 한다 [4,18,26,32,34]. FIB를 이용하여 우

선적으로 산화되는 수지상간 영역에서 시편을 채취한 후,

TEM-EDS 분석하였다. 산화막은 약 2 μm두께로서 (그림

8(b)), 기지원소인 Ni와 제 1합금원소인 Ta 는 유사한 분

포를 보인다 (그림 8(c)). NiO의 결함구조는 Ni1-δO로서

비양론성이 작아서 느리게 성장하며, Ni2+이온의 외방확산

에 의해 성장하는데 [35], 그림 8(b)의 왼쪽 최상단에 있

는 몇 개의 NiO 결정립은 Ni2+이온의 외방확산에 의해 성

장하였다 [11,16]. 이들 NiO 결정립내에는 Ta, W, Co가

고용되어 있으므로 이들 원소도 어느 정도 외방확산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c)). 순수한 Ta의 산화는 산소의 고용

에서 시작하여, TaO 천이상을 거쳐 β-Ta2O5 안정상으로

되며, 초기에는 포물선법칙을 따르지만, 900-1000 oC에서는

30분 이후부터 산화막 균열, 박리를 동반하면서 선형적으

로 급속히 산화된다 [36]. 그러나, 열악한 내산화성을 가진

Ta가 β-Ta2O5 + Cr2O3 = 2CrTaO4 고상반응에 의해 CrTaO4

스피넬로 산화되면 (그림 7) 보호피막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11,25]. CrTaO4는 2세대합금인 CMSX-4에서는

외부NiO층 아래에 내부산화물로 존재하였다 [4,8]. 어쨌든

, 그림 8(c)는 Ta, Cr이 반드시 CrTaO4 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산화물에 어느 정도 고용됨을 보여준다. Co는 Co1-

δO, Co3±yO4로 산화되기 때문에 그림 8(c)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o는 외방확산되어 산화될 수 있다 [37]. 왼쪽

최상단 NiO 결정립 직하의 기공(void)은 Ta, W, Co가 고

용된 NiO가 생성될 때, 이방성 부피팽창과 양이온의 외방

확산에 따른 Kirkendall효과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사료된

다. 참고로, 표 3에 보인 산화물/금속의 몰부피비인

Pilling–Bedworth ratio (PBR)로 부터 모재원소가 산화될

때 부피팽창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38]. 왼쪽 최상단

NiO 결정립 오른쪽에는 미세한 Cr2O3 결정립(Cr로 표시)

들이 있어서 제2합금원소인 Cr3+이온의 외방확산도 일어났

음을 알 수 있다. Cr2O3는 성장속도가 아주 느린 양론적

화합물으로서 결정립계를 따른 Cr3+이온의 외방확산에 의

해 성장하며, Al2O3와 함께 보호피막 역할을 한다 [39].

외표면 NiO, Cr2O3 결정립들 직하에서는 TiO2산화물(Ti로

표시)이 불연속적으로 생성되었는데, 이는 모재에서 Ti의

함량이 가장 낮기 때문인데, Ni, Cr, Ta, W, Co 등이 표

면에서 산화물을 만들기 위해 소모되면, 산화물 직하에서

는 Ti의 농도, 즉, 활동도가 높아져서 산소친화력은 강하지

만 함량, 즉, 활동도는 낮은 Ti가 산화되게 된다 (표 2).

TiO2는 결함농도에 따라 산소공공을 통한 산소의 내방확산

또는 침입형 Ti4+이온의 외방확산에 의해 성장한다 [40].

Ti와 유사하게 강한 산소친화력을 가진 Al의 산화물은

Fig. 8. (11Ta,1W,4Ru) alloy after oxidation at 1000 oC for 30 min.
(a) FE-SEM SE top view, (b) TEM cross-sectional SE image, (c)
EDS maps of (b). Note; Al=Al2O3, Ni=NiO, Cr=Cr2O3, Ti=TiO2,
and u=unoxidized matrix i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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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2 주변뿐만 아니라 산화막 내부, 산화막/기지계면 및 기

지내부에서도 관찰된다. 내부 Al2O3산화물의 생성은 산소

가 내방확산하여 제4합금원소인 Al과 반응하였음을 보여

준다. Al2O3의 성장은 주로 결정립계를 따른 산소의 내방

확산에 의하며, 양이온의 외방확산도 어느 정도 기여한다

[28]. 산소친화력이 약한 원소들인 Ru, Co, W 및, EDS신

호가 미약하여 확실하지 않지만, Re, Mo는 쉽게 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산화막보다는 그림 8(b)에서 ‘u’로 표시(의미;

‘unoxidized area’)한 산화막 주변의 기지쪽에 주로 응축되

어 있다. 그림 8에서 보인 바와 같이, 수지상간 영역에서

의 nodular oxidation은 제1합금원소인 Ta가 쉽게 다량 산

화됨이 주 원인이며, 결과적으로 제2합금원소인 Cr에 의한

Cr2O3 보호피막과 제4합금원소인 Al에 의한 α-Al2O3 보호

피막의 연속적인 형성을 방해하며, 기지원소인 Ni와 산소

친화력이 강한 제9합금원소인 Ti의 산화는 용이하게 발생

하여 nodule에서는 다양한 산화물이 혼재하게 된다.

그림 9는 1000 oC에서 50시간동안 산화시킨 (12Ta,4W)

합금에 대한 SEM/EDS 분석결과이다. 모든 시편에서 수지

상보다 수지상간 영역이 항상 우선적으로 산화되었다 (그

림 8(a), 9(a)). 수지상에서는 얇고 균일한 Al2O3 보호피막

이 생성되어 다른 합금성분의 산화는 억제된다 (그림

9(b)). 수지상간 영역에서는 Ni, Ta, Ti, Co, Cr이 경쟁적

으로 산화되어 산화막은 산소의 내방확산과 양이온의 외방

확산에 의해 상대적으로 빨리 성장한다. 그런데, 일부 1세

대 [19,34,41], 2세대 합금에서는 [20] 수지상간 영역에는

다량의 α-Al2O3와 소량의 (Ti, Cr, Ni, Ta)를 함유한 얇은

산화물이 생성되고, 수지상이 더 빨리 산화되어 다량의

NiO와 소량의 (Co, Cr, Ti)를 함유한 두꺼운 산화물이 생

성됨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와 상이한 이런 결과는 시편

조성, 응고속도 등에 따라 수지상/수지상간 영역에 각종 원

소가 편석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1000 oC에서 산화가 더 많이 진행된 시편의 SEM/EDS

표면분석결과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그림 9(a)와 비교

하여 그림 10(a)에서는 산화막이 전반적으로 더 두껍고, 수

지상간 영역이 더 많이 산화되어서 표면이 더 굴곡져 있다.

그림 10(a)에서 수지상의 한 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EDS점

분석했을 때, 조성이 60.9O-32.6Al-3.1Cr-2.6Ni-0.4Co-

0.4Ti (at%)이어서 수지상에서는 Al2O3 보호피막이 우선적

으로 생성함을 알 수 있었고, 임의로 선정한 수지상간 영

역 한 곳의 조성은 47.9O-16.8Cr-16.5Ni-15.9Al-2.9Ti

(at%) 이어서 수지상간 영역에서는 Cr, Ni, Al, Ti 산화물

이 혼재함을 알 수 있었다. 참고로, 상기 EDS 분석값은

산화막이 얇고, interaction volume때문에 절대값은 아니다.

또한, 시편내의 Ru, Re, Mo, W는 함량이 작고, 이 들의

산화물은 열역학적으로 덜 안정하여 적게 생성되고, 평형

증기압이 높아서 휘발할 수도 있고, 다른 산화물에 고용되

기 때문에 수지상/수지상간 영역 어느 곳에서도 이 들 원

Table 3. Pilling–Bedworth ratio of oxides [38]. 

NiO Ta2O5 Cr2O3 CoO α-Al2O3 ReO2 WO2 MoO3

1.7 2.47 2.02 1.74 1.28 2.16 1.87 3.27

Fig. 9. (12Ta,4W) alloy after oxidation at 1000 
o
C for 50 h. (a) FE-

SEM SE top view, (b) EDS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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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FESEM-EDS로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그림 10에 나타낸 시편의 횡단면 SEM/EPMA분석결과

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수지상에서는 주로 α-Al2O3 에

의해 uniform oxidation이 일어났으며, 수지상간 영역에서

는 여러 종류의 산화물이 생성됨에 따라 nodular oxidation

이 일어났다 (그림 11(a)). nodule에서 여러 종류의 산화물

이 빠르게 생성될 때 이방성 부피팽창에 의해 응력이 응축

되어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그림 11(a)), 양이온의 외방확

산에 의한 Kirkendall 효과에 의해 산화막내에는 크고 작

은 기공이 생성되었으며, 50 μm 깊이까지 주로 Al2O3로

구성된 내부산화물이 생성되었다 (그림 11(b)). 기공은 응

력집중원으로서 산화막의 박리, 균열, 산소의 내부확산을

촉진시켜서 산화속도, 내부산화를 촉진시킨다. 원자분율

(at%)로는 Al이 제 1합금원소이므로 모재에는 충분한 양의

Al이 존재하여 uniform oxidation, nodular oxidation에 참

여하게 된다. nodule에는 모든 합금원소의 산화물이 혼재

Fig. 10. (11Ta,1W,4Ru) alloy after oxidation at 1000 
o
C for 275 h.

(a) FE-SEM SE top view, (b) EDS maps.

Fig. 11. (11Ta,1W,4Ru) alloy after oxidation at 1000 oC for 275 h.
(a) SEM cross-sectional SE image, (b) EPMA cross-sectional SE
image, (c) EPMA maps of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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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그림 11(c)). nodule에서 볼록 튀어나온 상부는

양이온의 외방확산에 의해 성장하는데, 그림 11(c)로부터

Ru, Mo는 미약하게, 나머지 원소인 Ni, Ta, Cr, Co, Al,

Re, W, Ti는 뚜렷하게 외방확산함을 알 수 있다. 표 2에

서 표준상태에서의 산소친화력은 Ru<Re<Ni<Co<Mo≈W<

Cr<Ta<Ti≈Al의 순서로 강해짐을 보였는데, 그림 11(c)에서

도 상대적으로 산소친화력이 약한 Ru, Re, Ni, Co, Mo,

W, Cr는 쉽게 산화되지 않아서 nodule 주변의 모재에 응

축되어 있다. 산소친화력이 강한 Ta, Ti, Al은 nodule에서

쉽게 산화되며, 이 들 산화물이 형성되면 산화물 주변에서

는 Ta 는 약하게, Al과 Ti는 강하게 결핍되게 된다. 참고

로, Ni-Cr-Al 합금에서 Cr은 Cr-산화물 직하에서 산소분압

을 낮추어 α-Al2O3의 형성을 촉진하며 [28], 뚜렷한 Al-결

핍지역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32].

그림 12는 (12Ta,4W) 합금을 그림 10, 11과 동일한 조

건에서 산화시킨 후, SEM/EDS/EPMA로 분석한 결과이다.

산화기구를 조사하기 위해 산화 전 합금표면에 Pd분말(직

경 1 μm)을 뿌린 후, 산화 후 Pd분말의 위치를 조사하는

marker test를 행한 결과, Pd분말은 산화막 직상에 있었다

(그림 12(a)). 따라서, nodule의 산화는 양이온의 외방확산

과 산소의 내방확산에 의해 지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a)와 마찬가지로 수지상보다는 수지상간 영역이 더

산화되었으며 (그림 12(b)), (12Ta,4W) 합금의 내산화성은

좋기 때문에 그림 10(a)와 비교하여 그림 12(b)의 표면은

Fig. 12. (12Ta,4W) alloy after oxidation at 1000 oC for 275 h. (a) FE-SEM cross-sectional SE image, (b) FE-SEM SE top view, (c) EDS
maps of (b), (d) EPMA cross-sectional SE image, (e) EPMA maps of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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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평활하다. 수지상에서의 Al2O3형성과 수지상간 영역에

서의 Ti의 산화가 산화막 표면에 대한 EDS분석시 특징이

었다 (그림 12(c)). (12Ta,4W) 합금의 EPMA횡단면 분석

결과를 그림 12(d-e)에 나타내었다. uniform oxidation이

일어나는 수지상에서는 Ni, Ta, Cr, Co, W, Re, Ti가 고

용 또는 혼재된 4 μm두께의 α-Al2O3산화막이 보인다. 35

μm 깊이까지 nodular oxidation이 일어난 수지상간 영역에

서는 여러 종류의 산화물이 혼재되어 있으며, 미세기공이

보인다. 그림 12(e)에서 Ni, Ta, Cr, Co, Al가 외방확산하

여 산화됨에 따라 nodule하부 산화물에서는 이 들 원소의

결핍이 어느 정도 일어났지만, W, Re, Ti, 특히, Mo는 외

방확산에 따른 원소의 결핍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일어났다.

이와 같은 각종 원소의 산화막과 이 주변에서의 분포는 각

원소의 함량, 편석정도, 산소친화도, 농도 (활동도), 산화막

의 비양론성 (확산속도, 성장속도)에 좌우된다. 

4. 결 론

Ta, W, Ru함량이 다른 3종류의 Ni계 단결정의 미세조직

을 조사하고, 대기중, 1000 oC, 275시간에서의 고온산화 특

성을 조사하였다.

1. 주조시, 수지상에는 Cr, Co, Re, Mo, W, Ru가, 수

지상간 영역에는 Ni, Ta, Al가 편석되었다. 고온산화시, 수

지상에서는 α-Al2O3 보호피막이 형성되어 uniform

oxidation이 일어나고, 수지상간 영역에서는 nodular

oxidation이 조사부위에 따라 불규칙한 크기와 깊이로 발생

되었으며, nodule에서는 균열과 기공이 발생하였다. 

2. 본 합금의 산화속도는 2세대 합금인 PWA-148와 비

슷하였으며, 3세대 합금인 CMSX-10과 4세대 합금인

TMS-138A 보다는 느린 비교적 우수한 내산화성을 가졌다.

내산화성은 (12Ta,4W), (12Ta,1W), (11Ta,1W,4Ru) 합금

의 순서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Ta, W는 내산화성을 증진

시키고, Ru는 내산화성을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다. 

3. Ta는 산화물의 접착력을 증진시켜 산화물의 박리를 억

제하고, 느리게 성장하는 CrTaO4 스피넬을 만들고, 더 낮

은 원자가를 가진 산화물내에 고용되어 doping효과를 일으

켜서 내산화성을 증진시켰다. Ta 와 유사하게, W도 더 낮

은 원자가를 가진 산화물내에 고용되어 doping효과를 일으

키거나, 산화물의 접착력을 증진시켜 산화물의 박리를 억

제하여 내산화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Ru는 휘발성 산화물을 형성하여 산화물의 접착력을 저하

시켜서 산화물의 박리, 균열을 촉진시켜 내산화성을 감소

시킨다. 

4. 주산화물은 CrTaO4 스피넬이었고, 부산화물은 NiCr2O4

스피넬, NiO 및 α-Al2O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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