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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합 원소가 다량 첨가된 고합 강, 스테인리스강, Ni기 내열합  등은 용 시 혹은 후열처리 동

안 열 향부 (HAZ: heat-affected-zone)에서 결정립계를 따라서 액화균열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액

화균열은 속한 가열시 HAZ의 결정립계가 국부 으로 용융되어 액상필름을 형성하고, 냉각시 수축

으로 인한 인장구속응력에 의해 필름을 따라서 균열이 발생하여 생성된다. HAZ 결정립계 액화는 탄

화물, 황화물, 인화물, 보론계 화합물 등이 가열시 기지와의 반응에 의해 표피 액상을 형성하는 조

성  액화 (constitutional liquation)에 의한 액상의 결정립계 침투로 설명되거나, 결정립계 자체의 용

융 을 상당량 낮추는 보론(B), 인(P), 황(S)등의 편석에 의한 국부  입계 용융으로 주로 연  지어 

해석한다. HAZ 액화균열은 고온 입계균열 상이므로, 결정립계의 특성에 따라 크게 향을 받으며 

결정립계 character 설계에 의해 액화균열 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자들은 최근 Ni기 내열합 에 있어 입계 serration 상을 새롭게 발견하 으며, 

이론  근법을 통해 serration을 한 특별한 열처리 방법을 개발하 다. 형성된 형입계는 결정학

인 에서 조  {111} 입계면을 갖도록 분해 (dissociation)되어 낮은 계면에 지를 갖게 됨을 확

인하 으며, 입계형상 변화뿐만 아니라 탄화물 특성변화까지 유도하여 크리  수명을 기존 비 약 

40% 정도 향상시킴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직선형 입계 비 ‘special boundary’로 간

주되는 형입계가 도입될 경우, 보론 편석  HAZ 액화거동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고자 하 다.  

   SIMS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하여 열처리 직후 결정립계 보론편석 정도를 비

교하 다. 형입계 시편의 경우, 일반직선형 시편에 비해 결정립계에 보론편석 항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  HAZ 열사이클 시험을 통해 미세조직을 정량 으로 분석하 다. 형입계 시

편  일반직선형 시편 모두 최고온도 1060℃이상부터 입계 탄화물이 기지내로 완  용해되고 입계

가 액화되기 시작하 다. 최고온도별로 입계액화비율을 정량 으로 비교한 결과, 형입계가 직선입

계 비 훨씬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때때로 액화된 필름이 입계를 따라 되지 않고 부분

으로 단락되어 있음이 찰되었다. 액화시험 후 투과 자 미경을 이용한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metry) 분석을 통해 결정립계 액화의 주요원인은 입계 M23C6의 조성  액화반응 보다는 보론

편석 (원자  M23(CB)6)으로 인한 결정립계 국부용융이 더 유력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기 

결과로부터 입계구조가 안정되어 계면에 지가 낮은 형입계가 보론편석에 한 항성이 우수하

으며, 이러한 결과는 액화 항성에 응되어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형입계에 액상

필름이 생성되더라도 낮은 계면에 지에 의해 비롯된 상 으로 낮은 심성 (wettability)에 의해 

필름이 쉽게 되지 않음을 'Smith 입계 wetting 이론’을 이용하여 해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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