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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lpha phase on the fatigue properties of Fe-29%Ni-17%Co low thermal expansion alloy was

investigated. Two kinds of alloys (Base alloy and Alpha alloy) were prepared by controlling the minimal alloy composition.

Microstructure observation, tensile, high-cycle fatigue, and low-cycle fatigue results were measured in this study. The Base alloy

microstructure showed typical austenite γ phase. Alpha alloy represented the dispersed phase in the austenite γ matrix. As a

result of tensile testing, Alpha alloy was found to have higher strengths (Y.S. & T.S.) and lower elongation compared to those

of the Base alloy. High cycle fatigue results showed that Alpha alloy had a higher fatigue limit (360MPa) than that (330MPa)

of the Base alloy. The Alpha alloy exhibited the superior high cycle fatigue property in all of the fatigue stress conditions. SEM

fractography results showed that the alpha phase could act to effectively retard both fatigue crack initiation and crack

propagation. In the case of low-cycle fatigue, the Base alloy had longer fatigue life in the high plastic strain amplitude region

and the Alpha alloy showed better fatigue property only in the low plastic strain amplitude region. The fatigue deformation

behavior of the Fe-29%Ni-17%Co alloy was also discussed as related with its micro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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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Fe-29%Ni-17%Co(wt.%) 조성의 코바(Kovar) 합금1)은

상온에서 430 oC 까지 열팽창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α =

4.6~5.2 µm/m·oC) 저열팽창 특성을 보인다.2) 보통 저열

팽창 합금으로는 Fe-36%Ni(wt.%) 조성의 인바(Invar) 합

금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Fe-36%Ni 인바 합금은 코바

합금에 비해 평균 열팽창 계수가 다르고 사용 온도가 제

한적(α = 1.2~2.6 µm/m·oC, 200 oC 이하에서)이라는 차이

점이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까지 응용이 필

요한 분야에서는 코바 합금이 많이 사용된다. 또한 코

바 합금은 보로실리케이트와 같은 유리와 거의 유사한

열팽창 거동을 나타내고 유리 표면에 뛰어난 젖음성을

제공하며3) 적절한 용접성, 기계적 특성 그리고 넓은 범

위에서의 오스테나이트 안정성 등의 장점을 가져, 유리

봉착(glass-sealing) 기능이 요구되는 밀봉 접착 산업, 진

공 튜브 산업 등의 정밀 기기 및 전자 산업에서 폭넓

게 사용되고 있다.4,5)

또한 전자 산업에서 코바 합금은 낮은 열팽창 특성을

활용하여 반도체 칩 패키징용 lead frame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 최근 회로의 정밀화 및 고집적화가 이뤄짐에 따

라 전자 통신 부품의 크기가 소형화되고, 이로 인해 lead

frame 소재의 기계적, 열적 피로에 의한 손상이 중요시

되고 있다. 반도체 lead frame 용 소재로 사용되는 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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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의 파괴는 대부분 피로 변형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코바 합금의 내피

로 특성 향상과 부품 및 회로 전체의 피로 수명을 예

측하기 위한 노력들이 기울여져 왔다.6-8)

한편 코바 합금은 조성 변화 및 냉간 가공에 의해 미

세조직이 민감하게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열팽창 및

기계적 특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0)

Fe-29%Ni-17%Co(wt.%) 코바 합금의 기본 결정 구조는

FCC로, 오스테나이트(γ) 단일상으로 이루어져 있다.11) 그

러나 합금 원소 첨가 및 심한 냉간 가공에 의해 γ 상 일

부가 BCC 구조의 α 상으로 변화 될 수 있으며, 이러한

BCC 구조의 α 상은 FCC 구조의 γ 상 비해 열팽창성

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열팽창 특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Harner 등은 이러한 미세조직 변화가 온도에 따

른 즉각적이고 반복적인 부피 변화를 일으켜 제품의 파

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3)

이와 같이 코바 합금의 피로 특성 및 이에 미치는 미

세조직의 영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코바 합

금의 피로 손상에 대한 연구는 피로 특성에 대한 현상

학적 보고나 결정립 크기의 영향에 대해서만 일부 제시

된 바 있다.12-14) 즉 코바 합금의 피로 특성에 미치는 미

세조직학적 영향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종류 Fe-29%Ni-17%Co(wt.%)

저열팽창 코바 합금(오스테나이트 단일상 합금 및 α 상

이 포함된 합금)들의 고주기 및 저주기 피로 특성을 조

사하고 피로 특성에 미치는 미세조직 인자(α 상의 유

무)와 피로 변형 거동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재는 두 가지의 Fe-29%Ni-17%Co

(wt.%, 일명 코바) 합금들로, 먼저 기본 조성에 Mn, Si,

Mo, B 등을 첨가한 소재(기본 조성, Base로 명명)이며,

다른 하나는 미소량의 Mn, Si, Ti 을 첨가, 소폭 양을

다르게 하여 조직 내 α 상을 생성시킨 소재(일명 Alpha

로 명명)이다. 두 소재 모두 1 ton 급 진공 유도 용해

(VIM, Vacuum Induction Melting) 장비를 사용해 잉고

트로 제조하였으며, 이 후 잉고트의 표면 정정을 행하

고, 1220 oC/3시간 균질화 열처리 후, 대형 단조 장치를

이용하여 4300 cm2의 잉고트를 350 cm2 square로 열간

단조 작업을 수행하였다. 제조된 합금의 성분 분석은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를 사용한 고체 시료 무기

원소 정량 분석(습식분석)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결

과를 Table 1 에 나타내었다.

두 소재의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하여 20 % Nital +

80 % Ethanol 용액으로 15~60 초간 에칭한 후 광학 현

미경을 이용하여 관찰 하였다. 또한 합금 내 α 상의 정

성적인 확인을 위해 X-ray diffraction 분석을 수행하였

고, 기기는 DMAX 2500V를 사용하였다. 경도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DVK-1과 FM-700을 사용하여 macro 및

micro vickers hardness를 측정하였다.

Base 소재와 Alpha 소재의 기본적인 기계적 특성을 평

가하기 위하여 상온 인장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 때

인장 시편은 Φ 6.3 mm, 게이지 길이 30 mm의 봉상 시

편을 사용하였다. 인장 시험은 Instron 5582 장비를 사

용하여 cross head speed, 3 mm/min.의 속도로 수행하였

다. 상기 두 소재에 대하여 고주기 피로 및 저주기 피로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고주기 피로 시험은 Instron 1334,

저주기 피로 시험은 Instron 8801 기기를 각각 사용하

였다. 고주기 피로 시험은 Fig. 1(a) 에 나타낸 바와 같

이 게이지 길이가 6 mm인 모래 시계 모양의 시편을 사

용하였으며, R = 0.1, 20 Hz의 조건으로 일정 응력 진폭 하

에서 수행하였다. 소재의 피로한(fatigue limit)은 107cycles

에 도달하였을 때 피로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 응

력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저주기 피로 시험은 0.2 %/sec.

의 일정 변형률 속도 하에서 사인 파형 R = 0.1의 조건

으로 수행하였다. 총 변형률 진폭(total strain amplitude)

은 0.3~0.9 %의 범위에서 변화 시켰으며, 시편의 형상은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Fe-29%Ni-17%Co alloys.

Comp.(wt.%) Fe Ni Co Mn Si C Ti P S

Base alloy Bal. 28.9 17.2 0.3 0.116 0.021 - 0.001 0.004

Alpha alloy Bal. 27.9 17.3 0.003 0.008 0.017 0.07 0.003 0.003

Fig. 1. Specimens used for (a) high-cycle fatigue and (b) low-cycle

fatigu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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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b) 에 나타내었다. 피로 시험 후 미세조직과 피

로 특성의 상관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주사 전자 현미

경(SEM, Jeol JSM-6300) 및 전계 방출형 주사 전자 현

미경(FE-SEM, Jeol JSM-6700F)을 이용하여 파단면을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미세 조직 및 인장 특성

Fig. 2 는 Base 소재와 Alpha 소재의 광학 현미경 미

세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Fig. 2(a) 와 (b) 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두 합금 모두 80~90 µm의 유사한 결정립 크기

를 가지고 있었으며, Base 소재는 오스테나이트(γ) 단일

상, Alpha 소재는 오스테나이트(γ) 상(밝은 부분)과 α 상

(어두운 부분)이 함께 관찰되었다. 미세조직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α 상의 정성적인 확인을 위하여 XRD 상 분석

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3 에 나타내었다. XRD

상 분석 결과 Base 소재는 거의 대부분 γ 상으로 구성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아주 낮은 수준의 α 상

피크도 검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광학 현미경 관찰 결

과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α 상이 Base 소재에도 미

량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Alpha 소재의

경우에는 γ 상과 α 상 피크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미

세조직에서 관찰된 밝은 부분의 γ 상, 어두운 부분의 α

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두 소재에서 이상 α 상의 유무에 따라 국부적인 기계

적 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확인하고

자 두 소재에 대하여 위치에 따른 경도를 측정하였다. 경

도 측정 결과 Base 소재의 경우 위치 별로 거의 균일한

경도 값(Avg. 175 Hv)을 나타낸 반면에 Alpha 소재는 α

상이 있는 곳에서만 높은 경도 값(Max. 214 Hv)을 보

였으며, 모재(γ)는 오히려 Base 소재의 평균 보다 낮은

경도 값(Avg. 170 Hv)을 보였다. 따라서, 연한 γ 상 기

지내에 존재하는 경도가 높은 α 상이 인장 및 피로 특

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 는 Base 소재와 Alpha 소재의 인장 시험 결

과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α 상을 포함하고 있는

Alpha 소재가 Base 소재 보다 항복 강도는 40 MPa, 인

장 강도는 84 MPa 더 높게 나타났으며, 탄성 계수 또한

Fig. 2. Optical micrographs showing Fe-29%Ni-17%Co alloys; (a)

Base alloy and (b) Alpha alloy.

Fig. 3. XRD analysis results of Fe-29%Ni-17%Co alloys; (a) Base

alloy and (b) Alpha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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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소재가 56 GPa 더 높게 나타났다. 연신률의 경우

에는 오스테나이트(γ) 단일상으로 구성된 Base 소재가

6 %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두 소재의 강도 및 연신

률 차이는 경도가 높은 이상 α 상의 존재 유무에 기인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고주기 피로 특성

Fig. 4 는 Base 소재와 Alpha 소재의 고주기 피로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응력 조건에 대한 피로 수명의 민

감도(기울기)는 두 소재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모

든 응력 조건에서 Alpha 소재의 피로 수명이 더 높게 나

타났다. 두 소재의 피로 강도(107cycle)는 Base 소재가

330 MPa(0.619σUTS), Alpha 소재가 360 MPa(0.582σUTS)로

얻어졌다. Alpha 소재가 Base 소재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우수한 피로 특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러한 결과는 낮은 응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고주기

피로의 경우 인장 강도가 높을수록 피로 균열 생성에 대

한 저항력이 증가하여 우수한 피로 특성을 가진다는 일

반적인 경향과 잘 일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정 응력

하에서의 피로 수명 분포는 Alpha 소재의 피로 수명이

Base 소재 보다 더 넓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Fe-29%Ni-17%Co 합금은 연질의 오

스테나이트(γ) 상이 기지(matrix)인 재료이며, 최종 공정

으로 열간 단조를 수행하여 상대적으로(냉간 압연 소재

에 비하여) 전위 밀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

으로 연성이 높고, 전위 밀도가 낮은 상태의 금속 재료

는 반복적인 소성 변형을 받을 시 전위 밀도가 증가하여

반복 경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Manson은 단순 하중 하에서의 최대 인장 강도(σUTS)

대 항복 강도(σYS)의 비는 재료가 경화 또는 연화될지

를 예상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σUTS / σYS> 1.4 이면 재

료는 반복적으로 경화될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15) 이

를 본 연구의 인장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하여본 결

과 Base 소재와 Alpha 소재의 σUTS / σYS 가 각각 1.42와

1.48로 나타나 두 소재 모두 반복 경화 현상을 보일 것

으로 예상되었다. Fig. 4 의 고주기 피로 결과에서 본

연구의 두 종류 코바 합금의 경우는 최대 응력이 항복

강도일 때에도 106 수준의 높은 피로 수명을 보이고 있

으며 105 피로 수명의 경우에도 최대 응력이 항복 강도

보다 훨씬 높은 응력 조건에서 얻어졌다. 이는 상기에

서 예측된 바와 같이 열간 압연 수행된 본 연구의 두

코바 합금들이 반복 경화를 유발하고 이에 항복 강도보

다 높은 응력에서도 비교적 긴 피로 수명을 보이기 때

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Wasynczuk 등은 코바 합금에서 고주기 피로 특

성에 대하여 현재까지 유일하게 보고하고 있으며 그 결

과 코바 합금의 피로 특성에 결정립 크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14,1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Fig. 2 에 보인 바와 같이 두 소재의 결정립 크기(80~90

µm)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Base 소재와 Alpha

소재의 고주기 피로 특성의 차이에 미치는 결정립 크기

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두 소

재의 고주기 피로 특성 차이는 미세조직적 인자 중 상

의 종류 및 분포에 주로 기인한다고 생각되며 이를 중

심으로 피로 균열의 생성 및 전파 거동을 살펴보았다.

Fig. 5 는 고주기 피로 시험 후 Base 소재와 Alpha

소재의 파단면(균열 생성 영역)을 주사 전자 현미경을 이

용하여 관찰한 결과 예이다. 두 소재 모두 표면에서 균

열이 생성되어 전파되는 전형적인 피로 파단면의 형상을

보이고 있으며, 균열 시작점에서 일반적인 피로 균열 생

성 요인으로 알려진 기공이나 개재물(inclusion) 등은 관

찰되지 않았다. 코바 합금의 경우도 반복되는 하중 조

건에서 특정한 슬립선이 발달하고 불균일한 슬립 밴드

를 중심으로 시편 표면에서 균열이 생성되는 금속(그 중

에서도 전위 밀도가 낮은 금속들)의 일반적인 피로 균

열 발생 기구를 따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주기 피로

수명은 피로 균열 전파 보다 균열 생성이 전체 피로 수
Fig. 4. High cycle fatigue results(S-N curves) of Fe-29%Ni-17%Co

alloys.

Table 2. Room-temperature tensile test results of the Fe-29%Ni-17%Co alloys.

Yield Strength(MPa) Tensile Strength(MPa) Elongation(%) Elastic Modulus(GPa)

Base Alloy(Austenite) 376 533 49 915

Alpha Alloy(γ + α) 416 617 43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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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높은 항복

강도를 가지는 Alpha 소재 경우가 반복 하중에 대한 슬

립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이에 따라 피로 균열 생성에 대

한 저항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은 피로 균열 전파 영역에서의 파단면을 관찰

한 예이다. Base 소재와 Alpha 소재의 피로 균열 전파

거동에 차이가 나타났다. Base 소재의 경우 균열 진전

방향과 상대적으로 평행한 striation 들이 쉽게 관찰되었

으며 균열 성장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아 striation 이

잘 발달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Alpha 소재의 경우에는

균열 진전 방향과 striation 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어

나타났다. 또한 일부 영역에서는 striation 이 잘 나타나

지 않는(인장 파단면과 유사한) 모습도 관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로 균열 전파 영역의 파단면 측면

(cross section)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관찰한 결과를 Fig.

7 에 나타내었다. 먼저 측면 절단면(Fig. 7)에서도 Fig. 2

의 미세조직 관찰 결과와 마찬가지로 Base 소재는 오스

테나이트(γ) 단일상이 Alpha 소재는 α 상이 명확하게 관

찰되었다. 그런데 Base 소재의 피로 균열 전파는 거시

적으로 평평하게 진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Alpha 소재의 경우는 피로 균열이 α 상과 만나 부위에

서 균열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즉 α 상이 피로 균열 전

파를 억제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와 관련하여 Fig. 6 의 파단면 결과에서 관찰된 Alpha

소재의 불균일하고 분산된 striation 의 형성도 α 상의

피로 균열 전파에 대한 저항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피로 수명 분포의 관점에서 Alpha 소재의

경우 조직 내 α 상이 재료의 국부적 불균일성을 증대

시켜 일정 피로 응력 조건하에서 더 넓은 피로 수명 분

포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3.3 저주기 피로 특성

Fig. 8 은 Base 소재와 Alpha 소재의 저주기 피로 시

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두 소재에 미치는 소

성 변형률 진폭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Coffin-Manson

식을 이용하여 인장 시험 결과로부터 가해진 총 변형률

진폭의 탄성 성분을 유추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소성 변

Fig. 6. SEM observation results of fatigue fractured samples, showing

at the fatigue crack propagation region; (a) Base Alloy (σmax = 375

MPa) and (b) Alpha Alloy (σmax= 415 MPa).

Fig. 5. SEM fractography results of fatigue fractured samples showing

at the crack initiation region; (a) Base Alloy (σmax= 375 MPa) and

(b) Alpha Alloy (σmax= 415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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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률 진폭과 피로 수명(2Nf) 간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Coffin-Manson 식은 소성 변형률과 피로 수명간의 관계

를 log-log 좌표 상에서 직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아

래와 같이 기술된다.

∆εpa = εf'(2Nf)
c (1)

여기에서 εf'는 피로연성계수(fatigue ductility coefficient)

이며, c는 피로연성지수(fatigue ductility exponent)이다.

εf'값은 보통 진 파괴 연성(true fracture ductility)과 유

사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Fig. 8 에서 소

성 변형률 진폭의 크기에 따른 저주기 피로 수명의 변

화(기울기)가 두 소재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소

성 변형률 진폭이 증가함에 따라서 Alpha 소재의 피로

수명이 더 빨리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낮은 변형률 진폭이 가해지는 경우 균열의 생성 과정이

피로 수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높은 변형률 진폭의 경

우에는 균열 생성이 조기에 발생하여 이어지는 균열의 전

파 과정이 피로 수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8-20) 이에 따라 재료의 피로 특성은 낮은 변

형률 진폭에서는 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높은 변

형률 진폭에서는 재료의 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다. 본 연구의 저주기 피로 시험 결과에서도 3 × 10−4의

소성 변형률 진폭 전후로 낮은 변형률 진폭에서는 강도

가 높은 Alpha 소재가 우수한 피로 수명을 나타내며, 높

은 변형률 진폭에서는 상대적으로 연성이 좋은 Base 소

재가 우수한 피로 수명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Alpha 소재의 미세조직은 연한 오스테나이트(γ) 상

과 경한 α 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주기 피로 시험에

비하여 소성 변형이 많이 수반되는 저주기 피로의 경우

Alpha 소재에서는 가해진 소성 변형량 중 상당 부분이

연한 γ 상에 집중되게 된다. 이에 높은 소성 변형률 진

폭이 가해지는 조건에서는 α 상과 γ 상 경계에 misfit

strain이 축적되고 피로 균열이 비교적 쉽게 야기되며 이

후 균열 전파 또한 빠르게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Fe-29%Ni-17%Co(wt.%) 조성의 저열팽

창 코바 합금(Base 소재 및 Alpha 소재)의 고주기 피로

수명 및 저주기 피로 수명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미세조직 관찰 및 분석, 그리고 조직 위치 별 경

도 측정 결과 Base 소재는 연질의 오스테나이트(γ) 상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Alpha 소재는 γ 상 기지에 상대적

으로 경한 α 상들이 분포하였다. 인장 시험 결과 Base

소재 및 Alpha 소재에서 각각 항복강도는 376 MPa, 415

MPa, 인장강도는 533 MPa, 617 MPa, 연신률은 49 %,

43 % 그리고 탄성계수는 915 GPa, 971 GPa 을 나타내어

강도 및 탄성계수는 Alpha 소재가 높게, 연신률은 Base

소재가 높게 얻어졌다.

2) 고주기 피로 시험 결과 Alpha 소재가 모든 응력 범

위에서 Base 소재 보다 우수한 피로 수명을 가지는 것

Fig. 7. Cross sectional observation results of fatigue fractured sam-

ples; (a) Base alloy(σmax= 375 MPa) and (b) Alpha Alloy(σmax= 415

MPa).

Fig. 8. Low cycle fatigue results (Plastic strain amplitude (∆εpa) vs.

reversals to failure (2Nf)) of Fe-29%Ni-17%Co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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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며, 피로한(107cycles)은 Base 소재가 330

MPa, Alpha 소재가 360 MPa로 나타났다. 일정 피로 응

력 조건에서 피로 수명 분포 또한 Alpha 소재가 더 넓

게 나타났다. 두 시편 모두 시편의 표면 근처 불균일한

슬립 밴드 부위에서 피로 균열 생성되었다. 인장 시험

에서 α 상의 강화 효과에 의해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

던 Alpha 소재가 피로 균열 생성 수명이 주도적인 고

주기 피로 실험에서도 높은 피로 수명을 나타내었다. 이

와 함께 α 상은 피로 균열 성장 시에도 균열 진전의 효

과적인 장애물로 작용하여 불균일하고 분산된 striation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저주기 피로 시험 결과 3 × 10−4의 소성 변형률 진

폭 전후로 높은 변형률 진폭에서는 상대적으로 연성이

좋은 Base 소재가 우수한 피로 수명을 나타내었고 낮은

변형률 진폭에서는 강도가 높은 Alpha 소재가 우수한 피

로 수명을 보였다. 반복 응력 시, 소성 변형에 의해 주

도되는 높은 변형률 진폭에서의 저주기 피로 경우에는

경한 α 상과 연한 γ 상 기지의 경계에서 misfit strain이

축적되고 피로 균열이 비교적 쉽게 생성, 전파되어 저

주기 피로 수명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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