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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다양한 합금계에 대한 계산열역학은 CALPHAD 기법으로 잘 알려져있다. 실험적으로 측정된 열역학 특성들을 활용하여 각

상에 대한 Gibbs 에너지 모델 파라미터들을 구하여, 주로 실험적으로 측정되지 못한 영역에 대한 예측이나 실험 결과에 대한 열역학

해석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열 주조 합금 (IN-657)이 장시간 사용 후에 일정 영역에서 파괴되는 현상의 열역학적

해석을 위해 Ni-Cr-Nb-C 사원계 시스템의 열역학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Cr 함량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상, 온도에 따른 상분율 및

Ni2Cr상의 long range ordering 파라미터를 계산하였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계산된 열역학 물성들은 실험으로 보고된 파괴

온도 영역 및 해당 영역에서 생성된 안정상에 대한 결과를 잘 설명한다. CALPHAD 기법을 통한 열역학 모델링은 다양한 주조

합금의 열역학적 거동을 해석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CALPHAD, 열역학 모델링, 내열 주조 합금, Ni-Cr-Nb-C 시스템, 파괴 거동.

Abstract 

Computational thermodynamics for various alloy systems is well known as the CALPHAD technique. Gibbs energy model
parameters for each phase are obtained from experimentally measured thermodynamic properties and are mainly used to predict
areas not experimentally measured and to analyze experimental results thermodynamically. In this study, the thermodynamic mod-
eling of the Ni-Cr-Nb-C quaternary system is conducted for a thermodynamic analysis of the phenomena by which heat-resistant
cast alloys (IN-657) are destroyed in certain areas after long-term use. The stable phases in the system according to the Cr content,
phase fraction depending on the temperature, and long-range ordering parameters for the Ni2Cr phase are calculated and compared
to results obtained experimentally. The calculated thermodynamic properties suitably explain the experimentally reported fracture
temperature range and the results of stable phases formed in the fractured areas. Thermodynamic modeling through the CALPHD
method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analyzing and predicting the thermodynamic behaviors of various cast alloys.

Key words; CALPHAD, Thermodynamic modeling, Heat-resistant casting alloys, Ni-Cr-Nb-C system and Fractur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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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부분의 금속은 약 700oC 이상의 높은 온도 영역에서

기계적 특성이나 산화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약 1000oC 이

상에서는 내구성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지속적인 사용이 어렵

다. 일반적으로 초내열 합금이란 이러한 온도 영역에서도 높

은 내산화성 및 기계적 특성을 갖는 합금을 의미하며, 우주

항공분야 및 발전용 플랜트 분야 등 높은 온도 환경에서

작동이 필요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내열 주

조 합금은 주로 Ni, Cr, Fe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원소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소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온 안정

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어도 12% 이상의 Cr이 함유된다. 다

양한 내열 주조 합금의 조성 및 명칭을 Table 1에 나타내었

다. 상업용 내열 주조합금의 경우 Alloy Casting Institute의

표기를 사용하는데, 그 외에도 UNS (Unified Numbering

System)을 사용하여 표기하기도 한다. 합금 원소 함량에 따

라 i) Cr-Fe 합금 (HA, HC, HD), ii) Cr-Ni-Fe 합금 (HE,

HF, HH, HI, HK, In-519, HL), iii) Ni-Cr-Fe 합금 (HN,

HP, HT, HU, HW, HX), iv) Cr-Ni 합금 (50Cr-50Ni, IN-

657)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1]. Cr-Ni 합금의 경우에는

주로 1300oC 이상의 온도 환경에 노출되는 발전소 및 석

유 정제 히터 등의 부품에서 발생하는 유회부식 (oil ash

corrosion)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유회부식이

란 중유연소 가스와 직접 접촉하는 고온장치의 금속표면에

연소회(재)가 부착, 퇴적하면서 중유 등에 포함된 V, Na, S

등에 의해 생성되는 유회에 의해 금속이 산화되는 현상을 의

미하는데 Cr-Ni 합금을 통해 내식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50Cr-50Ni 합금에 Nb을 첨가하여 유회부식에 대한 저항성

및 creep 특성까지 향상 시킨 소재 (IN-657)도 개발되어 석

유정제 히터, 해양 및 육상 보일러, tube supports 등에 적

용되고 있다. 

최근 IN-657 소재의 Heater Support 파이프가 10년 정

도 사용 후에 일정한 부위에서 파손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

되었다 [2]. 해당 파이프는 Ni-48Cr-1.5Nb-0.05C (wt.%)

조성을 가지며 구조적으로 furnace 내부 온도인 약 800oC

부터 furnace 벽 온도인 상온에 이르기까지 온도구배가 존재

하는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었는데, 파손 원인에 대한 구조적,

미세구조 분석을 진행한 결과 파이프의 온도가 약 470-550
oC에 노출된 위치에서 파손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파손 부위

에서 초미세 α-Cr 석출물과 Ni2Cr 상이 많이 관찰되었다.

해당 온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생성물들의 조합에 의

해 파이프에 국부 경화가 발생하여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고, 결과적으로 이 합금은 470~560oC 범위에서 장시간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되었

Table 1. Composition of Heat-Resistant Alloy Castings [1]

Alloy Casting
Institute

Designation
Alloy Type UNS No.

Chemical Composition (wt%)

Ni Cr C
Mn

(max)
Si

(max)
Mo

(max)
Other

HA 8-10Cr - - 8-10 0.20 max 0.35-0.65 1 0.9-1.2 Fe bal

HC 28Cr J92605 4 max 26-30 0.50 max 1 2 0.5 Fe bal

HD 28Cr-6Ni J93005 4-7 26-30 0.50 max 1.5 2 0.5 Fe bal

HE 28Cr-9Ni J93403 8-11 26-30 0.20-0.50 2 2 0.5 Fe bal

HF 19Cr-9Ni J92603 9-12 19-23 0.20-0.40 2 2 0.5 Fe bal

HH 25Cr-12Ni J93503 11-14 24-28 0.20-0.50 2 2 0.5 Fe bal

HI 28Cr-15Ni J94003 14-18 26-30 0.20-0.50 2 2 0.5 Fe bal

HK 25Cr-20Ni J94224 18-22 24-28 0.20-0.60 2 2 0.5 Fe bal

IN-519 24Cr-24Ni - 23-25 23-25 0.25-0.35 2 1 - Nb 1.4-1.8, Fe bal

HL 30Cr-20Ni J94604 18-22 28-32 0.20-0.60 1 2 0.5 Fe bal

HN 25Ni-20Cr J94213 23-27 19-23 0.20-0.50 2 2 0.5 Fe bal

HP 35Ni-26Cr J95705 33-37 24-28 0.35-0.75 2 2 0.5 Fe bal

HP-50WZ 35Ni-26Cr - 33-37 24-28 0.45-0.55 2 2.5 - W 4-6, Zr 0.1-1.0,
Fe bal

HT 35Ni-17Cr J94605 33-37 15-19 0.35-0.75 2 2.5 0.5 Fe bal

HU 39Ni-18Cr J95405 37-41 17-21 0.35-0.75 2 2.5 0.5 Fe bal

HW 60Ni-12Cr - 58-62 10-14 0.35-0.75 2 2.5 0.5 Fe bal

HX 66Ni-17Cr - 64-68 15-19 0.35-0.75 2 2.5 0.5 Fe bal

Chromium Nickel 50Cr-50Ni - bal 48-52 0.1 max 0.3 1 - Fe 1.0 max

IN-657 50Cr-48Ni - bal 48-52 0.1 max 0.3 0.5 - Nb 1.4-1.7, N 0.16 max,
Fe 1.0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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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이와 같은 내열 주조 합금의 온도에 따른 상평형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열역학 모델링 기법이 활용될 수

있다. 열역학 모델링이란 다양한 합금계의 각 상에 대해

Gibbs 에너지 모델을 설정하고, 관련 상에 대한 열역학 실

험 정보들을 통해 각 상에 대한 열역학 자료를 수식화 하

여 Gibbs 에너지 최소화 조건에 의해 열역학 계산을 수행

하는 기법을 의미하며, 소위 CALPHAD (CALculation of

PHAse Diagram) 기법이라고도 불린다. 

본 연구에서는 IN-657 합금의 주요 성분인 Ni, Cr 및

Nb 원소와 소량 포함되어 있는 C를 고려하여 Ni-Cr-Nb-C

사원계 시스템에 대한 열역학 모델링 기법을 소개하고 문헌

에서 보고된 파괴 거동 해석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Cr 함량

과 온도에 따른 평형상 분율 및 Ni2Cr 상의 long range

order 파라미터 계산을 수행하여 보고된 실험 결과와 비교하

였다.

2. 모델링 방법

Gibbs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엔탈피 (H), 엔트로피 (S)와

온도 (T)로 정의되며, 

(1)

전체 Gibbs 에너지 수식은 다음과 같은 온도의 함수로 표

현될 수 있다.

(2)

여기서 a, b, c, d, e, f는 모델 파라미터이고, HSER에서

SER은 standard Element Reference를 의미하며 순수 성분

원소가 298.15K, 1 기압 조건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 가

지는 엔탈피 값을 의미한다. 

엔트로피는 Gibbs에너지를 온도에 관하여 1차 미분하여 얻

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또한, 식 (1)에 식 (3)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엔탈피에

관한 수식을 얻을 수 있다.

(4)

마지막으로 정압비열(heat capacity at constant pressure)

은 온도에 대하여 엔탈피를 미분하여 얻을 수 있으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5)

그러므로 모델 파라미터 c, d, e, f는 정압비열 데이터로부

터 얻을 수 있으며, b는 엔트로피, a는 엔탈피로부터 각각

얻을 수 있어 최종적으로 전체 Gibbs 에너지를 수식화 할

수 있다. 순수 금속에 대한 열역학 수식은 SGTE (Scientific

Group Thermodata Europe) [3]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

사용할 수 있다.

2.1. 치환형 용체 모델 및 화학양론적 화합물 모델

용체란 용액과 고용체를 합하여 표현한 것으로, 성분 원소

들이 특정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불규칙한 혼합 거동을 보

이는 유사성이 있어 같은 열역학 모델을 활용하여 나타낸다.

(6)

Go
m은 순수 성분의 기계적 혼합에 관한 항목이며 Go

m =

∑xi
0Gi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xi는 원소 i의 몰분율이

며, 0Gi는 해당 상에서 원소 i의 Gibbs 에너지이다.

은 이상혼합 (ideal mixing)에 의한 배열 엔트로

피 값으로, Bragg-Williams approximation [4]을 사용하여

RT Σxilnxi로 표현할 수 있다.

는 불규칙 혼합으로 인해 이상혼합 엔트로피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혼합을 고려한 항이다. 정규용해 모델의

경우에 추가적인 혼합 엔탈피는 Redlich-Kister 다항식 [5]을

사용하여 이원계와 삼원계 시스템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8)

여기서 Lk
i,j는 k차의 이원계 시스템에서의 상호작용계수이며,

0Li,j,k, 
1Li,j,k and 2Li,j,k는 각각 삼원계 시스템에서의 0차, 1차,

2차 상호작용계수이다.

화학양론적 화합물의 Gibbs 에너지의 경우에는 순수 원소

의 Gibbs 에너지와 화합물 생성시에 비열의 변화가 없다는

Neumann-Kopp [6]의 가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9)

는 AaBb 화합물의 molar Gibbs 에너지이며,

와 는 표준상태에서의 순수 원소 A와 B의

molar Gibbs 에너지이고, 와 는 순수 원소

A, B로부터 AaBb 화합물이 생성될 때의 엔탈피 및 엔트로피

변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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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격자 모델

부격자 (sublattice) 모델에서는 하나의 용체가 여러 개의

부격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각 부격자 내에서는 구성

원소 간에 불규칙한 혼합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예를들어

(A,B,C)a(D,E)b(F,G)c와 같은 부격자 모델을 고려할 때, 하나

의 용체가 세 개의 부격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 것이다. 첫

번째 부격자에서는 A, B, C 원소들이 혼합되고, 두 번째 부

격자에서는 D, E 원소가, 세번째 부격자에서는 F, G 원소가

각각 혼합된다고 본 것이며, 이때 구성원소는 각각 다른 원

소일 수도 있으며 같은 원소일 수도 있다. 위 부격자 모델에

서 아래첨자 a, b, c는 각 부격자 사이의 자리 비율을 의미

한다 [7]. A와 B로 구성된 이원계 시스템에서 생성된 AaBb

화합물에서 만약 A원소가 B 자리에서 혼합될 수 있고, 반대

로 B원소가 A 자리에서 혼합될 수 있다면, (A,B)a(A,B)b와

같은 부격자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식(6) 에서

표현되었던 Go
m, , 는 부격자를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각각 확장하여 나타낼 수 있다.

(10)

(11)

(12)

yi
I와 yi

II는 원소 i의 각 부격자 자리에서의 site fraction

이며, G
o
i:j는 부격자 자리가 각각 원소 i, j로 채워져 있을

때의 화합물의 Gibbs 에너지이고, kLA,B:*와 kL*:A,B는 각각 첫

번째 부격자 자리와 두번째 부격자 자리에서 원소 A, B 간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항이다. 콜론 기호는 다른 부

격자를 구분할 때 사용하며, 콤마 기호는 특정 부격자 자리

안에서 원소들을 구분할 때 사용한다.

3. 결과 및 고찰

3.1. 이원계 시스템

3.1.1. Ni-Cr 시스템

Ni-Cr 시스템은 고온 영역에서 simple eutectic을 갖는 시

스템으로 상평형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다. 약 627oC보

다 낮은 온도 영역에서는 intermetallic 상인 CrNi2가 포정반

응으로 생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Cr-Ni 시스템은 Gustafson

[8]이 모든 solution 상에 대해서만 subregular 모델을 적용

하여 모델링 하였고 이후에 Lee [9]에 의해 C-Cr-Ni 시스

템과의 호환을 위해 update 되었다. 이후에 다시 Chan [10]

에 의해 CrNi2 상이 시스템에 반영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olution 상의 Gibbs 에너지 수식은 Lee에 의한 모델링을

적용하였으며, CrNi2 상의 파라미터는 Chan의 모델링을 도

입하여 적용하였다. Ni-Cr 시스템의 계산된 상태도는 Fig. 1

에 나타내었으며, 공정반응은 1340oC 온도에서 액상 (50.9

wt% Cr), Ni rich FCC 상 (47 wt% Cr), Cr rich BCC 상

(61.1 wt% Cr) 사이에서 나타나며, 규칙상인 CrNi2 상도 저

온 영역에서 안정한 것을 알 수 있다. 

3.1.2. Ni-Nb 시스템

Ni-Nb 시스템의 경우, 액상과 FCC, BCC 상 이외에

두 개의 중간상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약 25 wt% Nb

에서 생성되는 δ 상과 65 wt% Nb에서 생성되는 μ 상

인데, 두 상 모두 일정한 영역의 homogeneity range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원계 시스템의 호환

성을 확보하기 위해 δ 상에는 부격자가 2개인 모델,

(Ni,Nb)3(Ni,Nb)1을 적용하였으며, μ 상에는 부격자가 2개

인 모델, (Ni,Nb)7(Ni,Nb)6을 적용하였고, 각 상에 대한

Gibbe 에너지 파라이터는 Bolcavage와 Kattner [11]의 모

델링의 결과를 적용하였다. Ni-Nb 시스템의 계산된 상태도

는 Fig. 2에 나타내었다.

3.1.3. Ni-C 시스템

Ni-C 시스템은 simple eutectic 시스템이며 1989년에

Singleton과 Naas [12]에 의해서 실험값이 잘 정리되었고

Gabriel et al. [13]이 열역학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이 후에

FCC 상에 포함되는 탄소 고용도 실험값을 추가로 고려하여

Lee [9]가 열역학 수식을 업데이트하여 FCC 상에서의 탄소

고용도와 탄소 활동도 값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Lee의 상호작용 파라미터를 도입하였다. Ni-Nb 시

스템의 계산된 상태도는 Fig. 3에 나타내었으며, 액상과

FCC, graphite 사이의 invariant reaction은 1326oC 근처에

GΔ mix
ideal GΔ mix

xs

 

 

 

Fig. 1. Calculated phase diagram of Ni-C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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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났고, 이는 실험값과 잘 일치한다.

3.1.4. Cr-Nb 시스템

Cr-Nb 시스템은 약 55 wt% Cr에서 Laves 상이 안정하며

그 양쪽으로 각각 공정 반응이 하나씩 있는 것이 특징이고

많은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Costa Neto et al. [14]에 의

해 열역학 모델링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모델링에 활용한 공

정반응에 대한 실험값의 오차가 큰 편이었고, 그 평균값을

사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는데, 이원계 시스템에서의 오차

가 상위 단계의 다원계 시스템에서 더 커질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후 Cr-Nb 시스템은 C-Cr-Nb 삼원계 시

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고 새로운 실험값을 반영하여 Peng

et al. [15]에 의해 업데이트 되었으며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Peng et al.의 열역학 모델링 값을 채택하여 반영하

였다. Laves 상은 부격자가 2개인 (Cr,Nb)2(Cr,Nb)1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계산된 상태도는 Fig. 4에 나타내었다. 

3.1.5. Cr-C 시스템

Cr-C 시스템은 Cr로부터 탄소 함량이 증가할수록 Cr23C6,

Cr7C3, Cr3C2의 중간 화합물이 생성되며, 그로 인한 다양한

invariant 반응이 생기는 시스템이다. 많은 실험값을 바탕으로

Andersson [16]에 의해 최초로 모델링이 이루어진 이후에,

C-Cr-Ni 및 Fe-Cr-V-C 시스템 등과 같은 다원계 시스템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다른 상호작용 파라미터를 적

용하여 업데이트 되어 왔다. 다양한 버전의 모델링 중에 Lee

[9]의 모델링이 가장 호환성이 높아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계산된 상태도는 Fig. 5에 나타내었으며, Cr23C6, Cr7C3,

Cr3C2 상은 모두 화학양론적 화합물로 고려되었고, Table 2

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각 탄소화합물 별로 계산된 엔탈피,

엔트로피, 정압비열 값은 JANAF 표 [17]에 보고된 실험값

과 잘 일치한다.

3.1.6. Nb-C 시스템

Nb-C 시스템은 Nb2C 중간 화합물과 NbC 규칙상이 나

타나는 것이 특징인 시스템이며, Huang [18]에 의해 처음

모델링 되었고, 이후에 Nb-W-C와 C-Fe-Nb 등과 같은 다

양한 다원계 시스템의 호환성을 위해 업데이트 되어 왔으나

서로 계산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음. 본 연구에서는 고온 영

Fig. 4. Calculated phase diagram of Cr-Nb system.

Fig. 3. Calculated phase diagram of Ni-C system.

Fig. 2. Calculated phase diagram of Ni-Nb system.

Fig. 5. Calculated phase diagram of Cr-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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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나타나는 BCC 상의 miscibility gap을 제거하기 위

해 Huang의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여 파라미터를 조금 수정

한 Peng et al. [15]의 모델링 결과를 적용하였다. NbC 상

은 FCC 규칙상으로 부격자가 2개인 (Nb)1(C,Va)1모델을 적

용하였으며 계산된 상태도는 Fig. 6에 나타내었다. 

3.2. 삼원계 시스템

Ni-Cr-Nb-C 시스템에는 Ni-Cr-Nb, Ni-Cr-C, Ni-Nb-C,

Cr-Nb-C의 총 4개의 삼원계 시스템이 존재한다. 총 6개의

이원계 시스템을 부격자 모델 및 파라미터 사이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서로 결합한 이후에 삼원계 상호작용 파라미터를

도입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후 모든 삼원계 시스템을 결합

하여 최종 Ni-Cr-Nb-C 사원계 시스템에 대한 열역학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3.2.1. C-Cr-Nb 시스템

C-Cr-Nb 시스템에서 삼원계 NbC FCC 규칙상은 넓은 영

역의 homogeneity를 갖는데, 하위 이원계 시스템과의 호환

성을 위해 부격자가 2개인 (Cr,Nb)1(C,Va)1를 적용하였다.

1050oC와 1350oC에서의 isothermal section 실험값과 다

양한 삼원계 invariant reaction, vertical sections, solidus

surface, liquidus surface 데이터를 이용하여 삼원계 파라미

터를 모델링한 Peng et al. [15]의 모델링을 본 연구에 적용

하였다. Fig. 7에 1050oC에서의 isothermal section을 계산

한 결과를 도시하였으며, open circle은 단일상 영역, closed

circle은 2상 영역, 삼각형은 3상 영역을 나타내는 실험값

[15]을 의미하며, 계산된 상 안정 영역이 대체로 실험값을 잘

설명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 

3.2.2. Ni-Cr-Nb 시스템

Ni-Cr-Nb 시스템의 하위 이원계 시스템인 Ni-Cr, Ni-Nb,

Cr-Nb 시스템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결합하기 위해 δ 상에

는 부격자가 2개인 모델, (Cr,Ni,Nb)3(Ni,Nb)1을 적용하였으

며, μ 상에도 부격자가 2개인 모델 (Cr,Ni,Nb)7Nb6, Laves

상에도 역시 부격자가 2개인 (Cr,Ni,Nb)2(Cr,Nb)1 모델을

적용하였다. 추가되는 삼원계 endmember와 상호작용 파라

미터는 Du et al. [19]의 모델링 결과를 도입하였다. Fig. 8

에 1002oC에서 계산된 isothermal section을 도시하였으며

같은 온도에서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Kodentsov et al.

[20]에 의해 제시된 그래프의 대부분의 요소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3.2.3. Ni-Cr-C 시스템

Ni-Cr-C 시스템에서도 역시 하위 이원계 Ni-Cr, Ni-C,

Cr-C 시스템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결합하였다. 이를 위해

Cr-C 이원계 시스템에서는 모두 화학양론적 화합물로 고려

되었던 Cr23C6, Cr7C3, Cr3C2 상 중에서 Cr23C6, Cr7C3

상에 포함되는 Ni 함량을 고려하기 위해 부격자가 2개인

(Cr,Ni)23(C)6 모델과 (Cr,Ni)7(C)3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추가

되는 삼원계 endmember와 상호작용 파라미터는 Lee [9]의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여 적용하였다. Leonovich [21]도

Fig. 6. Calculated phase diagram of Nb-C system. Fig. 7. Calculated isothermal section of C-Cr-Nb system at 1050oC

Table 2. Experimental data [17] and calculated values [9] of
entropies, heat capacities and enthalpies of carbides in Cr-C
system

Carbides Experiment Calculation

Cr3C2
o
S (298.15) J/(mol K) 85.434 87.86

o
CP (298.15)J/(mol K) 99.299 107.63
oΔHf (298.15) J/mol -85,000 -71,412

Cr7C3
o
S (298.15) J/(mol K) 200.983 205.08

o
CP (298.15)J/(mol K) 209.748 224.66
oΔHf (298.15) J/mol -161,000 -139,849

Cr23C6
o
S (298.15) J/(mol K) 635.4 612.12

o
CP (298.15)J/(mol K) 649.8 696.35
oΔHf (298.15) J/mol -328,000 -32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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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r-C시스템을 모델링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이

원계 시스템과 세부 부격자 모델이 호환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았다. Fig. 9에 1500oC에서 계산된 isothermal section

을 나타내었고, Leonovich가 계산한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3.2.4. Ni-Nb-C 시스템

Ni-Nb-C 시스템의 경우 삼원계 시스템에 대한 실험값이

보고된 바 없기 때문에, 하위 이원계 Ni-Nb, Nb-C, Ni-

C 시스템을 서로 호환성하여 결합하고 Ni, Nb, C 사이의

삼원계 상호작용은 이상혼합을 가정하였다. Fig. 10에

1500oC에서 계산된 isothermal section을 나타내었고, 각

테두리 면에서 이원계 시스템에서의 안정한 상을 나타내고

있다.

3.3. Ni-Cr-Nb-C 시스템

총 4개의 삼원계 시스템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결합하여

Ni-Cr-Nb-C 시스템을 모델링 하였다. 사원계 시스템의 경우,

이원계 및 삼원계와 같은 방식으로 상태도를 도시할 수 없

으므로 isopleth 다이어그램을 계산하여 합금 조성에 따른

상 안정성을 예측할 수 있다. Fig. 11에 Cr함량 및 온도에

따른 안정상 영역을 계산한 결과를 도시하였으며, Cr 함량

이 약 15 wt% 이상으로 증가하면 저온영역에서 Ni2Cr 상

이 안정한 것으로 예측되며, Cr 함량이 약 30 wt% 이상의

영역에서는 약 600oC 정도의 온도까지 Ni2Cr상이 안정하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 상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IN-

657 기준으로 약 50 wt% Cr 조건에서 BCC상 (α-Cr)은 약

1200oC 이하의 온도 영역에서 안정한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약 600oC 근처에서 Ni2Cr 상의 규칙-불규칙 전이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모델링된 사원계 열역학 데이터베이스를 활

Fig. 8. Observed [20] and calculated (this work) isothermal section of Ni-Cr-Nb system at 1002oC.

Fig. 9. Calculated isothermal section of Ni-Cr-C system at 1500oC from (a) Ref. [21] and (b) t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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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IN-657의 조성범위에 있는 Ni-48Cr-1.5Nb-0.05C

(wt%) 조건의 합금에 대한 온도에 따른 상분율을 계산하여

Fig. 12에 도시하였다. 고온의 액상으로부터 온도가 낮아지면

서 FCC상과 BCC상이 안정해지며 약 700oC부터 소량의 δ

상이 생성되며, 약 600oC 이하의 온도구간에서 Ni2Cr 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규칙FCC 상의 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Ni2Cr 상의 long range order (LRO) 파라미터(η)

를 계산할 수 있는데, Bragg-Williams [22]표현에 의해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3)

pA
(a)
는 부격자의 a site를 A 원소가 차지할 확률이고, cA는

해당 상에서 A 원소의 조성, v는 부격자 a site의 비율을

의미한다. Ni2Cr 상의 경우에는 η = (3y
II

Cr− 1)/2로 표현할 수

있으며, y
II

Cr는 두번째 부격자에서 Cr이 차지하는 site분율을

의미한다. 사원계 열역학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온도에 따

른 y
II

Cr값을 계산하여 Ni2Cr 상의 LRO 를 계산하여  에 실

험결과와 함께 도시하였다. Ni2Cr 상의 ordering은 586oC

에서 급격하게 높아지며 그 이하의 온도구간에서는 거의 1에

가까운 ordering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예측된다. Vintaykin

과 Urushadze [23]에 의해 진행된 neutron diffraction 실험

결과에 따르면 470oC에서 1개월동안 열처리시에 long range

ordering 값이 거의 1이었으며, 500oC에서 400시간동안 열처

리 하였을 때에도 역시 long range ordering 값이 1로 보

고 되었다. 실험결과 값은 Fig. 13에서 open circle로 표시

하였으며 열역학 계산에 의해 예측된 LRO 결과와 잘 일치

함을 알 수 있다. 

현장에서 10년 이상 사용된 Tube Support Pipe의 파괴

현상이 보인 부분의 온도는 470~560oC 영역으로 보고 되었

고, Ni2Cr ordering으로 말미암아 제품의 오스테나이트 기지

조직이 국부적으로 경화되어 결과적으로 파괴를 유발하는 것

 

Fig. 12. Calculated phase fraction versus temperature for Ni-48Cr-

1.5Nb-0.05C alloy.

Fig. 13. Calculated LRO of Ni2Cr phase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long with experimental data [23].

Fig. 10. Calculated isothermal section of Ni-Nb-C system at 1500oC

from this work.

Fig. 11. Calculated isopleth diagram for Cr contents and tem-

perature in Ni-Cr-Nb-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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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 되었는데 [2], 본 연구에서 CALPHAD 기법을

통해 계산한 Ni2Cr 상이 안정하게 생성되는 온도 구간 및

해당 온도 구간에서 1에 가까운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예

측된 LRO 파라미터의 결과는 현장에서의 제품 파괴 거동을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ALPHAD 기법을 활용하여 Ni-Cr-Nb-C

사원계 시스템의 열역학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Cr 함량과

온도에 따른 평형상 분율 및 Ni2Cr 상의 long range order

파라미터 계산을 통해 문헌에서 보고된 파괴 거동 해석에 적

용해보았다. Ni-Cr-Nb-C 사원계 시스템은 하위 6개의 이원

계 시스템과 4개의 삼원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

역학 수식 통합 작업 수행시에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중간상들에 대한 부격자 모델을 적절하게 선정하는 작업

을 진행하였고, 문헌에 보고된 열역학 수식을 선택하여 적용

할 때 우선 고려하였다. 

IN-657의 조성범위에 있는 Ni-48Cr-1.5Nb-0.05C (wt%)

조건의 합금에 대한 온도에 따른 상분율 계산을 통해, 고온

의 액상으로부터 온도가 낮아지면서 FCC상과 BCC상이 안

정해지며 약 700oC부터 소량의 δ 상이 생성되며, 약 600oC

이하의 온도구간에서 Ni2Cr 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Ni2Cr상의 LRO 파라미터를 계산한 결과 LRO값이 586oC

에서 급격하게 높아지며 그 이하의 온도 구간에서는 거의 1

로 예측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보고된 IN-657 합금의 파괴

거동에 관한 열역학적 배경을 설명해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CALPHAD 기법의 기반으로 한 열역학 모델링을 통한 합

금 상 안정성 및 열역학 특성 계산은 주조합금의 열역학 거

동 해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법이며, 다양한 다른

합금군에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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