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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ide activated pack cementation에 의한 silicide 코팅층의 형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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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tried to improve the oxidation resistance of Nb-12Si (wt%) alloys at 1200 °C or

higher through pack cementation coatings. Nb-12Si (wt%) alloys were prepared by arc-melting under Ar

atmosphere. When the alloys were coated using pack powder mixtures composed of Si, Al2O3 and NaF, two

silicide layers composed of NbSi2 and Nb5Si3 phases were successfully produced on the substrate. The Si-pack

coatings were performed with various heat treatment temperatures and time conditions. The microstructures

and thickness changes of the coating layers 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 growth behaviors of the coating

layer. The growth constant of  cm2/sec was obtained with a diffusion growth mode. In addition, in

order to examine the resistance of the Si-pack coated alloys, isothermal static oxidation tests were performed

at 1200 °C and higher temperatures. As a result, the oxidation resistance of the alloys was determined by

protecting the surface of the alloys with silicide oxide layers formed by the silicide coatings. The uncoated

specimens exhibited an abnormal weight increase due to the formation of Nb oxide. The coated specimen

showed excellent oxidation resistance at 1200 °C for up to 12 hrs, while the previous reports on the same alloy

verified oxidation resistance only up to 1100 °C. It appears that the excellent oxidation resistance is closely

related to the NbSi2 coating layer thickness. The oxidation behaviors of the coating layers after the oxidation

tes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microstructural and phase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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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세대 기술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요소에 대한 관점

으로 고려되어 왔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가

효율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그 중 우주항공분

야에서는 항공기 엔진이나 가스 터빈엔진의 성능 및 효율

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료 개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2]. 주로 사용되는 엔진 재료는 Haynes230과

Inconel 718 합금 등이 사용되며 [3-6], 냉각시스템 없이

약 1100 oC 이하의 작동 온도를 나타낸다. 기존의 보고에

의하면 냉각시스템 없이 약 1300 oC의 작동 온도에 도달

하면 엔진의 효율을 약 50 %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

었다 [7,8]. 따라서 초고온재료는 높은 융점, 낮은 밀도와

우수한 고온 강도 등의 특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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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는 refractory 합금이 차세대 초고온 재료로 연구되어

왔다 [9-13]. Refractory 원소 중 Mo 및 Nb 기지의 합금

은 이러한 특성들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으며, 고온에서의

기계적 특성과 크리프 특성 등이 매우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 중 Nb 기지의 합금은 Mo 기지보다 낮은 밀도를

나타내며 터빈 블레이드 등의 응용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

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특히, Nb-silicide 합금은 Ni기 합금보다 비교적 낮은 약

6.6~7.2 g/cm3의 밀도를 가지며 고온에서의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낸다 [14,15]. 그러나 고온에서 Nb2O5(s) 산화

물의 스케일 형성과 이에 따른 연속산화물 층이 아닌 다공

성 산화물 층으로 형성되는 고온에서의 열악한 산화저항성

을 나타낸다 [14-16]. 이를 보완하고자 합금원소 첨가로 내

산화성을 향상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현재까지 고

온에서의 기계적 특성과 내산화성의 균형에 도달하지 못하

였다 [17]. 따라서, 다른 대안으로 합금 자체에 대한 표면

코팅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실리사이드 코팅은

1600 oC 이하의 온도에서 Nb-based 합금의 내산화성 및

내열성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18]. 고온산화

분위기에서 코팅층의 내구성은 주로 실리사이드, Nb-oxide

및 SiO2로 구성된 표면층을 통한 산소의 확산속도와 보호

된 합금의 코팅층의 성분에 따른 확산에 의해 결정된다

[19]. 내산화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확산을 최소화해야

하고, 실리사이드 코팅의 성분과 합금의 조성에 대한 열팽

창 계수가 유사해야 한다 [19]. 이러한 조건으로 Nb-

Silicide 합금의 내산화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HAPC

(Halide Activated Pack Cementation Process) 코팅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전 연구에서는 Nb-silicide 합금에 Si, Si/B, Si/Al,

Si/Y의 HAPC (Halide Activated Pack Cementation

Process) 코팅이 수행되었다 [14,15,18,20,21]. 이에 대한

코팅층은 모재 위에 Nb-silicide 층이 형성되고, 고온산화

분위기에서 SiO2 산화물이나 Al2O3 산화물의 형성으로 추

가적인 산소의 침입을 방지하여 내산화성을 향상하였다. J.

Cheng et al.는 pure Nb과 Nb-25Si-12.5B 합금의 T2

single phase 합금에 Si-pack 코팅을 통해 실리사이드 층

을 형성한 후 1100 oC에서 미세구조와 산화거동을 비교하

였다 [15]. 또한, pure Nb, Nb5SiB2 single phase 합금,

Nbss+T2 two-phase 합금에 Si/B 코팅하여 1100 oC에서의

산화거동을 비교하였다 [18]. X. Tian et. al.는 Nb silicide-

based 합금에 Si/Al 코팅을 통해 (Nb,X)Si2+(Nb,X)5Si3 층

의 코팅온도에 따른 확산 거동을 분석하였다 [20]. 이와

같이 pack cementation 코팅 후 코팅층과 1100 oC에서의

산화거동 분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1100 oC 이상

의 온도에서의 산화거동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HAPC 코팅에도 불구하고,

고온산화분위기에서 합금 표면에 SiO2 와 Nb2O5를 포함한

NbO2 산화물을 형성시켜 산화저항성을 저하시킨다고 알려

져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Nb의 다양 합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만, 주로 Nb-silicide가 주된 원소임으로 이를 연구하기위

한 기초연구로서 Nb-Si 합금을 제작하여 코팅층과 내산화

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Nb-Silicide 합금에 다양한

온도 및 시간에 따른 Si-pack 코팅을 통해 코팅층의 두께

및 상분석을 비교하여 최적의 코팅 조건을 확립한 뒤,

1200~1400 oC의 고온산화분위기에서 미세구조관점으로 산

화거동을 분석한 결과, 1200 oC의 고온산화시 우수한 내산

화성을 나타내는 현상이 Nb 합금에서 처음으로 관찰되었

다. 이를 위해 Si pack cementation의 파우더 혼합비를

고려하였을 때의 최적화된 조성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코

팅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온에서의 Nb-

silicide 합금의 내산화성 향상 및 산화거동 규명에 치중되

고 있는 refractory 합금의 연구를 보다 확장하고, 위 결과

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고온 구조재료로서의 가

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Ar 분위기 하에서 텅스텐 전극을 사용하여 아크-용융에

의해 Nb-12Si (wt%) 합금을 제조하였다. 그림 1은 Nb-

12Si (wt%) 합금에 해당하는 Nb-Si 상태도를 나타내었다.

SiC paper로 연마한 후 초음파 세척한 후 합금 표면에 Si

pack cementation 코팅을 수행하였다. Si Pack cementation

코팅에 사용될 팩 분말은 25Si-70Al2O3-5NaF (wt%)의 조

성으로 진행하였다. 시편과 혼합된 분말을 알루미나 도가

니에 넣고 세라믹본드를 통해 밀봉하여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건조된 알루미나 도가니를 가열로에 넣

고, Ar 분위기 하에서 900~1100 oC의 온도 및 6~48 시

간의 다양한 조건으로 열처리를 하였다. 또한, 가열로의 온

도는 5 oC/min 조건으로 승온하였고, 열처리가 완료된 후

상온까지 로랭하였다. 산화저항성을 분석하기위해 등온 정

적 산화 시험을 1200 oC의 온도에서 최대 12 시간동안 수

행하였다. 그림 2 (a)는 산화시험 전의 YSZ 분말을 채운

알루미나 보트 위에 코팅된 시편을 나타낸 이미지이다. 그

림 2 (b)와 같이, 1200 oC의 고온산화분위기의 전기로 내

에 위치시켰고, 선정한 시간조건이 도달한 후 제거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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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하였다. X-ray diffraction(XRD, Rigaku) 및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e (EDS)를 포함한 Field Emission

Secondary Electron Microscope (FE-SEM, Hitachi)를 통

해 정적 산화 시험 전 후에 대한 코팅층의 변화 관점에서

의 상분석과 미세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그림 3는 아크-용해법으로 제조된 Nb-12Si (wt%) 합금

의 SEM BSE 이미지이다. 표 1은 그림 3의 ①, ② 영역

에 해당하는 에너지분산형 분광분석법(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EDS 분석 결과로 ①, ② 영역에서는 각각 99.5 at%

Nb, 0.5 at% Si와 64.7 at% Nb, 35.3 at% Si 조성이

검출되었다. Nb-12Si (wt%) 조성에 해당하는 Nb과 Si을

아크 용융한 뒤 냉각을 시키면 그림 1에서와 같이 약

1770 oC에서 Nb과 α-Nb5Si3 상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3에서의 흰색 부분과 짙은 회색 부분은

각각 Nb(ss)와 α-Nb5Si3 상으로, Nb-12Si (wt%) 합금은

Nb(ss)와 α-Nb5Si3으로 이루어진 2상 합금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는 Nb-12Si (wt%) 합금의 XRD 결과로, Nb(ss)와

α-Nb5Si3 피크가 검출되었다. 

Nb-12Si (wt%) 합금의 표면 위에 silicide 코팅층을 형

성하고자 Si pack cementation 공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5

는 Si-pack 코팅에 사용한 코팅원인 Si, 소결방지 역할을

하는 Al2O3 와 활성제인 NaF에 대한 SEM 이미지이다.

SEM 분석 결과, Si, Al2O3, NaF 분말 순으로 약 25

Fig. 1. Nb-Si equilibrium binary phase diagram. The dotted line
indicates the composition of Nb-12Si (wt%) alloy [22].

Fig. 2. Images of lab-scaled static oxidation tests at the temperature
range of 1200~1400 oC.

Fig. 3. SEM images of the as-cast Nb-12Si (wt%) alloy

Fig. 4. XRD results of the as-cast Nb-12Si (wt%) alloy

Table 1. EDS results of ① and ② regions in Figure 3

Element Nb (at%) Si (at%)

① 99.5 0.5

② 64.7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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µm, 0.5 µm, 35 µm의 입자 크기를 확인하였다. Si 확산

코팅의 경우에는 열처리 동안 팩 안의 파우더가 고온에서

반응하여 SixFy(g)가 생성되고, 생성된 가스가 모재 안으로

의 확산을 통해 합금 표면에 silicide 코팅층이 형성된다.

이 때, 소결 방지 역할을 하는 세라믹 재료인 Al2O3 분말

은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8,23]. 

Si-pack 코팅은 900~1100 oC의 온도 및 6~48 시간에

해당하는 다양한 열처리 조건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그

림 6는 열처리 온도[oC] 및 시간[h0.5]에 따른 silicide 코

팅층의 두께[µm] 변화를 나타내었고, 900, 1000, 1100 oC

에서의 실험 데이터를 보여주며, 각 온도별로 시간[h0.5]에

선형적인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즉, 코팅층의 두께는 시간

에 따라 확산거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x2=kt의 확산

거동을 가정할 때, 900, 1000, 1100 oC의 온도에 각각 해

당하는 k 값은 2.0×10-10, 1.5×10-5와 8.4×10-9 cm2/sec로

나타났다. 그림 7는 1100 oC의 온도에서 48시간동안 Si-

pack 코팅된 Nb-12Si (wt%) 합금의 단면 SEM BSE 이

미지이다. Silicide 코팅층은 주로 NbSi2 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NbSi2층과 모재 사이에 interdiffusion zone이 형성

되었다. EDS 분석 결과, Interdiffusion zone의 밝은 회색

부분은 65.7 at% Nb와 34.3 at% Si으로 구성된 Nb5Si3

상을 나타내고, 짙은 회색부분은 32.9 at% Nb와 67.1

at% Si으로 구성된 NbSi2 상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1100 oC의 온도에서 48시간동안 Si pack cementation 코

팅 후, 합금의 표면에 NbSi2와 Nb5Si3 상으로 이루어진

약 67 µm의 두께를 갖는 silicide 코팅층이 형성되었다. 

그림 8은 900 °C, 1000 °C와 1100 °C에서의 열처리 온

도와 6~48 열처리 시간에 대한 조건으로 Si-pack 코팅된

Nb-12Si (wt%) 합금의 XRD 분석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

다. 그림 8(a)-(d)는 900 °C에서 6, 12, 24, 48 시간 동안

의 조건으로 코팅된 합금의 XRD 결과로, 모든 조건에서

NbSi2 상과 Nb5Si3 상이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

한, 900 °C뿐만 아니라 그림 8(e)-(h)의 1000 °C에서의 조

건과 그림 8(i)-(l)의 1100 °C에서의 조건에서도 NbSi2 상

과 Nb5Si3 상의 피크가 검출되었다.

등온 정적산화시험은 1100 oC에서 48 시간동안 모재와

Si-pack 코팅된 시편을 이용하여 1200 oC 이상의 고온산화

분위기 하에서 수행하였다. 그림 9는 1200 oC에서 5 시간

동안 정적산화실험을 진행한 모재의 외관 이미지이다. 흰

Fig. 5. SEM images of Si, NaF and Al2O3 powders used for Si-pack coatings

Fig. 6. Variation in the thickness of Si-pack coating layers with
respect to temperature [oC] and time [h0.5] of the heat-treatments Fig. 7. SEM BSE image of cross section of the Si-pack coated Nb-

12Si(wt%) alloy at 1100 °C for 4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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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산화층을 형성하였지만 박리되어 산화 전의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그림 10은 정적산화실험 후의

외관 이미지이다. 그림 10(a)는 1200 oC에서 12 시간의 조

건에서 산화시험을 진행한 시편이고, 그림 10(b), (c)는 각

각 1300 oC와 1400 oC에서 3 시간동안 산화시험을 진행한

후의 시편의 외관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1400 oC의 조건에

서는 다른 조건들과 달리 시편 본래의 형상이 보존되지 않

았다. 또한, 1300 oC의 조건에서는 코팅층이 박리되어 코

팅층과 모재 사이에 흰색을 띄는 산화물이 형성된 것을 확

인하였다. 그러나 1200 oC에서 산화시험 후의 시편은 외관

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1200 oC 이하의 온도에서

Si-pack 코팅을 통해 Nb-12Si (wt%) 합금의 내산화성이

향상된다고 사료된다. 

그림 11은 1200 °C에서 5 시간의 조건에서 정적 산화

시험 후의 산화층과 박리된 모재의 단면 SEM BSE 이미

지로, 약 530 µm의 두께를 가진 Nb2O5+NbO2 산화층이

형성되었다. 그림 12는 1200 °C에서 12 시간의 조건에서 정

적 산화 시험 후의 Si-pack 코팅된 합금의 단면 SEM BSE

이미지로, 확산경로는 SiO2+Nb2O5/NbSi2/NbSi2+Nb5Si3/

Nb5Si3으로 나타났다. 산화 시험 후, 표면에 SiO2와 Nb2O5

Fig. 8. XRD patterns of Si-pack coated Nb-12Si(wt%) alloy: (a)-(d)
at 900 oC for 6~48 h, (e)-(h) at 1000 oC for 6~48 h, (i)-(l) at 1100 oC
for 6~48 h

Fig. 9. Appearance images of the uncoated substrate after oxidation
tests at 1200 oC for 5 h (The oxide layers became white color and
the oxide layers were completely detached from the substrate)

Fig. 10. Appearance images of Si-pack coated specimens after oxidation tests (a) at 1200 oC for 12 h, (b) at 1300 oC for 3 h, (c) at 1400 oC
for 3 h 

Fig.11. SEM BSE image of cross section of substrate after oxidation
tests at 1200 oC for 5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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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이루어진 약 25 µm의 산화층이 형성되었고,

interdiffusion zone과 모재 사이에는 Nb5Si3 층이 형성되

었다. 산화층의 EDS 분석결과는 흰색 부분은 19.3 at%

Nb, 8.4 at% Si, 72.3 at% O로 검출되었고, 회색 부분은

8.2 at% Nb, 20.5 at% Si과 71.3 at% O로 검출되어

SiO2 상과 Nb2O5 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코

팅층의 경우에는 33.4 at% Nb와 66.6 at% Si으로 구성

된 NbSi2 상과 62.9 at% Nb와 37.1 at% Si으로 구성된

Nb5Si3 상을 확인하였다. 그림 13은 1200 °C의 고온산화분

위기에서 코팅하지 않은 시편과 Si-pack 코팅된 시편의 정

적산화 시험 후의 모식도를 나타냈었다. Nb-silicide에서 형

성된 SiO2는 연속적인 산화층보다는 다공성에 가깝기 때문

에 산화층이 SiO2+Nb2O5 상으로 이루어졌고, SiO2의 형성

에 의한 NbSi2 층의 Si이 외부로의 확산에 의해서 내부

Si 함량이 감소하여 Nb5Si3 상이 층으로 형성되었다고 사

료된다. 

그림 14는 1200 °C에서 12 시간의 조건에서 산화 시험

을 한 후의 모재와 Si-pack 코팅된 합금의 XRD 분석결과

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XRD 분석결과, 코팅되지 않은 모

재의 산화층은 Nb2O5와 NbO2 상의 피크가 검출되었고

Si-pack 코팅의 시편의 경우에는 코팅층인 NbSi2, Nb5Si3

상과 산화층의 SiO2, Nb2O5 상의 피크가 검출되었다. 그

림 15은 Si-pack 코팅 전과 코팅 후의 합금을 1200 °C에

서 최대 12 시간의 정적 산화 시험 이후의 무게변화를 보

여준다. 코팅하지 않은 시편은 산화 시간의 증가에 따라

무게 변화량이 증가하였으며, 5 시간의 산화 시험 후에는

약 154 mg/cm2의 무게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무게 증가는

지속적인 모재의 산화를 나타낸다. 반면에, Si-pack 코팅한

시편은 12 시간까지의 산화시험동안 약 0.65 mg/cm2 이

내의 무게변화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서, Nb-Si 합금의

Fig. 12. SEM BSE image of cross section of the Si-pack coated
specimen after oxidation tests at 1200 oC for 12 h

Fig. 13. Schematic diagram of oxidation behaviors of uncoated
specimens and Si-pack coated specimens after the oxidation tests at
1200 oC.

Fig. 14. XRD patterns of (a) uncoated specimens and (b) the Si-pack coated specimens after oxidation tests at 12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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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ack 코팅은 내산화성을 증가시키는데 유용하다고 사료

된다. 그림 16는 1200 oC에서 코팅되지 않은 시편과 코팅

된 시편의 단위 면적당 무게증가의 제곱과 산화시간 사이

의 관계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포물선 법칙을 따르는 산

화거동은  식을 충족시킨다 [24]. 여기서

는 단위 면적당 무게 증가, 는 산화 속도 상수, t

는 산화 시간, C는 상수이다. 코팅되지 않은 시편의 산화

시험 결과는 Nb2O5와 NbO2 산화물을 형성하였고, y=

4221.9x의 선형적인 식과 R2=0.9224로 나타났다. 또한, 코

팅된 시편의 산화시험 결화는 Nb2O5와 SiO2 산화물을 형

성하였고, y=0.0327x의 선형적인 식과 R2=0.9457로 나타

났다. 기존의 연구결과는 1100 oC에서도 추가적인 산화를

방지하지 못하여 SiO2와 Nb2O5 상뿐만 아니라 NbO2 산화

물이 검출됨으로써 높은 내산화성을 보이지 않았다 [14].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최초로 1200 oC에서 최대

12 시간까지의 산화분위기동안 NbO2 상이 검출되지 않았

고, 안정적으로 silicide 코팅층과 모재가 유지되고 있는 이

유는 60 µm 이상의 NbSi2 코팅층을 제조하였기 때문이라

고 사료된다. 다양한 원소를 함유한 Nb 합금의 추가 실험

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로부터 1200 oC에서 안정적인 내산

화특성을 보이는 결과를 얻은 것은 매우 우수한 결과로 사

료되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50 µm 이상의 코팅층을 Nb

합금에서 수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로부터

기존의 보고와는 달리 Nb 합금의 내산화성은 NbSi2 코팅층

의 두께에 좌우되는 것을 밝혔으며, 코팅층의 변화에 따른

온도별 내산화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온에서의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지닌

Nb 합금의 기초연구로서 Nb-Si 2원계 합금을 제조하였고,

Si-pack 코팅을 적용하여 silicide 코팅층의 형성을 통해 합

금의 내산화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열처리 온도 및

시간의 다양한 조건에 따른 코팅층의 두께 변화와 미세구

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 보고되었던 정적산

화시험의 온도보다 높은 온도인 1200 oC에서 내산화성 향

상과 산화거동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Nb-12Si (wt%) 합

금에 Si-pack 코팅을 통해 NbSi2+Nb5Si3 상으로 이루어진

약 60 µm 두께의 silicide 코팅층을 형성하여 외부의 산소

와의 반응으로 인해 생성된 산화층을 통해 1200 oC의 고온

산화분위기에서 최대 12 시간동안 시편을 보호하였으며, 이

에 따라 합금의 내산화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온도 및 시간 조건에 따라 코팅층의 미세구조 및 두

께에 대한 변화와 정적산화시험에서의 코팅층의 산화거동

을 확인함으로써, 고온산화분위기에서의 최적화된 silicide

코팅층을 형성하였고, 코팅층의 두께와 내산화성과 매우 밀

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에

는 1100 oC까지 코팅층이 유효하다는 보고와는 달리 고온

산화저항성이 열악한 Nb-Si 합금을 1200 oC의 고온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Nb-based 합금의 개발

및 내산화성 향상에 대한 연구에 응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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