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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rare earth element (R.E.) and cooling rate on the eutectic reaction of flake graphite cast irons were studied by
combined analysis of macro/micro-structure and cooling curve data. The correlation between eutectic reaction parameter and macro/
micro-structure was systematically investigated. Two sets of chemical compositions with the different addition of R.E. were
designed to cast. Three types of molds for cylindrical specimens with the different diameters were prepared to analyze cooling rate
effect. The difference between undercooling temperature and cementite eutectic temperature (∆T1 = TU − TE,C), which is increased by
adding R.E. and decreased by increasing cooling rate, is considered to be a suitable eutectic reaction parameter for predicting graph-
ite morphology. According to the criterion, A-type graphite is mainly suggested to form for ∆T1 over 20oC. Eutectic reaction time
(∆t), which is decreased by adding R.E. or increasing cooling rate, is a suitable eutectic reaction parameter for predicting eutectic
cell size. Eutectic cell size is found to decrease in a proportion to the decrease of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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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는 연비 향상, 배기가스 저감 및

환경규제 대응 등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화제이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 등의

자동차 선진국들은 2014년부터 시행되는 Euro-6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핵심부품의 경량화 및 고특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편상흑연주철(Flake

Graphite Cast Iron)은 가격이 싸고, 주조성, 가공성 및 진동감

쇠성 등이 매우 우수한 소재이다[1-9]. 비철계 소재 대신 편상

흑연주철을 사용하여 자동차용 주물부품을 박육화할 수 있다면,

부품 중량을 비철계 주물부품 수준으로 가볍게 하면서, 특성

및 성능을 비철계 주물부품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10,11].

편상흑연주철 부품의 박육화에는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따른

다. 냉각속도가 빨라질수록 형성되기 쉬운 취약한 조직인 칠

(Chill)의 억제, 주물두께가 얇아짐에 따라 부족해지는 강도와 유

동성의 증가 등이다. 편상흑연주철 부품의 박육화 시 칠 조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S가 포함된 용탕에 희토류원소

(Rare Earth Element, R.E.)를 첨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R.E.

를 Mn 및 S 대비 적절한 함량을 첨가할 경우에 (R.E.,Mn)xSy

형태의 화합물이 형성되는데, 이 복합황화물이 흑연의 핵생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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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작용하여 칠을 억제하기 때문이다[12-18].

냉각곡선을 흔히 용탕의 지문이라고 한다. 냉각곡선은 응고

및 상변태 과정의 전반적인 정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며,

냉각곡선을 잘 분석하여 미세조직, 특성 및 결함 등을 예측할

수 있다[9,14,19-22]. 아공정주철(Hypoeutectic Cast Iron)의

경우에 흑연은 공정반응에 의해서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 공

정반응에 의한 흑연 형성거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냉각곡선

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과 냉각곡선

의 분석을 통해 일정량의 S를 함유하고 있는 편상흑연주철의

공정반응에 미치는 R.E. 첨가 및 냉각속도 증가의 영향을 고

찰하였다. 냉각곡선으로부터 구해진 다양한 공정반응 인자들 중

에서 흑연, 공정셀 등 공정반응 조직의 예측에 적합한 인자를

검토하였다.

2. 실험 방법

2.1 화학 조성

250 MPa급 인장강도를 가진 편상흑연주철의 경우에 기본원소

로써 포함되는 C, Si 및 Mn의 함량은 각각 3.0~3.6, 1.8~2.4

및 0.6~0.8 wt%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Fe-3.3wt%C-2.1wt%

Si-0.7wt%Mn-0.1wt%S를 기준조성으로 채택하였다. 기준조성의

열역학적 공정온도는 JMatPro [23]로 계산하였다. 안정 평형조

건으로 계산한 흑연 공정온도(Graphite Eutectic Temperature,

TE,G)는 1157.1oC이다. 준안정 평형조건으로 계산한 시멘타이트

공정온도(Cementite Eutectic Temperature, TE,C)는 1121.8oC

이다. 실험시편의 화학조성은 분광분석기(Spark Emission

Spectrometer, SES, OBLF QSN-750)로 측정되었다. 분석한

화학조성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No. 1과 2의 두 실험조성

은 모두 기준조성을 목표값으로 하였고, No. 2의 경우에만

R.E.를 첨가하였다. R.E.는 65wt%Ce-35wt%La 함량의 미시메

탈(Misch Metal)을 사용하였고, 전체 용탕량의 0.3 wt%를 첨

가하였다.

2.2 주형 제작

편상흑연주철의 공정반응에 미치는 냉각속도의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원통형 시편을 여러 가지 직경으로 주조하였다. 냉각

속도가 각각 다른 원통형 시편들의 주조와 이 시편들의 냉각

곡선 측정이 가능하도록 각 주형들이 설계되었고, 이 주형들의

도면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주형은 원통형 시편의 높이가

50 mm이고, 직경이 각각 30, 20 및 13 mm가 되도록 세 가

지 크기로 제작되었다. 열전대는 원통형 시편의 정중앙 부위를

측정하도록 주형에 설치되었다. 쉘 주형법(Shell Molding

Process)으로 제작한 주형들의 사진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원

통형 시편의 냉각속도는 직경이 30, 20 및 13 mm인 경우에

각각 2~3, 4~5 및 12~13oC/sec인 것으로 나타났다. 칠 깊이

(Chill Depth)를 측정하기 위해 쐐기형 시편을 주조하였다. 쐐

기형 시편용 주형은 ASTM A 367 (1C) 규격[24]에 따라

CO2 주형법(CO2 Molding Process)으로 제작되었다. 제작된 주

형을 20 mm 두께의 동판 위에 올려놓고, 용탕을 주입하였다.

2.3 시편 주조

용해공정에는 75 kW 출력의 고주파 유도로가 이용되었다.

선철 22 kg과 고철 6 kg을 장입하여, 용탕량이 28 kg이 되도록

Table 1. Analyzed chemical compositions (wt%).

Specimen C Si Mn S P Remarks

No. 1 3.27 2.12 0.78 0.1 0.1

No. 2 3.25 2.11 0.71 0.1 0.1 R.E. addition

Fig. 1. Three types of molds for cylindrical specimens with different

diameters; (a) φ30, (b) φ20 and (c) φ13.

Fig. 2. Three types of molds produced by shell molding process; (a)

φ30, (b) φ20 and (c) φ1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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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용해온도를 1,500~1,530oC정도로 유지하다가, 출탕공정

직전에 용탕을 순간적으로 가열한 뒤 1,550oC의 최고 용해온도

에서 가열을 중단하였고, 1,530oC에서 출탕하였다. 알루미늄 호

일에 싼 미시메탈을 래들(Ladle)에 넣어서 출탕과 동시에 접종

처리하였다. 용탕 교반 및 슬래그(Slag) 제거를 한 후 1,400oC

에서 원통형 시편용 주형과 쐐기형 시편용 주형에 용탕을 주

입하였다.

2.4 측정 및 평가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OM, Nikon Epiphot-200)

을 이용하여 흑연 조직 및 공정셀 조직을 각각 100배율 및

12.5배율로 관찰하였다. 원통형 시편의 정중앙 부위를 관찰하였

다. 흑연 조직은 ASTM A 247 규격[25]에 따라 분류되었다.

공정셀 조직의 관찰을 위한 시편의 에칭(Etching)에는 Stead

시약을 사용하였다. 공정셀 크기 및 수는 문헌[26-29]에 소개

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공정셀 크기 측정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광학현미경 사진에서 가장 큰 다섯 개

의 공정셀을 선별한다. 선별한 각 공정셀들의 크기를 구하고,

이들의 평균값을 대표적 공정셀 크기로 활용한다. 이 때 각

공정셀의 크기는 공정셀의 중심에서 수직방향으로 교차하는 두

직선을 그린 뒤 이 직선들 상에서 측정한 두 직경의 평균값으

로 한다. 또한 공정셀 수 측정법은 다음과 같다. 광학현미경

사진에서 단위면적이 될 직사각형을 그린다. 직사각형 내의 공

정셀 수를 합산하고, 이를 단위면적으로 나눈 값을 대표적 공

정셀 수로 활용한다. 이 때 직사각형의 내부에 완전히 포함되

는 공정셀들은 1개로 인정하여 합산한다. 직사각형의 네 변과

교차하는 공정셀들은 0.5개로 인정하여 합산한다. 마지막으로

직사각형의 네 꼭지점에는 공정셀이 모두 교차하고 있다고 가

정하여 1을 추가로 합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20 mm2(= 5 mm

× 4 mm)를 단위면적으로 사용하였다. 칠 깊이는 ASTM A

367 규격에 따라 쐐기형 시편으로부터 측정되었다. 백선화 칠

깊이(Clear Chill Depth) 및 전체 칠 깊이(Total Chill Depth)

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냉각곡선은 원통형 시편용 주형에 설

치된 K형 열전대와 온도이력 기록기(Temperature Data Logger)

를 연결하여 측정하였다. 측정한 냉각곡선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정반응 인자들을 구하였고, 이 인자들을 조직과 비교 분석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흑연 조직에 미치는 영향

흑연 조직을 관찰하기 위한 미세조직 사진을 Fig. 3에 나타

내었다. 실험조건이 No. 1(φ30) 및 2(φ30)인 두 경우에서 모

두 흑연 조직은 A형이 대부분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시편직경

이 30 mm인 경우에 R.E. 첨가에 의해 A형 흑연 길이가 증가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험조건이 No. 1(φ20)인 경우에 A형

및 B형 흑연이 각각 절반 정도씩 관찰되었다. 실험조건이 No.

2(φ20)인 경우에 A형 흑연이 주로 관찰되었고, B형 흑연이 일

부 관찰되었다. 시편직경이 20 mm인 경우에 R.E. 첨가에 의해

A형 흑연 비율이 증가하고, B형 흑연 비율이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험조건이 No. 1(φ13)인 경우에 D형 흑연이 주

로 관찰되었고, E형 흑연이 일부 관찰되었다. 실험조건이 No.

Fig. 3. Graphite morphology of six specimens with the variations of R.E. addition and specimen diameter.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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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φ13)인 경우에 A형 흑연이 주로 관찰되었고, B형 및 E형

흑연이 일부 관찰되었다. 시편직경이 13 mm인 경우에 R.E. 첨

가에 의해 A형 흑연 비율이 증가하고, D형 흑연 비율이 감소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A형 흑연 비율을 증가시키고, D형 흑

연 비율을 감소시키는 R.E. 첨가의 영향은 냉각속도가 빠른

경우에 더 잘 나타났다. R.E.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에 냉각속

도가 증가(시편직경 30 → 20 mm 감소)함에 따라 A형 흑연

비율은 감소하고, B형 흑연 비율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냉각속도가 더욱 증가(시편직경 20 → 13 mm 감소)함에 따라

A형 및 B형 흑연 비율은 감소하고, D형 흑연 비율은 증가하

는 것이 확인되었다. R.E.가 첨가된 경우에 냉각속도가 증가

(시편직경 30 → 20 → 13 mm 감소)함에 따라 B형 흑연 비율

은 약간 증가하고, D형 흑연은 거의 형성되지 않는 것이 확인

되었다. A형 흑연 비율을 감소시키고, D형 흑연 비율을 증가

시키는 냉각속도 증가의 영향은 R.E.가 첨가된 경우에 완화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공정셀 조직에 미치는 영향

공정셀 조직을 관찰하기 위한 거시조직 사진을 Fig. 4에 나

타내었다. 공정셀 크기 및 수를 측정하여 Table 2와 Fig. 5에

나타내었다. R.E. 첨가에 의해 공정셀 크기는 시편직경이 30,

20 및 13 mm인 경우에 각각 37, 22 및 42% 감소하였고, 공

정셀 수는 각각 2.3, 1.7 및 3.1배로 증가하였다. 공정셀 크기

를 감소시키고, 공정셀 수를 증가시키는 R.E. 첨가의 영향은 시

편직경이 13 mm인 경우에 강하게 나타났다. 냉각속도 증가(시

편직경 30 → 13 mm 감소)에 의해 공정셀 크기는 실험조성이

No. 1 및 2인 경우에 각각 61 및 64% 감소하였고, 공정셀

수는 각각 4.2 및 5.7배로 증가하였다. 공정셀 크기를 감소시키

고, 공정셀 수를 증가시키는 냉각속도 증가의 영향은 R.E. 첨

가 여부와 상관없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Fig. 4. Eutectic cell macrostructure of six specimens with the variations of R.E. addition and specimen diameter.

(24)

Table 2. Measured eutectic cell size/count and clear/total chill depth.

Specimen
Eutectic cell Chill

Eutectic cell size (µm) Eutectic cell count (#/mm2) Clear chill depth (mm) Total chill depth (mm)

No. 1

φ30 1071  0.93

10 12φ20 540  2.20

φ13 413  3.93

No. 2

φ30 673  2.13

5 6φ20 420  3.75

φ13 24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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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칠 조직에 미치는 영향

칠 깊이를 측정하기 위한 시편의 사진을 Fig. 6에 나타내었

다. 측정한 칠 깊이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R.E.가 첨가되지

않은 No. 1 실험조성의 경우에 칠 깊이는 10 mm이고, R.E.

가 첨가된 No. 2 실험조성의 경우에 칠 깊이는 5 mm인 것으

로 나타났다. R.E. 첨가에 의해 칠 깊이는 절반 수준으로 감

소하였다.

3.4 과냉온도(TU)에 미치는 영향

시편직경이 30, 20 및 13 mm인 경우의 냉각곡선을 각각

Fig. 7~9에 나타내었다. 냉각곡선은 공정반응 구간을 위주로

나타내었고, 1160oC에서의 시간이 0이 되도록 이동되었다.

Fig. 7~9에 나타낸 TE,G 및 TE,C는 각각 기준조성의 흑연 및

시멘타이트 공정온도이며, 2.1절에서 언급한 열역학 계산 결과

이다. 본 연구에서 주로 검토하게 될 여러 가지 공정반응 인

자들을 Fig. 7~9의 냉각곡선으로부터 구하여 Table 3에 정리

하였다. 과냉온도(Undercooling Temperature, TU)는 TE,G 이하

Fig. 6. Chill depth variations with different R.E. addition; (a) No. 1

and (b) No. 2.

(25)

Fig. 5. Effects of R.E. addition and specimen diameter on (a) eutectic cell size and (b) eutectic cell count.

Fig. 7. Cooling curve of two specimens (φ30) with different R.E. addition; (a) No. 1 and (b)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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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냉각곡선의 기울기(dT/dt)가 첫 번째로 0이 되는 온도이

다. TU에 도달한 순간을 흑연 공정반응의 개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TU는 TE,G와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

며, 적절한 접종 처리에 의해 온도를 높일 수 있다[21]. TU에

미치는 R.E. 첨가 및 냉각속도 증가의 영향을 Fig. 10(a)에

나타내었다. ∆T1은 TU와 TE,C의 차이(= TU− TE,C)를 나타내는

공정반응 인자이다[19-22]. TU가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T1은

넓을수록 좋다. 실험조건에 따른 TU와 ∆T1의 변화량은 본 연

(26)

Fig. 8. Cooling curve of two specimens (φ20) with different R.E. addition; (a) No. 1 and (b) No. 2.

Fig. 9. Cooling curve of two specimens (φ13) with different R.E. addition; (a) No. 1 and (b) No. 2.

Table 3. Eutectic reaction parameters evaluated by thermodynamic data and cooling curve.

Specimen TU (
oC) TR (

oC) ∆T1 (
oC) ∆TR (

oC) ∆t (sec)

No. 1

φ30 1143.1 1147.2 21.3 4.1 24.8

φ20 1139.6 1143.7 17.8 4.1 13.1

φ13 1133.5 1135.6 11.7 2.1  5.1

No. 2

φ30 1149.6 1150.5 27.8 0.9 17.2

φ20 1146.8 1148.0 25.0 1.2 12.7

φ13 1142.2 1145.9 20.4 3.7  5.1

TU= undercooling temperature, TR= recalescence temperature, ∆T1= TU− TE,C, ∆TR= TR− TU, and ∆t = t(TR) − t(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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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완전히 동일하다. R.E.의 열역학 정보가 충분하지 못

하여, 두 실험조성의 TE,C를 동일한 값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T1에 미치는 R.E. 첨가 및 냉각속도 증가의 영향을 Fig. 11

에 나타내었다. R.E. 첨가에 의해 ∆T1은 시편직경이 30, 20

및 13 mm인 경우에 각각 6.5, 7.2 및 8.7oC 증가하였다.

∆T1을 증가시키는 R.E. 첨가의 영향은 냉각속도가 빠른 경우

에 더 잘 나타났다. 냉각속도 증가(시편직경 30 → 13 mm 감

소)에 의해 ∆T1은 실험조성이 No. 1 및 2인 경우에 각각

9.6 및 7.4oC 감소하였다. ∆T1을 감소시키는 냉각속도 증가의

영향은 R.E.가 첨가된 경우에 다소 약화되었다. ∆T1이 20oC이

상으로 나타난 실험조건은 No. 1(φ30), 2(φ30), 2(φ20) 및

2(φ13)였고, 이들의 경우에 Fig. 3(a), (d), (e) 및 (f)과 같이

냉각속도에 상관없이 A형 흑연 조직이 주로 형성되었다. ∆T1

은 흑연 형상의 예측에 적합한 공정반응 인자로 판단된다.

3.5 재휘온도(TR)에 미치는 영향

재휘온도(Recalescence Temperature, TR)는 TE,G 이하에서

냉각곡선의 기울기(dT/dt)가 두 번째로 0이 되는 온도이다. TR

에 도달한 순간을 흑연 공정반응의 종료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

다. TR는 TE,G와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TR에

미치는 R.E. 첨가 및 냉각속도 증가의 영향을 Fig. 10(b)에 나

타내었다. R.E. 첨가에 의해 TR은 시편직경이 30, 20 및

13 mm인 경우에 각각 3.3, 4.3 및 10.3oC 증가하였다. TR을

증가시키는 R.E. 첨가의 영향은 냉각속도가 빠른 경우에 더 잘

나타났다. 냉각속도 증가(시편직경 30 → 13 mm 감소)에 의해

TR은 실험조성이 No. 1 및 2인 경우에 각각 11.6 및 4.6oC

감소하였다. TR을 감소시키는 냉각속도 증가의 영향은 R.E.가

첨가된 경우에 약화되었다.

재휘도(Recalescence Degree, ∆TR)는 TR와 TU의 차이(= TR

− TU)를 나타내는 공정반응 인자이다[19-22]. ∆TR은 2~5oC 정

(27)

Fig. 10. Effects of R.E. addition and specimen diameter on (a) TU and (b) TR.

Fig. 12. Effects of R.E. addition and specimen diameter on ∆TR.Fig. 11. Effects of R.E. addition and specimen diameter on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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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접종 처리에 의해 범위가

좁아진다고 알려져 있다[21]. ∆TR에 미치는 R.E. 첨가 및 냉

각속도 증가의 영향을 Fig. 12에 나타내었다. R.E. 첨가에 의

해 ∆TR은 시편직경이 30 및 20 mm인 경우에 각각 3.2 및

2.9oC 감소하였으나, 시편직경이 13 mm인 경우에 1.6oC 증가

하였다. ∆TR에 미치는 R.E. 첨가의 영향은 냉각속도에 따라

다른 변화 경향을 나타내었다. 냉각속도 증가(시편직경 30 →

13 mm 감소)에 의해 ∆TR은 실험조성이 No. 1인 경우에

2.0oC 감소하였고, 실험조성이 No. 2인 경우에 2.8oC 증가하

였다. ∆TR에 미치는 냉각속도 증가의 영향은 R.E.의 첨가 여

부에 따라 다른 변화 경향을 나타내었다. ∆TR은 온도 범위 값

이 작아서 실험적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크며, 조직과의 상관

관계가 불분명하다. ∆TR은 흑연 조직 및 공정셀 조직의 예측

에 적합하지 않은 공정반응 인자로 판단된다.

3.6 공정반응 시간(∆t)에 미치는 영향

공정반응 시간(∆t)은 TR에서의 시간과 TU에서의 시간의 차

이(= t(TR) − t(TU))를 나타내는 공정반응 인자이다. ∆t는 흑연

공정반응이 진행된 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냉각곡선은 TU에

도달한 시점부터 공정셀의 성장이 개시되어 ∆t동안에 온도가

증가하게 되고, TR에 도달한 시점 이후에는 공정셀 간의 충돌

(Impingement)로 인해 성장이 중지되어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

∆t에 미치는 R.E. 첨가 및 냉각속도 증가의 영향을 Fig. 13에

나타내었다. R.E. 첨가에 의해 ∆t는 시편직경이 30 및 20 mm

인 경우에 각각 7.6 및 0.4초 감소하였고, 시편직경이 13 mm

인 경우에는 변화가 없었다. ∆t를 감소시키는 R.E. 첨가의 영

향은 냉각속도가 빠른 경우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냉

각속도 증가의 영향이 R.E. 첨가의 영향보다 ∆t의 감소에 더

주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냉각속도 증가(시

편직경 30 → 13 mm 감소)에 의해 ∆t는 실험조성이 No. 1 및

2인 경우에 각각 19.7 및 12.1초 감소하였다. ∆t를 감소시키는

냉각속도 증가의 영향은 R.E.가 첨가된 경우에 약화되었다. ∆t

와 공정셀 크기의 상관관계를 Fig. 14에 나타내었다. ∆t의 감

소에 따라 공정셀 크기는 거의 비례적으로 감소하였다. ∆t는

공정셀 크기의 예측에 적합한 공정반응 인자로 판단된다.

3.7 희토류원소(R.E.)와 냉각속도의 복합적 영향

흑연 조직, 공정셀 조직 및 공정반응 인자에 미치는 R.E.

및 냉각속도의 영향은 대부분 일관성 있는 변화 경향으로 나

타났다. 흑연 조직, 공정셀 조직, TU, ∆T1 및 TR에 미치는

R.E. 첨가의 영향은 냉각속도가 빠른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났

다. 이는 두께가 얇은 박육 주물일수록 R.E. 첨가의 영향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흑연 조직, TU, ∆T1, TR

및 ∆t에 미치는 냉각속도 증가의 영향은 R.E.가 첨가된 경우에

더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R.E.가 첨가된 주물의 경우에 박육

화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결  론

조직 및 냉각곡선의 분석을 통해 일정량의 S를 함유하는 편

상흑연주철의 공정반응에 미치는 희토류원소(R.E.) 첨가 및 냉

각속도 증가의 영향을 연구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A형 흑연 비율은 R.E. 첨가에 의해 증가하였고, 냉각속

도 증가에 의해 감소하였다.

2) 공정셀 크기는 R.E. 첨가 및 냉각속도 증가에 의해 감소

하였다. 공정셀 수는 R.E. 첨가 및 냉각속도 증가에 의해 증

가하였다.

3) 과냉온도와 시멘타이트 공정온도의 차이(∆T1= TU− TE,C)

는 R.E. 첨가에 의해 증가하였고, 냉각속도 증가에 의해 감소

하였다. ∆T1이 20oC이상인 경우 냉각속도에 상관없이 A형 흑

연 조직이 형성되었다. ∆T1은 흑연 형상의 예측에 적합한 공

정반응 인자이다.

4) 재휘도(∆TR= TR− TU)는 R.E. 첨가 및 냉각속도 증가에

의한 변화 경향이 일정하지 않았다. ∆TR은 흑연 조직 및 공정

(28)

Fig. 13. Effects of R.E. addition and specimen diameter on ∆t.

Fig. 14. Correlation between ∆t and eutectic cell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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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조직의 예측에 부적합한 공정반응 인자이다.

5) 공정반응 시간(∆t)은 R.E. 첨가 및 냉각속도 증가에 의해

감소하였다. ∆t의 감소에 따라 공정셀 크기는 거의 비례적으로

감소하였다. ∆t는 공정셀 크기의 예측에 적합한 공정반응 인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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