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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Cycle Fatigue Characteristics of a Ni-Based Single Crystal Superalloy
CMSX-4 at Elevated Temperature

최재구1, 석창성2,#, 위성욱1, 정의석3, 윤병관3, 권석환3

Jae Gu Choi1, Chang-Sung Seok2,#, Sung Uk Wee1, Eui-Suck Chung3, Byoung-Gwan Yun3, and Suk-Hwan Kwon3

1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2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ersity)

3 한국로스트왁스 연구개발팀 (Research & Development Team, Koea Lost-Wax Co., LTD)

# Corresponding Author / E-mail: seok@skku.edu, TEL: +82-31-290-7446

 ORCID: 0000-0002-1205-9996

KEYWORDS: Ni-based single crystal superalloy (니켈기 단결정 초내열합금), Low cycle fatigue (저주기 피로), Life prediction (수명예측),

Microstructure (미세조직)

Isothermal low cycle fatigue (LCF) behavior of a crystal nickel-based superalloy CMSX-4, a material for high-pressure

turbine first stage rotor blade, was investigated at elevated temperatures. Strain-controlled LCF tests were performed under

various test conditions, such as mechanical strain amplitude. Stress response and cyclic deformation were investigated, and

equations of LCF life prediction were derived through the Coffin-Manson method. In addition, fatigue-induced fracture

mechanism and microstructural evolution were investigated,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Results revealed

that cyclic behavior of the CMSX-4 superalloy, was characterized by cyclic softening with increasing number of cycles at

800oC and 900oC. LCF of the CMSX-4 superalloy at 800oC and 900oC could be affected mainly by elastic damage in

fatigue processing. Fatigue cracks were initiated in the surface oxide layer of the specimen. The plane of fracture surface

was tilted toward <001> direction. The fatigue fracture mechanism was quasi-cleavage fracture at 800oC and 900oC. In all

broken specimens, the γˊ phase morphology maintained cuboidal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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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발전용 가스터빈은 연료와 압축된 공기를 연소 시 발생되는 고

온·고압의 연소가스를 이용하여 터빈 블레이드를 회전시켜 발전

하는 장치이다. 가스터빈을 이용한 발전설비의 경우 발전효율이

높고, 건설공기가 짧은 이점이 있다.1 또한, 최근에는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천연가

스를 사용하는 가스터빈의 경우 친환경 발전 시스템으로써 전세

계적으로 기술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 가스터빈의 발전효

율 향상을 위하여 고온·고압화 추세에 따라 가스터빈의 핵심 부

품들에 대한 소재의 초내열합금, 정밀가공, 열차폐 코팅 등의 다

양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3-5 단결정 초내열합금

NOMENCLATURE

R = Strain ratio

Δεt = Total strain range

Δεe = Elastic strain range

Δεp = Plastic strain range

Nf = Cycles to failure

E = Young’s modulus

b = Fatigue strength exponent

c = Fatigue ductility exponent

σʹf = Fatigue strength coefficient

εʹf = Fatigue ductility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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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정입계를 완전히 제거하여 하나의 결정으로 주조한 것으로

방향에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물성을 갖는다. 기존의 다결정 및

일방향 응고 합금에 비하여 고온에서 변형 저항성, 크리프 저항성,

내산화 및 내부식성 등이 월등히 우수하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단결정 니켈기 초내열합금은 터빈 블레이드, 로터 등 발전시스템

의 핵심 부품 소재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6

가스터빈의 핵심부품 중 1단 블레이드는 가동 시 초고온 연소

가스의 직접적인 노출과 동시에, 3,600 rpm 정도의 고속 회전에

의해 원심력을 받게되어 기계적 피로 및 크리프, 열화 등에 의하

여 결함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함은 파손으로 이어져 블

레이드의 수명을 크게 저하시킨다.7 피로파괴는 가스터빈 블레이

드의 주요 파괴모드이며, 높은 하중 범위에서 반복 응력-변형률

반응과 재료의 거동은 변형률 제어 조건하에서 가장 잘 모델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스터빈을 이용한 발전설비의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블레이드의 변형률 제어 조건하에서 저주기 피로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특히 단결정 니켈기

초내열합금의 저주기 피로특성에 대한 국내·외에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터빈 블레이드의 작동환경을 고려하여

800°C, 900°C 온도 조건에서 단결정 니켈기 초내열합금 소재의

저주기 피로특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변형률 진

폭 조건에서 변형률 제어하 저주기 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 온도

별 주기적 응력 반응 및 히스테리시스 루프에 대하여 비교·분석하

였으며, Coffin-Manson 식을 이용한 변형률과 피로수명과의 관계

식을 도출하였다. 시험 후 파손된 시험편의 미세조직 분석을 통해

피로파괴 메커니즘과 저주기 피로에 의해 유발된 미세조직 변화

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재료 및 시험방법

2.1 재료 및 시험편

본 연구에서 Re이 3% 첨가된 2세대 단결정 니켈기 초내열합

금인 CMSX-4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CMSX-4 소재의 화학적 조

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단결정 합금은 블레이드

회전체의 반경 방향에 재료의 결정립 성장방향을 <001> 방향으

로 일치시킨다. 이는 해당방향에 대하여 다른 결정방향 대비 크리

프 및 피로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8 한국로스트왁스 사로부터

직경 23 mm, 길이 200 mm의 봉상형태로 정밀주조 및 진공 열처

리하여 제작된 <001> 방위를 갖는 CMSX-4 소재를 입수하였다.

입수한 CMSX-4 소재의 결정방향을 XRD (X-ray Diffractometer)

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001> 방위로부터 평균적으로 8° 이내

의 편차를 확인하였다.

CMSX-4 초내열합금은 2가지 주요 고용강화 상 γ-Matrix와 γʹ-

Precipitates이 존재한다. 두 상 모두 Face-Centered Cubic (FCC)

격자구조를 갖으며, γʹ은 Ni3 (Al, Ti) 화학양론적 조성으로 Ll2 구조

로 정렬 되어있다.9 Fig. 1에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을 이용하여 관찰한 진공 열처리 후 CMSX-4 소재의 미세조직을

나타내었다. γ-Matrix (옅은 회색)에 규칙격자 형태의 γʹ-

Precipitates (진한 회색)으로 구성된 미세조직을 확인하였고, γ/γʹ

의 체적 분율은 65 %이며, γ 채널의 폭은 약 30 - 70 nm, γʹ의 크

기는 약 0.4 - 0.7 μm로 측정되었다.

저주기 피로 시험편은 ASTM E60610에 명시된 규격에 따라

평행부 길이 22 mm에 직경 8 mm로 설계 및 제작하였다. Fig. 2

에 저주기 피로 시험편의 형상과 치수를 나타내었다. 시험편 표면

의 기계 가공선 자국에 의한 균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저주기

피로시험 전 제작한 모든 시험편은 하중부가 방향과 평행한 방향

으로 연마 가공을 하였다.

2.2 시험방법

고온 저주기 피로시험에서는 Shimadzu사의 최대 250 kN 용량

전기모터식 만능시험기(Model: AG-250 kNXplus), 고온용 세라

믹형 변형률 측정 게이지, 데이터 저장용 DAQ (Data Acquisition

System) 및 랩탑 컴퓨터, 고온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최대 1,400°C

용량의 전용 퍼니스와 온도 컨트롤러로 구성된 시험장치를 사용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CMSX-4 (wt.%)

Element Cr Co Mo Ta W

Wt. % 6.5 9.6 0.6 6.5 6.4

Element Re Al Ti Hf Ni

Wt. % 3.0 5.6 1.0 0.1 Bal.

Fig. 1 Microstructure of the virgin CMSX-4

Fig. 2 Specimen dimensions of the LCF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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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전체 시험장치 모습을 Fig. 3에 나타내었다. 시험 시작 전

압축 시 버클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우드메탈 그립을 사용하여

시험기의 하중선을 정렬하였다. K타입의 열전대를 시험편 표면

에 부착하여 시험 목표온도에 도달 한 뒤 시험편 및 시험지그의

열평형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유지하였다. 가스터빈 블레이드의

실제 사용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800°C, 900°C에서 변형률 진폭

이 1.0 - 1.6% 범위에서 시험편 평행부에 세라믹형 변위 측정기를

장착하여 변형률 제어 방식으로 R = -1 변형률 비율로 저주기 피

로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속도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험 주기수를 1Cycle에 소요되는 시간이 3분이 되도록

0.0056 Hz로 고정하였다. Table 2에 저주기 피로시험 조건을 정

리하여 나타내었다. 저주기 피로시험 중 하중 및 변위 신호를

DAQ를 이용하여 기록하고, 시험편 파단 시 시험을 종료하고 파

단수명을 기록하였다. 파손 메커니즘과 미세조직 변화를 관찰하

기 위해, 피로시험 종료 후 시험편의 작용하중 방향과 평행한 방

향으로 절단하였고, 기계적 연마 및 CuSO4(5 g) + HCl(25 ml) +

H2O(20 ml) + H2SO4(5 ml) 용액에서 화학적 에칭 작업을 거쳐

SEM을 이용하여 시험편의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3. 시험결과 및 고찰

3.1 주기적 응력반응 거동

Fig. 4에 온도별 서로 다른 전변형률의 파단 사이클과 응력진

폭간 관계를 나타내었다. 800°C, 900°C에서 응력진폭의 변화는

사이클이 진행될수록 응력진폭이 감소 하는 피로연화 경향을 나

타내었다. 이는 재료 내부의 성질이 전위의 이동이 쉬워지는 방향

Fig. 3 Low cycle fatigue testing system

Table 2 LCF test conditions

R Frequency Temperature Strain amplitude

-1 1/180 Hz

800oC

1.42%

1.31%

1.08%

900oC

1.57%

1.44%

1.39%

Fig. 4 Cyclic stress response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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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11 800°C의 경우 모든 전변형률 조건에

서 초기에 주기적 연화반응이 나타나고 이후 안정화된 응력거동

이 유지된다. 900°C의 경우 모든 전변형률 조건에서 파단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주기적 연화반응이 나타났다. 동일 온도조건에

서 전변형률이 클수록 연화반응 정도가 증가하였다. 800°C의 경

우 모든 전변형률 조건에서 안정화된 응력거동 이후 전체 피로수

명의 25% 내에서 연화현상이 일정하게 진행되다가 최대 20% 응

력감소 시점까지 도달했을 때 순간적으로 파단되는 형태를 나타

내었다. 900°C의 경우 모든 전변형률 조건에서 안정화된 응력거

동 이후 연화현상이 일정하게 진행되다가 전체 피로수명의 10%

내에서 연화현상이 급격히 일어나 최대 37% 하중감소 시점까지

도달했을 때 파단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3.2 히스테리시스 루프

Fig. 5에 온도별 파단수명의 절반에서 얻어진 안정화된 히스테

리시스 루프를 나타내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응력진폭은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일정 변형률 제어식 피로하중의

경우 반복 연화현상 때문에 온도의 증가에 따라 동일 변형률 조

건에서 시험편에 가해지는 응력이 감소하게 된다. 

히스테리시스 루프 내의 면적을 계산하면 온도에 상관없이 모

든 전변형률 조건에서 소성변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히스테리

시스 루프 내의 면적은 작지만 온도가 증가할수록 소성 변형량이

증가하면서 면적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를통해 900°C

에서 800°C보다 피로연화 작용의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3.3 저주기 피로수명 예측

고온 저주기 피로수명 거동에 대한 수명예측 방법은 현상학적

모델(Phenomenological Model)에 의한 방법과 물리적 현상에 근

거한 모델(Physically-Based Model)에 의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상학적 모델은 매개변수 관계식이나 피로와 크리프에 의

한 손상정도를 평가한다. 현상학적 모델은 손상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는 없지만, 피로수명 예측 모델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적용하

기가 쉬운 모델이다.12 본 논문에서는 현상학적 수명예측 모델 중

Fig. 5 Stress-strain hysteresis loops 

Fig. 6 Strain-Life curve at various temperature 

Table 3 Strain-life parameters of CMSX-4

Temperature σf'/E b εf' c

800oC 2.843 -0.157 1.596 -0.672

900oC 1.611 -0.034 1.540 -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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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기 피로수명을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Coffin-Manson

의 식과 Basquin의 식을 사용하였다. 식(1)과 같은 형태로 파단수

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반수명 에서의 안정화된 응력-변형률 선도

을 이용하여 변형률을 탄성 및 소성 성분으로 나누고, 최소자승법

을 이용하여 피로강도계수(b), 피로강도 지수(σf'), 피로연성 지수

(c), 피로연성 계수(εf') 등을 구하는 방법이다.13-15

(1)

Fig. 6에 Coffin-Manson 및 Basquin식의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한 탄성 및 소성 변형률-수명 선도와 전변형률-수명 선도를 나

타내었으며, Table 3에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도출한 Coffin-

Manson 및 Basquin 식의 파라미터 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도

출한 Coffin-Manson와 Basquin 식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피로

수명 예측식을 표현하면 800°C의 경우 식(2)와 900°C의 경우 식

(3)과 같은 형태이다.

(2)

(3)

온도와 상관없이 전변형률 진폭이 감소할수록 소성 변형률 진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듬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소성 변형률은

매우 낮은 값으로 나타나 탄성 변형률이 총 변형률과 유사한 값

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탄성 변형률 선도와 소성 변형률 선도의

교차점인 천이수명은 1Cycle 미만인 수명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탄성 변형률에 의해 저주기 피로수명이 지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4 파손 메커니즘 분석

저주기 피로시험 후 파손된 시험편의 작용하중 방향과 평행한

방향에 대하여 파단면 분석을 수행하였고, 분석결과 중 온도별 대

표 사진을 Fig. 7에 나타내었다. 시험온도 및 전변형률 범위에 관

계없이 모든 시험편의 표면부에서 균열이 시작되어 내부로 전파

하여 파단된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시험편의 표면부에 다발성 균

열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7(c)). 강정구 등16은 <001>

결정방향을 갖는 CMSX-4 소재에 대한 저주기 피로시험 (R = 0)

결과 950°C에서 단결정 초내열합금의 표면산화가 급속하게 진행

하게 되고, 저주기 피로균열은 내부균열 보다 표면 산화층에서 우

선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시험 결과와 일치함

을 확인하였다.

저주기 피로시험을 통해 산화된 표면에서부터 반복 하중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균열 진전의 스트리에이션이 관찰되었다(Fig.

7(e)). 800°C, 900°C에서 공통적으로 파단면에 몇 개의 평면이 관

찰되었다. 이는 균열의 성장은 임계 균열길이에 도달 할 때까지

계속 되며, 처음에는 최대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100> 방향(작용

하중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γ'에 비해 강하지 않은 γ 상을 따라

전파된 뒤 다른 평면을 따라 진전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16 소

성 변형이 발생하는 동안, 단결정 초내열합금은 결정 평면상 의

슬립에 의해 변형된다.

면심입방정에 대한 3가지 주슬립 시스템(팔면체 슬립 {111}

<011>, 팔면체 슬립 {111}<112>, 입방체 슬립 {100}<110>)이 있

다.17 800°C, 900°C에서는 팔면체 슬립 시스템 {111}[011]에 의

해 파단면의 평면은 <001> 방향으로 약 40 - 50° 기울어진 형태

를 확인하였다. 또한 대부분 층상으로 취성 파괴된 파면과 연성

파면이 일부 혼재한 준 벽계파괴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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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atigue fractographies (a) Δεt = 1.31 % at 800°C, (b) Δεt = 1.44% at 900°C, (c) surface oxide crack, (d) beach mark, (e) st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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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미세조직 변화

Fig. 8에 γ'의 조대화 및 구상화 등 형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SEM을 이용하여 촬영한 파손된 시험편 종단면의 모습을 나타내

었다. γ/γ'의 체적분율, γ 채널의 폭, γʹ의 크기는 저주기 피로시험

전 상태에 비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γ'의 형태는 저주기

피로 시험 전(Fig. 1)과 비교하였을 때 온도별 시험한 모든 시험

편에서 입방형태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시험편

에서 작용응력 축을 따라 움직이는 전위를 효과적으로 방해하여

피로수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작용응력축에 수직인

방향으로 래프팅 현상 또한 관찰할 수 없었다. 800°C, 900°C에서

시험편의 파단면 근처에 γ' 상과 γ 기지를 전단시키는 슬립 밴드

도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슬립 밴드는 주기적인 소성 변형

이 연속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생성될 수 있다. 또한 피로균열 개

시점에 대한 우선적인 위치가 될 수 있으며, 균열성장은 더욱 용

이하게 만들 수 있다.17 본 시험조건에서 수행한 저주기 피로시험

결과 소성 변형률이 매우 작게 나타나 주기적인 소형변형의 영향

을 받는 γ'의 조대화 및 래프팅 현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4. 고찰

CMSX-4 소재의 주기적 응력반응은 온도에 의존하는 거동을

보인다. Barnard 등은 <001> 결정방향을 갖는 CMSX-4에 대한

일축 인장하의 저주기 피로시험(R = -1) 결과로부터 750°C의 경

우 주기적 경화현상이 지배적 이며, 950°C의 경우 주기적 연화현

상이 지배적이라고 보고하였다.18 Barnard 등이 수행한 연구결과

와 본 연구의 시험결과를 종합하여 첫번째 사이클에서 최대 응력

진폭과 중간수명에서 최대 응력진폭을 Fig. 9에 나타내었다.

750°C에서는 첫번째 사이클 대비 중간수명에서 최대 응력진폭이

증가하는 주기적 경화현상을 나타내었다. 반면, 800°C, 900°C,

950°C에서는 첫번째 사이클 대비 중간수명에서 최대 응력진폭이

감소하는 주기적 연화현상을 나타내었으며, 온도가 증가 할수록

주기적 연화작용에 따른 최대 응력진폭 감소량은 증가하였다. 

Sengupta 등은 CMSX-4 소재를 이용하여 상온 및 고온 인장시

험을 통해 온도에 따른 인장특성을 평가하였다.19 Fig. 10에

CMSX-4 소재의 온도에 따른 항복강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온도

가 증가할수록 항복강도는 증가하여 800°C 부근에서 최대값을

Fig. 8 γ/γ' morphology of fatigue fractured specimens (a) Δεt = 1.08% at 800°C, (b) Δεt = 1.31% at 800°C, (c) Δεt = 1.42% at 800°C, (d)

Δεt = 1.39% at 900°C, (e) Δεt = 1.44% at 900°C, (f) Δεt = 1.57% at 900°C

Fig. 9 Influence of temperature on stress response of CMS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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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800°C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항복강

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와 Sengupta 등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CMSX-4 소재의 경우 750°C와 800°C 사이 온도에서 주기적 경

화현상과 주기적 연화현상의 천이구간이 존재함을 판단할 수 있

다.

CMSX-4 소재의 온도별 기계적 변형률-파단수명 선도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온도에 상관없이 기계적 변형률이 증가할수록

파단수명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기계적 변형률이 1.5% 보다 작을 경우, 동일한 기계적 변형률

에서 900°C에서 LCF 수명이 800°C보다 길게 평가되었다. 이는

일정 변형률 제어식 피로하중의 경우 주기적 연화되는 현상으로

인해 온도의 증가에 따라 작용 응력이 감소하게 되어 피로저항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CMSX-4 소재의 온도별 최대응력-파단수명 선도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선도상 동일한 최대응력 조건에서 800°C에서의 LCF

수명이 900°C보다 길게 평가되었다.

5. 결론

니켈기 단결정 초내열합금 CMSX-4에 대하여 800°C와 900°C

에서 다양한 변형률 진폭 조건에서 수행한 저주기 피로특성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800°C와 900°C에서 저주기 피로시험 동안의 응력 거동은

주기적 연화반응을 나타내었다. 선행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CMSX-4 소재의 경우 750°C와 800°C 사이 온

도에서 주기적 경화 현상과 주기적 연화현상의 천이구간이 존재

함을 판단할 수 있다.

2. 온도별 히스테리시스 루프 내의 면적을 계산하면 800°C,

900°C에서 소성변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면적은 작지만 온도

가 증가할수록 소성변형량이 증가 하면서 면적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통해 900°C에서 800°C보다 피로연화 작용의 정

도가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3. 온도별 Coffin-Manson 및 Basquin식을 이용한 변형률과 피

로수명과의 관계식을 도출하여 저주기 피로수명 예측식을 제시하

였다. 

4. 시험온도 및 전변형률 범위에 관계없이 모든 시험편의 표면

부에서 균열이 시작되어 내부로 전파하여 파단된 양상을 확인하

였으며, 시험편의 표면부에 다발성 균열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800°C, 900°C에서는 팔면체 슬립 시스템 {111}[011]에 의

해 파단면의 평면은 <001> 방향으로 약 40 - 50° 기울어진 형태

를 확인하였다. 또한 대부분 층상으로 취성 파괴된 파면과 연성

파면이 일부 혼재한 준 벽계파괴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5. 저주기 피로에 의해 유발된 미세조직 변화는 SEM을 통하여

관찰한 γ'의 조대화 및 래프팅 현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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