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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xing ratio effect of the GTD-111(base metal) powder and the GNI-3 (Ni-14Cr-9.5Co-3.5Al-2.5B) powder on 
TLP(Transient Liquid Phase) bonding phenomena and mechanism was investigated.
  At the mixing ratio of the base metal powder under 50wt%, the base metal powders fully melted at the initial time 
and a large amount of the base metal near the bonded interlayer was dissolved by liquid inter metal. Liquid insert 
metal was eliminated by isothermal solidification which was controlled by the diffusion of B into the base metal. The 
solid phases in the bonded interlayer grew epitaxially from the base metal near the bonded interlayer inward the insert 
metal during the isothermal solidification. The number of grain boundaries formed at the bonded interlayer 
corresponded with those of base metal. At the mixing ratio above 60wt%, the base metal powder melted only at the 
surface of the powder and the amount of the base metal dissolution was also less at the initial time. Nuclear of solids 
formed not only from the base metal near the bonded interlayer but also from the remained base metal powder in the 
bonded interlayer. Finally, the polycrystal in the bonded interlayer was formed when the isothermal solidification 
finished. When the isothermal solidification was finished, the contents of the elements in the boned interlayer were 
approximately equal to those of the base metal. Cr-W borides and Cr-W-Ta-Ti borides formed in the base metal near 
the bonded interlayer. And these borides decreased with the increasing of hold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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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가스터빈의 핵심 부품인 버켓(Bucket)은 일방

향응고 혹은 단결정 Ni기 내열합 으로 주로 제조되

고 있으며, 국내에는 G.E에서 개발한 일방향응고합

인 GTD-111 합 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1)
. 버켓

은 주로 고온 고압분 기에서 사용되므로, 열피로와 고

온부식 등에 의한 미세 균열과 부분 단 등의 상으로 

손되는 경우가 많다
2)
. 손된 경우 가격 측면과 환경

문제 차원에서 보수하여 사용하려는 추세에 있다3). 

  일방향응고 합 은 용 균열 감수성이 아주 클 뿐만 

아니라, 특히 용 부의 다결정화에 의해 강화기구가 소

실되어 합부 강도가 하되므로, 보수기술로서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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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wt%)

Cr Ta B Co Al Ti Mo Ta W Ni

Base metal

(GTD-111)
14 2.8 - 9.5 3.0 4.9 1.5 2.8 3.8 Bal

Insert metal

(GNI-3)
14 - 2.5 9.5 3.5 - - - -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base metal and 

insert metal powder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bonding specimen

Fig. 2 Transient liquid phase diffusion bonding   

heating cycle

융용 보다 천이액상 합 (TLPB: Transient Liquid 

Phase Bonding)이 가장 합한 합법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일방향응

고 Ni기 내열합 의 천이액상확산 합에 한 연구보

고
4)
는 아주 드물다.

  Kang등은 GTD-111 합 을 내로겝(Narrow gap)

으로 TLP 합한 경우, 다른 Ni기 내열합 과는 달

리, 모재의 미세조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합온도에 

따라서 모재의 용융 상  액상소멸기구가 다르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5-7)

.

  한편, Ni기 내열합 의 와이드겝(Wide gap) TLP 

합에 한 연구 결과는 다소 있으나
8-9)

, 특히 GTD- 

111합 에 한 연구는 거의 없다. 모재분말을 삽입

속 분말과 혼합하여 천이액상확산 합에 사용할 경우 

B의 양을 감소시켜 등온응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합후 γ'생성원소인 Al  Ti을 모

재부에서 합부로 확산시키는 균질화처리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GTD-111합 의 와이드갭(200㎛) 천

이액상 합시, 합공정과 균질화처리 시간을 단축시킬 

목 으로 다량의 모재 분말과 Ni기 삽입 속을 혼합한 

삽입 속을 사용하는 경우, 모재분말의 혼합비와 합

조건에 따른 합부의 미세조직 변화를 체계 으로 조

사하여 합 상과 기구를 규명하는 것을 목 으로 수

행하 다. 

2. 사용재료  실험방법

  Table 1은 모재와 삽입 속의 화학조성을 표시한 것

이다. 시편은 가스터빈 버켓으로 사용되고 있는 Ni기 

내열 주조합 인 GTD-111을 15ømm × 300mm로 

제조된 원소재를 사용하 다. 삽입 속은 15㎛크기의 

GTD-111과 GNI-3 혼합분말을 사용하 다. 혼합비에 

따른 기호는 GNXX를 사용하 으며, XX는 GTD-111 

분말의 첨가량을 나타낸다. 를 들어 설명하면, GN40은 

GTD-111 40wt%에 GNI-3 60wt%을 혼합한 분말이

다. 삽입 속 혼합분말은 바인더를 사용하여 비를 하

고, 융 하 원소로서 B이 첨가되어 있다. 

  Fig. 1는 합용 비시험편의 모식도를 나타낸다. 

일방향응고 시킨 시료를 10mm로 단하고, 단에 의

한 다결정화 상을 방지하기 하여 피 합면을 200

㎛이상 연마한 후, 아세톤으로 음  세척하여 합 

시험편으로 사용하 다. 합은 양 모재를 결정방향과 

응하도록 맞추고, 모재 사이에는 제조한 삽입 속을 

도포하여 사용하 다. 합간격은 200㎛의 Mo선을 사

용하여 간격을 유지하 다.

  Fig. 2는 합 열사이클을 나타낸 그림이다. 합은 

GTD111의 최 열처리 온도인 용체화 온도(1463K)에

서 실시하 다. 합은 진공소결로에 시험편을 장입한 후, 

13.3mPa의 진공분 기 에서 합온도 1463K까지 

분당 10℃로 가열하 으며, 합 후 냉각은 로냉 하 다. 

  미세조직 찰을 한 에칭은 Marble(CuCl2 12g+ 

HCl 10ml+alcohol 10ml)용액으로 화학에칭 하 으

며, 상분석  성분분석은 SEM, EPMA로 행하 다. 

합부 내의 입계의 형성 상황을 악하기 하여, 후방

산란 자 회 법 (EBSD :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를 사용하여 결정방  계를 측정하 다. 

EBSD는 SEM에서 입사빔과 고각을 이루는, 후방으로 

산란되는 기꾸지(Kikuchi) 회 도형으로 결정방 를 

측정하는 방법이다10). 측정하고자 하는 합부 단면조

직을 출한 후, 분석 치에서 얻어진 EBSD를 컴퓨

터로 해석하여 응하는 결정면을 매핑(Mapping)하여 

시각 으로 보여  수 있다. EBSD에서 같은 색상은 

같은 결정방 를 나타내게 된다. 이를 통해 모재와 

합부 의 결정방  일치 여부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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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40 GN50 GN60 GN70

Solidus(K) 1349.4 1359.5 1360.4 1361.2

Liqidus(K) 1431.9 1442.0 1450.2 1458.3

Fig. 3 Change of microstructures with the increasing 

of holding time at 1463K (GN50) 

         (a) 0.9ks (b) 36ks (c) 72ks

Table 2 Solidus and liquidus of the mixed powder

Fig. 4 SEM microstructures of the □ position on  

the Fig. 3 (a)

Fig. 5 Change of microstructures with the  increasing 

of holding time at 1463K (GN70) 

        (a) 0.9ks (b) 36ks (c) 72ks

Fig. 6 SEM microstructure of the □ position on   

the Fig. 5 (a)

3. 실험결과  고찰

3.1 분말혼합비에 따른 응고 상

  모재 분말(GTD-111)과 Ni기 삽입 속(GNI-3)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비에 따라 혼합분말 삽입 속의 융

이 다르다. 혼합분말의 융  변화를 시차주사열량분

석기(DSC :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Table 2는 모재 분말의 혼합비

에 따른 고상선 온도와 액상선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모재분말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융 은 조 씩 증가

하고 있다. 이 융  측정 결과와 GTD-111의 용체화처

리 온도를 고려하여, 합온도를 용체화처리 온도인 

1463K로 설정하 다.

  Fig. 3은 삽입 속으로서 GN50을 사용하여 합한 

경우, 합온도 1463K에서 유지시간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한 Fig. 4는 Fig. 3에 □로 

표시한 부 를 SEM으로 확 한 것이고, (b)는 (a)에 

□로 표시한 부 를 확 한 것이다. 0.9ks로 유지한 

경우, 액상 삽입 속과 양모재가 반응하여 기존의 200

㎛ 폭에서 합부( 선)가 넓어졌으며, 합부 내부는 

Fig. 4로부터 원래 삽입 속에서 나타나는 공정조직

(A)과 모재에서 나타나는 γ-γ'공정조직(b)이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모재분말이 완 히 용융하

고 혼합되어 모재의 응고조직과 삽입 속의 응고조직이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36ks에서는 액상이 거의 소멸

하여 합부 앙에만 조  남아 있다. 유지시간을 길

게 한 72ks에서는 완 히 액상이 소멸하고, 양모재의 

입계가 합부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새로운 

결정립은 찾아 볼 수 없다. 이것으로부터 합부는 등

온과정에서 양모재로부터 고상이 층성장(Epitaxial 

growth)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Fig. 5는 모재 분말 양이 많은 GN70의 경우, 유지

시간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Fig.6

은 Fig. 5에 □로 표시한 부 를 SEM으로 확 한 것

이고, (b)는 (a)에 □로 표시한 부 를 확 한 것이다. 

0.9ks로 유지한 경우, 합부의 조직은 GN50과 완

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모재의 용융부분이 

아주 고, Fig. 6(a)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재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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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nge of eutectic width with the increasing 

holding time at 1463K (GN50)

Fig. 8 Change of microstructures with the powder 

mixing ratio at 1463K X 72ks

        (a) GN50 condition (b) GN60 condition

        (c) GN70 condition

의 형상이 남아 있으며, 그 주 에 GNI-3 공정조직이 

둘러싼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GN70의 경우

모재 분말의 양이 많고, 삽입 속의 양이 어 모재 분

말이 완 히 용융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6ks 유

지한 경우, 합온도에서 액상이라고 여겨지는 공정조

직이 찰되지 않고, 합부에 다각형 결정립이 형성되

어 있다. 결국 3.6ks 유지하더라도 등온응고가 완료되

었음을 의미한다. 72ks의 조건에서는 합부 내부의 

다각형 결정립이 성장하여 조 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삽입 속으로서 GN60을 사용한 합부도 GN70

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얻어졌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모재분말과 삽입 속의 혼합비에 

따라 합 상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Fig. 7은 삽입 속으로 GN50을 사용한 경우, 합

시간에 따른 액상이라고 여겨지는 공정상의 평균 폭의 

변화를 측정하여 유지시간과의 계를 정리한 것이다. 

공장상의 액상폭은 유지시간의 제곱근에 거의 반비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알려진 융 하원소

인 B 등이 모재 쪽으로 확산함으로써 등온응고에 의해 

액상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등온응고 완료하

는 시간은 약 72ks이었다. 

  한편 GN60과 GN70의 경우, 액상 삽입 속에 의한 

모재  일부 분말이 용해한 액상으로부터 등온응고한 

조직과 유지하는 동안 용체화처리 효과에 의해 공상 상

태 분말에서 γ'상이 고용한 조직과 뚜렷하게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온응고과정의 정량화를 할 수 없었다.  

  등온응고과정에서 고상의 성장기구를 고찰하기 하 

여, 완 히 등온 응고 완료한 조건인 1463K X 72ks

의 조건으로 합한 시편에 해 합부 내에 결정립 

형성 상황을 조사하여 보았다.  

  Fig. 8은 분말의 혼합비에 따른 합부 근방의 학

미경 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GN50의 경우(a)는, 

합부 내부에 새로운 결정립을 찰할 수 없지만, 

GN60과 GN70의 합부에서는 새로운 결정립이 다수 

찰된다. 이것으로부터 GN60과 GN70을 삽입 속으

로 사용한 경우, 모재 분말비가 과다하여, 액상삽입

속에 의해 모재분말이 완 히 용해되지 않고, 고상상태

로 잔존하여, 고상상태인 미용해 분말로부터 합과정 

에 고상이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Ni기 삽입 속만을 사용한 내로갭(narrow gap) 천

이액상확산 합부의 고상 성장 기구는 양모재 쪽에서 

모재와 동일한 방향으로 층성장(epitaxial growth)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5)
 학 미경 상으로는 

GN50의 합부도 층성장에 의해 합부의 고상 성

장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확인하기 하여, GN 

50 합부(1472K X 72ks)에 해 EBSD 맵핑을 통

해 양 모재  합부의 결정방 를 조사하여 보았다. 

Fig. 9은 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a)는 후방산란 

자 미경(BSE : Back Scattered Electron microscope) 

이미지이고, (b)는 EBSD 맵핑(Mapping)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여기서 합부 체에 해 EBSD로 분석

하 으나, 모두 동일하 으므로 표 인 만을 제시

하 고 합부에 수직방향(TD)과 합부에 수평방향

(RD)에 해 측정하 으며, 결정방 가 15°이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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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BSD mapping result with GN50 at 1463K 

× 72ks

        (a) BSE image on the bonded area

        (b) EBSD result on the bonded area

(a) Under GN50

(b) Upper GN60

Fig. 10 Schematic illustration of solidification process

Fig. 11 EPMA line result with GN50 at 1463K × 

2.7ks in the bonded interlayer

가 나는 경우 색상이 변화하며 검은색의 경계가 나타나

는 것이 특징이다. (a)에서 모재의 결정립계를 경계로 

상부와 하부의 색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결정방 가 

상이함으로 에칭시에 화학  반응성 차이 때문이다. 

(b)에서 양쪽 모재와 합부가 모두 동일한 색상을 나

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15°이내의 결정방  오차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합부의 고상 성장 기

구는 양 모재 결정방 와 동일하게 층성장(Epitaxial 

growth)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합과정의 미세조직 변화에 한 분석 결과

로부터, 모재분말의 비율에 따른 합기구를 모식 으

로 정리하면 Fig. 10과 같이 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모재 분말량이 50%이하일 경우, Fig. 10 

(a)와 같이 용융삽입 속(GNI-3)에 의해 모재분말과 

모재 표면 일부가 용융되는 용해(Dissolution)과정(II)

이 융 하원소 B 농도가 합온도에서 평형 농도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어, 합부 폭(액상 폭)이 증가한다. 

모재/ 합부의 고액 계면에서 융 하 원소가 모재 쪽

으로 확산함으로써 양모재로부터 고상이 형성되는 등온

응고과정(액상소멸과정(Ⅲ))이 일어난다. 이때 고상은 

모재의 결정방 와 동일한 방 로 성장하는 층성장

(Epitaxial growth)에 의해 형성되어, 모재/ 합부 계

면에 존재하는 모재의 입계와 합부의 입계가 응된

다(Ⅳ). 

  한편 삽입 속 분말량이 60% 이상일 경우, Fig. 10

의 (b)와 같이 액상 삽입 속(GNI-3)이 모재분말을 

완 히 융융시키지 못하여, 미 용융된 고상상태의 분말

과 액상 삽입 속이 혼합된 상태로 용융반응과정(Ⅱ)이 

완료된다. 등온응고과정(III)에서는 양모재로부터 고상

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잔존한 고상상태 분말로부터도 

고상이 성장하여, 합부에 모재와 결정 방 가 다른 

새로운 다각형 결정립들이 형성된다. 이러한 결정립들

은 합과정 동안 성장하여 조 화 된다(Ⅳ).

3.2 합부의 조성  상 분석

  합부가 다결정화 되지 않으면서, 다량의 모재성분

을 가질 수 있는 GN50을 선정하여 합부의 조성변화

와 합 근방에 형성된 상을 분석하여 보았다. 

  합부가 모재와 동일한 미세조직과 기계  특성을 

얻기 해서는 모재와 동일한 결정방  뿐만 아니라 γ'

상의 분율이 모재 수 이어야 한다. 합부의 γ'상 분

율은 Al과 Ti의 농도에 의존한다
7)
. 이를 평가하기 

해, EPMA을 사용하여, 선분석법으로 합부  합

부 근방의 Al․Ti, Cr, B의 농도 변화를 조사하 다. 

Fig. 11  Fig. 12은 합온도 1463K에서 유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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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PMA line result with GN50 at 1463K × 

54ks in the bonded interlayerr

Fig. 13 Change of morphology on the base metal 

near the boned interlayer at 1463K (GN50)

          (a)2.7ks (b)54ks (c)A of (a) (d) B of (b)

Fig. 14 EPMA mapping result with GN50 at 1463K 

× 2.7ks in near the bonded interlayer

Fig. 15 EPMA mapping result with GN50 at 1463K 

× 54ks in near the bonded interlayer

을 2.7ks와 54ks로 유지한 경우의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반응 기인 2.7ks에서는 합부( 선내부)의 Cr, 

B  Ti 농도는 모재와 비교하여 다소 높지만, Al의 

농도는 아주 낮음을 알 수 있다. 54ks 유지한 합부

( 선내부)의 경우, 잔류 액상을 제외한 등온 응고한 

역에서 모든 원소의 농도는 모재와 동일한 것으로 

단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등온응고가 완료된 합부

에서는 모재와 거의 동일한 조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로세스에서는 합부는 모재로 부터 

합부 로 Al  Ti를 확산시키는 균질화처리가 필요

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합과정 동안 합부 근방에 형성되는 상에 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Fig. 13는 삽입 속으로 GN50을 

사용한 경우, 합부와 모재 계면 근방의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으로, (a)는 2.7ks, (b)는 54ks로 유지한 

것이며, (c)와 (d)는 각각 A  B로 표시된 역을 확

한 것이다. 2.7ks로 유지한 합 기에는 계면의 

모재 근방에서는 미세한 상과 침상이 찰되고, 유지시

간이 긴 54ks에서는 침상과 미세한 상이 합체 성장하

여  조 화 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계면의 모재 

근방에 형성된 상의 조성을 알아보기 하여, Fig. 13

의 (a)와 (b) 역에 하여 EPMA로 면분석 하여 보

았다. 그 결과를 Fig. 14  Fig. 15에 나타낸다. 침

상에서는 W, Cr  B의 농도가 높고, 구형으로 된 상

들은 W-Cr-Ta-Ti과 B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부터 이

들 상은 붕화물임을 알 수 있다. 유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체 율은 감소하 다. 이러한 붕화물을 완 히 

고용시키기 하여 합 후 균질화 처리를 행하게 되면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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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삽입 속으로서 GNI-3(Ni-14Cr-9.5Co-3.5Al-2.5 

B) 분말과 모재(GTD-111)분말의 혼합분말을 사용하

여 1463K에서 합시간의 변화에 따른 합부 미세조

직 변화로부터 합 상과 기구에 해 검토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재분말의 양이 50%이하의 혼합분말을 삽입

속으로 사용한 경우, 합 기에 액상 삽입 속(GNI- 

3)에 의해 모재분말이 완 히 용융되고, 모재도 다소 

용융되어 혼합 액상을 이루었다. 유지시간의 증가에 따

라서 융 하 원소가 모재 쪽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액

상이 소멸하 고, 이 때 고상은 양모재로부터 층성장

(Epitaxial growth)하여, 합부의 결정방 는 모재와 

동일  하 고, 합 후 일방향응고 특성을 그 로 유지 

하 다. 

  2) 모재분말의 양이 60%이상인 경우, 합 기에 

액상 삽입 속에 의해 모재분말의 표면부만 용융되고, 

모재도 아주 미미하게 용융되어, 액상과 고체상태인 모

재분말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등온응고가 발생하 다. 

등온응고 과정에서 고상이 양모재와 합부 내의 미용

해 분말로부터도 성장하여, 합부는 다결정화 되었다.  

  3) 50% 혼합분말을 삽입 속으로 사용한 합 부 

근방에 하여 EPMA로 조성변화를 검토한 결과, 등온

응고 완료(1463K X 72ks) 후의 합부 조성은 모재

와 거의 동일하 다. 한 합계면의 모재 쪽에 Cr-W

계  Cr-W-Ta-Ti계 붕화물이 형성되었으며, 유지시

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조 화 되고 있다. 따라서 합 

후 붕화물을 고용하기 한 후열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조 화 되고 있다. 따라서 합 

후 붕화물을 고용하기 한 후열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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