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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Ni 혹은 Cu 첨가에 따른 고규소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의 기계적 성질과 미세조직 변화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Ni 및 Cu 투입량을 3.0wt% 이내 그리고 0.9wt% 이내에서 조절하여 시편단위 사형주조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고용강화 페라이

트계 구상흑연주철 내 Ni 혹은 Cu 함량이 증가하면 합금 내 강도 특성과 경도가 증가하였고 연성은 감소하였다. 한편, 합금 내 Ni

및 Cu 함량이 비슷한 경우, Ni이 포함된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보다 Cu가 포함된 합금이 더 높은 펄라이트 분율을 나

타내었다. Ni이 포함된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의 미세조직에 미치는 기계적 성질의 경우에는 펄라이트 분율이 10% 이내

일 때 강도, 경도, 연신율이 우수하였으나, 펄라이트 분율이 10% 이상 증가할 경우 급격한 연신율 감소를 나타내었다. 한편, Cu가

첨가된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의 경우에는 펄라이트 분율 증가에 따라 강도와 경도는 점점 증가하였으며 연신율은 점점

감소하는것을 확인하였다.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 내 첨가원소에 따른 이러한 미세조직과 기계적 성질 차이는 Cu 대비

Ni의 낮은 펄라이트 안정화 효과와 첨가원소 함량에 따른 기지상 강화효과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구상흑연주철, 합금 설계, 미세조직, 인장특성, 브리넬 경도.

Abstract 

In order to experimentally investigate the effect of Ni or Cu addition on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high Si Solu-
tion Strengthened Ferritic Ductile cast Iron (SSF DI), a series of lab-scale sand casting experiment were conducted by changing initial
concentration of Ni up to 3.0wt% or Cu up to 0.9wt% in the alloy. It was found that increase in Ni or Cu content in the alloy leads to
increase in strength properties and hardness as well as decrease in ductility. The higher Ni or Cu content the SSF DI has, the higher
fraction of pearlite was observed. At similar levels of Ni or Cu contents in the alloy, higher pearlite area fraction was observed in the
Cu-containing SSF DI than that in the Ni-containing SSF DI. When the effect of the microstructure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Ni-
containing SSF DI was considered, Ni-containing SSF DI was found to have excellent strength and hardness as well as good elongation
when the pearlite fraction was controlled less than 10%. As the pearlite fraction in the Ni-containing SSF DI exceeds 10%, however, it
shows drastic decrease in elongation. Meanwhile, gradual increase in strength and hardness, and decrease in elongation with respect to
increase in pearlite fraction were observed in Cu-containing SSF DI. The different microstructure-mechanical property relationships
between Ni-containing and Cu-containing SSF DI were due to the combined effect of the relatively weak pearlite stabilizing effect of
Ni compared to that of Cu in high Si SSF DI, and matrix strengthening effect caused by the different amounts of those alloying ele-
ments required for similar pearlite fraction.

Key words; Ductile cast iron, Alloy design, Microstructure, Tensile property and Brinell har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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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 (Solution strengthened

ferritic ductile cast iron)은 페라이트 단일 기지상을 가지면

서, 높은 강도와 연신율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상흑

연주철이다. 유럽 규격 (DIN EN 1563:2012)에 명시되어 있는

구상흑연주철의 Grade 별 기계적 성질 및 합금조성을 Table

1과 같이 정리해 보면,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은

적게는 3.2wt% (EN-GJS-450-18), 많게는 4.3wt% (EN-GJS-

600-10) 수준의 Si을 함유하고 있으며, Si 함량이 2.7wt% 이

하인 일반적인 구상흑연주철 (EN-GJS-450-10, EN-GJS-500-7,

EN-GJS-600-3)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인장강도 조건에서 항복

강도 및 연신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용강화 페

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의 우수한 인장특성은 합금 내 높은 Si

함량에 의한 페라이트 단일 기지상의 고용강화 효과에서 기인

하는 것으로, 이러한 합금 내 Si 함량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

계적 성질 변화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1-6].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의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Si 함량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합금 내 Si 함량을

5.0~5.2wt%까지 증가시키면 최대 719MPa의 인장강도를 얻

을 수 있으나 연신율은 3% 이하로 급격히 감소하며, 이는

높은 Si 함량에 의해 생성되는 Chunky graphite에 의한 영

향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2]. 투과 전자 현미경을 활용하여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의 미세조직을 분석한 다른

선행연구에 따르면, 합금 내 Si 함량이 3.95wt%보다 높을

경우, 페라이트 기지상 내 체심입방 결정구조의 규칙상인 B2

및 DO3 상이 생성되어 연신율이 급격히 저하된다고 보고하

고 있다 [4].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페라

이트 기지상 안정화 및 기지상 고용강화에 효과적인 Si은 그

첨가량에 있어 제한적이므로,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

주철의 추가적인 물성 향상을 위해서는 Si 이외의 다양한 첨

가원소의 투입에 따른 합금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성질 변화

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Si 이

외 다른 첨가원소에 관해 연구한 기존 문헌들 [7-10]은 합금

원소의 투입 함량 및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기계적 성질 혹

은 미세조직 데이터 중 일부만 간략히 명시하여,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에 미치는 첨가원소의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펄라이트 촉진원소인 Ni과 Cu 원소를 첨가

원소로 선택하여 합금 내 Si 및 C 함량은 3.9wt% 및

3.0wt% 수준으로 각각 고정한 채 최대 3wt%까지 첨가원소

함량을 변화시켜가며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의 미

세조직 및 기계적 성질 변화를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렇

게 얻어진 실험데이터를 바탕으로 Ni 혹은 Cu가 첨가된 고

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의 기계적 성질과 미세조직

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용해 및 주조

구상흑연주철 합금의 용해를 위해, 전해철, 페로실리콘, 회

수철 및 가탄제를 합금 조성에 맞도록 배합한 후, 50kW용

량의 고주파 유도가열로 (HF-50K, ELTek Co.)에 장입하여

용해를 진행하였다. 용탕 온도 측정을 위해 소모성 열전대를

장착하는 침적식 온도계를 활용하였으며, 용탕 온도가 약

1,400°C에 도달했을 때, 300g의 구상화제와 흑연 플런저를

활용하여 구상화처리를 진행하였다. 구상화처리된 용탕은 약

5분 정도의 안정화 시간 이후 0.2~2mm의 입도를 가지는 접

종제 26g을 투입하여 접종처리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펩셋

주형 내 접종제 6.5g을 미리 뿌려놓는 방식으로 인몰드 접종

도 진행하였다. 용탕에 접종제를 투입한 시점으로부터 약 5

분 뒤, 성분분석을 위한 칠시편을 주조한 후 Y-block 시편을

주조하였으며, 실험 조건마다 주입온도는 약 1350°C, 최종

용탕량은 약 6.5kg정도로 일정하게 제어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원소재의 조성 및 최종 합금 조성은 Table 2 및

Table 3에 각각 정리하였으며, Y-block 시편 주조에 활용된

몰드의 형상 및 치수는 Fig. 1에 나타내었다.

2.2. 기계적 성질 평가

탈사 후 얻어진 Y-block 시편의 하단부에서 Fig. 2와 같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some ductile cast irons from DIN EN 1563:2012

Grade
*0.2% Proof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Remark

EN-GJS-450-10 310 450 10

EN-GJS-500-7 320 500 7

EN-GJS-600-3 370 600 3

EN-GJS-450-18 350 450 18 wt%Si = ~3.2

EN-GJS-500-14 400 500 15 wt%Si = ~3.8

EN-GJS-600-10 470 600 10 wt%Si = ~4.3

*Minimum properties measured on test pieces from cast samples with <30mm wa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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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크기의 인장시편을 가공하여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30톤

하중의 만능 시험기를 활용, 분당 1mm의 시험 속도 조건에

인장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인장시험 전/후의 단면 직경과 표

점거리를 측정하여 강도 및 연신율을 계산하였다. 합금 조성

별 3회 이상의 인장시험을 수행하여 얻어진 인장특성 데이터

의 재현성을 확인하였다.

브리넬 경도의 경우 인장시험편과 마찬가지로 Y-block 시

편 하단부에서 직사각형 형태로 가공한 시편을 활용, 외경

10mm의 초경 구를 3000kgf 시험 하중으로 약 15초 정도

동안 시험편에 접촉한 후에 생긴 압흔을 토대로 경도값을 측

정하였으며, 인장시험과 마찬가지로 조건별 3회 이상의 경도

측정을 수행하였다.

2.3. 합금 성분분석 및 미세조직 관찰

Y-block 주조 전에 얻어진 성분분석용 시편의 표면을 벨트

그라인더로 연마 후 발광분광분석기 (Belec Vario Lab, Belec

Spektrometrie Opto-Elektronik GmbH)를 활용하여 실험 조

건 별 합금조성을 확인하였다. 성분분석 결과값의 신뢰성 확

보를 위해 분석 전, 주조시편 조성과 유사한 상용 표준시료

를 분석하여 측정값을 교정하였다.

주조 합금별 주방상태 미세조직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이

끝난 인장시험편 물림부를 절단한 다음 사포를 이용한 그라

인딩 및 1µm 다이아몬드 연마재를 활용한 미세연마를 실시

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합금 조성에 따른 펄라이

트 생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연마된 시편을 10%Nital 용

액으로 30초 정도 에칭한 후 기지조직을 관찰하였다. 한편,

구상화율, 구상흑연입수, 흑연 및 기지상 면적분율의 경우

100배율로 촬영된 광학현미경 사진을 이미지분석 프로그램

(iSoution DT-M, IMT i-Solution Inc.)을 활용, ASTM E

2567 규격에 따라 정량 분석하였다. 흑연의 면적분율은 에칭

전 광학현미경 사진에서 검게 표시되는 부분의 총 면적, 페

라이트의 면적분율은 에칭 후 광학현미경 사진에서 밝게 표

시되는 부분의 총 면적으로부터 계산하였으며, 측정된 흑연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wt%) of the raw materials employed in the present study

Materials C Si Mn P S Mg Ca Al Bi SE Fe

Electrolytic steel <0.001 <0.001 <0.001 <0.001 <0.001 - - - - - >99.99

Cast iron scrap 3.05 3.96 0.03 0.06 0.004 0.17 - - - - 92.72

Fe-Si 0.14 73.1 - 0.019 0.011 - - 1.65 - - 25.08

Carburiser >99.95 - - - <0.05 - - - - - -

Nodularizer - 44.53 - - - 5.89 0.48 0.45 - - 48.65

Inoculant - 68.0 - - - - 2.4 1.0 1.2 1.2 26.2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wt%) of the cast alloys prepared in the present study

Alloy C Si Mn P S Mg Ni Cu Fe

0NiCu 3.09 3.84 0.033 0.026 0.004 0.184 0.059 0.012 Bal.

0.5Ni 2.96 4.08 0.043 0.029 0.005 0.115 0.508 0.024 Bal.

1.0Ni 3.14 3.91 0.024 0.011 0.002 0.139 1.00 0.006 Bal.

3.0Ni 2.96 4.10 0.032 0.029 0.005 0.212 3.01 0.034 Bal.

0.4Cu 3.13 3.95 0.045 0.021 0.004 0.121 0.007 0.456 Bal.

0.9Cu 3.07 3.89 0.045 0.027 0.004 0.266 0.027 0.920 Bal.

Fig. 1. Shape and size of casting mold.

Fig. 2. Shape and size of tensile tes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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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페라이트의 면적을 전체 면적에서 뺀 값으로부터 펄라이

트 면적분율을 산출하였다. 각 상의 면적분율 측정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편별 최소 5개 이상의 광학현미경 사

진을 활용하여 면적분율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SSF DI의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Ni 및 Cu의 영향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 내 Ni 함량에 따른 인

장특성 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Ni 및 Cu가 첨가되지

않은 합금의 인장강도는 평균 527MPa, 연신율은 평균 15%

를 나타내었으며, 상대적으로 C 함량이 높고 Si 함량이 낮

은 일반적인 구상흑연주철보다 인장강도 대비 높은 연신율을

나타내었다. 합금 내 C 함량은 3.1wt%, Si 함량은 3.9wt%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Ni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는

점점 증가하여 3.0wt%Ni 함량 조건에서 655MPa까지 증가

하였다. 한편 연신율의 경우 1.0wt%Ni 까지는 크게 감소하

지 않고 유지되다가 3.0wt%Ni 조건에서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Ni첨가량 조건에서 연구

된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 관련 연구문헌[8]에서

확인된 인장특성 데이터도 Fig. 3에 함께 나타내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인장특성 데이터 및 Ni 첨가량에 따른 인

장특성 변화 경향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는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 내 Cu 함량에

따른 인장특성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Ni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합금 내 C 함량을 3.1wt%, 그리고 Si 함량을 3.9wt%

수준으로 제어하면서 Cu 함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인장강도와

항복강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신율의

경우, Cu 함량이 0.4wt% 이하일 때는 15% 수준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다가 0.9wt%Cu 조건에서 6%로 급격히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u 첨가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 연구문헌 [8]에서 확인된 인장특성 데이터를 함

Fig. 3. Effect of Ni content on (a) tensile or yield strength and (b)

elongation of the solution strengthened ferritic ductile cast

iron. The dashed lines in the figures are a guide to the eye.

Fig. 4. Effect of Cu content on (a) tensile or yield strength and (b)

elongation of the solution strengthened ferritic ductile cast

iron. The dashed lines in the figures are a guide to the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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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확인된 Cu 함량에 따른 인장

특성 변화 경향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i 혹

은 Cu 첨가에 따른 합금의 강도 향상 효과를 비교해 보면,

1wt%Ni 첨가 합금에서 561MPa, 0.9wt%Cu 첨가 합금에서

551MPa의 인장강도를 나타내어, Cu 대비 Ni이 첨가량 대비

강도 향상 효과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 내 Ni 혹은 Cu 첨가에

따른 브리넬 경도의 변화는 Fig. 5에 함께 나타내었다. C함량

이 3.1wt%, Si 함량이 3.8wt%, Ni 및 Cu가 첨가되지 않은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의 브리넬 경도는 183HB을

나타내었으며, 첨가원소에 따른 강도변화와 마찬가지로 합금

내 Ni 및 Cu 가 첨가됨에 따라 경도값이 점점 증가하여

3.0wt%Ni 첨가의 경우 228HB까지, 0.9wt%Cu 첨가의 경우

216HB까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0wt% 이내의

Ni 및 Cu 함량 조건에서 각 첨가원소의 투입량 대비 경도

향상 효과는 Cu가 Ni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SSF DI의 미세조직에 미치는 Ni 및 Cu의 영향

Ni이 첨가된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의 광학현미

경 사진을 Fig. 6에 나타내었다. Ni 함량이 0.5wt% 이하일

경우 기지상 내 펄라이트가 없는 페라이트 단일 기지상이 확

인되었으나, 1.0wt% 이상으로 합금 내 Ni 함량이 증가하게

되면 펄라이트 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3.0wt%Ni 조건

에서는 흑연상의 면적보다 더 큰 펄라이트 면적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7과 같이, 합금 내 흑연, 페라이트, 그리고 펄

라이트의 면적분율을 정량적으로 측정해본 결과, 합금 내 Ni

함량이1.0wt%인 경우에는 10%, 3.0wt%인 경우에는 24%까

지 펄라이트 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연상의 면

Fig. 5. Effect of Ni or Cu content on Brinell hardness of the solution

strengthened ferritic ductile cast iron prepared in the present

study. The dashed or dotted lines in the figure are a guide to

the eye.

Fig. 6. Microstructures of the solution strengthened ferritic ductile cast iron with different Ni contents prepared in the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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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율은 8~9%로 Ni의 함량에 상관없이 유사한 값을 나타

내었다.

Cu가 첨가된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의 경우,

Fig. 8에서 알 수 있듯이 0.4wt% 만 첨가되어도 펄라이트를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었으며, 0.9wt%까지 Cu 첨가량이 증

가할 경우 흑연상 면적과 유사하게 줄어든 페라이트 비율을

제외하고는 모두 펄라이트로 이루어진 기지상이 생성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미지 분석을 통해 각 안정상들의 면적분

율을 측정하여 Fig. 9와 같이 정리해 본 결과, 0.4wt% Cu

조건에서는 40%, 0.9wt%Cu 조건에서는 70%까지 펄라이트

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Ni과 Cu 모두 구상흑

연주철 내 펄라이트 생성을 촉진하는 첨가원소로 알려져 있

으나,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 내 펄라이트 생성

촉진 효과는 Ni보다 Cu가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분석을 통해 합금 조성별 흑연상의 구상화율 및

구상흑연입수 또한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Table 4

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Y-block 주조를 통해 얻어진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의 구상화율은 합금 내

Ni이 첨가됨에 따라 77% (0wt%Ni)에서 70% (0.5wt%Ni)

로 감소했다가 다시 85% (3.0wt%)로 증가하였으며, Cu가

첨가되는 경우 75% (0.4wt%Cu)로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

다가 86% (0.9wt%Cu)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상

흑연입수 또한 Ni 혹은 Cu의 첨가량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

소하기 보다는 43~56N/mm2 사이에서 변화하는 값을 나타내

Fig. 7. Changes in area fraction of each phases in the solution

strengthened ferritic ductile cast iron with different Ni

contents prepared in the present study.

Fig. 8. Microstructures of the solution strengthened ferritic ductile cast iron with different Cu contents prepared in the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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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6.5kg 수준의 적은 용탕량 조건에서 플런저 방식

의 구상화처리 및 접종처리가 진행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

할 때, 합금 내 Ni 혹은 Cu의 함량보다는 구상화처리 및

접종처리 효율이 흑연 형상 및 입수에 더욱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구상흑연주철 내 Ni 함량을 제어한

문헌자료 [11,12]에 따르면 합금 내 Ni 함량 증가에 따른

구상화율 변화에 대해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흑연상의 생성 및 성장 거동에 미치는 Ni 혹은 Cu 의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3. Cu 및 Ni 첨가된 SSF DI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성질 간 상관관계

구상흑연주철은 구상화된 흑연상과 합금 조성에 따라 페라

이트 혹은 펄라이트로 이루어진 단일상 혹은 혼합상을 가지

며, 펄라이트 분율이 증가할수록 강도와 경도는 증가하고 연

신율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13,14]. 이러한 구상흑연주

철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성질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확인된 Ni 혹은 Cu 첨가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의 펄라이트 분율에 따른 인장강도, 브리넬경도,

그리고 연신율 변화를 Fig. 10과 같이 나타내었다.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 내 펄라이트 분율 증가에 따른 기계

적 성질 변화는 Ni이 첨가되는 경우와 Cu가 첨가되는 경우

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고용강화 페라이트

계 구상흑연주철 내 Ni이 첨가되는 경우, 펄라이트가 생성되

지 않는 미량 (0.50wt%)의 Ni 첨가 시 인장강도는 527MPa

에서 591MPa로 약 70Mpa 증가하며, 경도는 183HB에서

202HB로 약 20HB 정도가 증가하였다. 합금 내 Ni 함량이

0.50wt% 이상으로 더욱 증가하게 되면 펄라이트가 생성되기

시작하며, 펄라이트 분율이 24%까지 증가하는 동안 인장강도

는 655MPa까지, 경도는 228HB까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합금 내 Cu가 첨가되는 경우 미량 (0.40

wt%) 첨가시에도 펄라이트가 40% 정도로 충분히 생성되기

때문에 펄라이트 분율이 70% (0.9wt%Cu)까지 증가함에 따

라 인장강도는 551MPa, 경도는 216HB 수준까지 선형적으

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신율의 경우에는 이러한 Ni

및 Cu 첨가에 따른 강도 향상에 대한 반대 급부로 펄라이

트 분율 증가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한다.

한편,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이 아닌, 상대적으

로 Si 함량이 낮은 일반적인 구상흑연주철의 기계적 성질은

펄라이트 분율에 선형적으로 비례 [13]하는, 혹은 선형에 가

까운 완만한 비선형적 상관관계 [14]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

Fig. 9. Changes in area fraction of each phases in the solution

strengthened ferritic ductile cast iron with different Cu

contents prepared in the present study.

Table 4. Microstructure data obtained from the cast alloys prepared
in the present study

Alloy fG fα fPE
Nodularity

(%)
Nodule Count

(N/mm2)

0NiCu 0.09 0.91 0.00 77 56

0.5Ni 0.08 0.92 0.00 70 43

1.0Ni 0.08 0.82 0.10 82 56

3.0Ni 0.08 0.68 0.24 85 43

0.4Cu 0.09 0.51 0.40 75 51

0.9Cu 0.08 0.22 0.70 86 56

Fig. 10. Effect of pearlite fraction on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solution strengthened ferritic ductile cast iron prepared in

the present study. The number near each symbol is Ni or Cu

concentration in the alloy. The dashed or dotted lines in the

figure are a guide to the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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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흑연주철 합금은 2.8wt%보다

낮은 Si 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Mn 및 Cu함량이 0.5wt%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합금 성분이 제어되어 [14] 고용강화 페

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 대비 상대적으로 페라이트 상의 안정

도가 낮아, 미량의 펄라이트 촉진원소 첨가에도 펄라이트가

쉽게 생성되며, 펄라이트 분율에 의해 기계적 성질이 거의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

활용된 Ni 포함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 합금의

경우에는 3.8wt% 이상의 높은 Si 함량과 Ni의 상대적으로

낮은 펄라이트 촉진 성향으로 인해 기존에 알려진 펄라이트

분율과 기계적 성질간 선형적 혹은 완만한 비선형적 비례관

계와는 다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Ni 혹은 Cu가 첨가된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의

펄라이트 분율에 따른 연신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유사한 연

신율 조건에서 Ni이 첨가된 합금 내 펄라이트 분율이 Cu가

첨가된 합금의 펄라이트 분율보다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Ni이 3.0wt% 첨가된 고용강화 페라이트

계 구상흑연주철의 경우 펄라이트 분율이 24% 정도로 낮음

에도 불구하고, Cu가 0.9wt% 첨가되어 펄라이트 분율이

70%인 합금과 유사한 5~6%의 연신율을 나타내었다. 이렇

게 Ni이 포함된 구상흑연주철 합금 내 펄라이트 분율이 낮

음에도 연신율이 낮은 이유는, 합금 내 1wt% 이상 첨가된

Ni에 의해 펄라이트 상 없이도 충분한 기지상 강화효과(고

용강화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연신율이

함께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고용강화 구상흑연주철 내 Si 함

량에 따른 기계적 성질 변화를 실험적으로 측정한 문헌 연

구에 따르면, 페라이트 단일 기지상을 유지하면서 합금 내

Si 함량을 3.8wt%에서 4.8wt%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인장

강도는 540MPa 수준에서 670MPa 정도로 증가하지만, 이러

한 Si 에 의한 고용강화 효과로 인해 연신율은 약 10% 에

서 5% 수준으로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 결국, 합

금 내 Ni 함량이 증가하는 만큼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

흑연주철의 강도 향상 및 연신율 감소가 발생하였으나, 투입

량 대비 생성되는 펄라이트 분율이 Cu를 첨가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Ni이 첨가된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에서 펄라이트 분율 증가에 따른 연신율 감소가

더욱 급격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4. 결 론

일반적인 구상흑연주철 대비 C 함량이 3.0wt% 수준으로

낮고 Si 함량이 3.9wt% 수준으로 높은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의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Ni 및 Cu의 영향을

실험적으로 연구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 내 Ni 함량이 증가

함에 따라 인장강도, 항복강도 및 브리넬경도는 점점 증가하

였으며, 연신율은 1.0~3.0wt%Ni 구간에서 15%에서 5%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2)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 내 Cu 함량이 증가

함에 따라 인장강도, 항복강도 및 브리넬 경도는 점점 증가

하였으며, 연신율은 0.4~0.9wt%Cu 구간에서 15%에서 6%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3)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 내 Ni 및 Cu가 첨

가될수록 페라이트 단일 기지상 내 펄라이트 분율이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으며, 투입량 대비 펄라이트 생성 효과는 Ni

보다 Cu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4) 펄라이트 분율이 10% 이상으로 유사한 조건에서 Ni이

포함된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은 Cu 포함 고용강

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 대비 강도 및 경도는 높고 연신

율은 낮은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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