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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r1MoW강에서 응고속도에 따른 δ 페라이트 형성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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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rtensitic 10Cr1MoW steels are widely used for high temperature components in turbine engines

because they have good mechanical properties and corrosion resistance. Delta-ferrite can form locally in large

ingots and the ferrite phase degrades the metal’s high-temperature properties. To decrease the fraction of

delta-ferrite the solidification process should be controlled. In this paper, directional solidificatio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with martensitic 10Cr1MoW steel at various growth velocities, 5 μm/s – 50 μm/s. The fraction

and size of the delta ferrite declined with increasing growth velocity, and also declined with increasing

distance from the solid/liquid interface of the directionally solidified sample. These results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dendrite spacing of the delta primary phase, and precipitation of the gamma phase with

solidification rates. As the solidification velocity decreased and the distance from the solid/liquid interface

increased, the fraction of delta ferrit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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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인 10Cr1MoW 강은 발전

소용 증기터빈 내 600 oC 이상의 높은 온도와 150 bar 이

상의 고압 환경에서 사용되며 우수한 크립 파단강도와 내

산화성의 성질을 필요로 하는 초임계압(USC: Ultra Super

Critical) 로터에 사용되는 합금으로 잘 알려져 있다. 터빈

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내열강의 합금 개발 연구는

고온 환경에서의 기계적 특성 향상에 집중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합금은 고온 강도와 부식성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고크롬 합금강으로써 10Cr1Mo 합금강에 추

가적으로 W, Nb, V이 첨가되어 각각의 원소들을 첨가함

에 따라 합금은 고온강도가 크게 향상된 합금이다. 이로

인해 합금의 우수한 고온강도를 이용하여 터빈의 Rotor 뿐

만 아니라 보일러용 튜브 및 파이프 재료에도 사용되고 있

다. 또한 니켈기 초내열합금 및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

스강과 비교하여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비용 절감 효율성을 위해 마르텐사이트계 합금강으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3].

고크롬 합금강의 기계적 성질은 미세조직에 의해 결정되

는데 응고 조직이 후속 공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응고

조직의 경우 고상과 액상의 고용도 차이로 인해 응고가 진

행됨에 따른 구간별 용질원소의 조성차이가 발생하고 미세

조직이 불균일한 편석이 발생하게 된다. 합금의 응고 조직

은 평형분배계수(k)를 이용하여 편석 정도를 식 (1)로 표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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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CS/CL (1)

여기서 CS는 고상에서 용질 원소의 농도, CL은 액상에서

용질 원소의 조성이다. 용질원소의 고용도가 고상이 액상

보다 작은 경우는 k < 1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고상이

용질원소를 응고 계면 앞으로 배출하여 용질원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며, 용질원소의 고용도가 고상이 액상보다 큰

경우는 k > 1로 표현되며 이는 응고 계면 앞에서 용질 원

소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k가 1에 가까울수

록 편석의 정도는 적어지는 것을 뜻하며 1보다 작거나 클

수록 그 편석의 정도는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편석이 발

생하게 되면 국부적으로 원소들의 불균일성으로 인해 미세

조직과 기계적 특성이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응고 조직

의 편석 제어 및 미세조직 균질화는 기계적 물성의 신뢰성

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4,5].

10Cr1MoW 합금강은 높은 경도값을 가지는 마르텐사이

트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변태 과정을 예측하기 위

해 그림 1에 10Cr1MoW의 상태도를 나타내었다 [6,7].

0.13 wt%C의 합금 조성에 의해 약 1500 oC에서 액상으로

부터 δ상이 핵생성 되어 성장하며, 1450 oC 부근에서는

포정 반응에 의해 δ상으로 상변태 된다. 마르텐사이트 변

태를 위해서는 모상인 δ상으로의 상변태가 필요로 하지만,

변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지 내 δ상이 잔류

하게 되고 급냉 이후 마르텐사이트 조직과 δ상이 공존하

게 된다. δ상은 전반적인 기지의 연성과 인성을 증가시키

는 장점이 있지만, 그 분율이 증가하게 되면 균열 발생시

δ상과 마르텐사이트 조직 사이에서 균열이 쉽게 진행되고

합금 성분들의 편석으로 인해 내부식성을 저하시키며 내열

강으로서 가장 중요한 고온에서의 크립 파단 특성에 악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 결과적으로 고온

환경에서 필요한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δ상의 크기와 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일방향 응고 실험을 통하여 합금성분에 따라 응고속도,

온도구배를 조절하여 초정 수지상의 크기와 수지상 사이에

서 편성된 상의 분율을 제어할 수 있다 [9-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르텐사이트계 10Cr1MoW 합금강을 일방향

응고하여 δ상의 형성 거동을 연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

며 응고 속도와 δ상의 크기 및 분율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10Cr1MoW 의 조성을 표 1에 나타

내었다. 

그림 2와 같이 일방향 응고 장비는 개량형 Bridgman

방식의 일방향 응고장치를 사용하였으며 이 장치는 상부에

가열로와 열을 차단시키는 절연부, 양의 온도구배를 효과

적으로 형성시키는 노 하부의 냉각부로 구성되어 있다

[12,13]. 방전 가공을 이용하여 잉곳을 봉상 형태의 시편

( : 4.7 mm, L: 90 mm)으로 가공하여 표면의 산화피막을

제거한 후 알루미나 튜브(OD: 8 mm, ID: 5 mm, L:

700 mm)에 시편을 장입하여 일방향 노의 상부에 고정하였

다. 로터리 펌프를 이용하여 고정된 알루미나 튜브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든 다음 불활성 가스인 Ar을 주입하는 과

정을 3회 반복하여 10 psi 압력의 불활성 분위기를 조성한

후 1600 oC까지 승온시켰다. 이 온도에서 30분간 유지하

여 고상/액상 계면을 안정화시킨 다음, 로를 위쪽 방향으

로 성장속도를 제어하면서 50 mm 성장시켰다. 5, 20, 50,

100 μm/s의 속도에서 결정을 성장시켰으며, 일방향응고시

온도구배는 20 K/mm로 확인하였다. 고상/액상의 계면 형

상을 보존하기 위하여 일방향 응고 중에 물에 급냉하였다.

수냉된 시편을 길이방향과 고상/액상 계면으로부터 각각 5,

15, 25, 35 mm 아래 위치에서 성장방향의 수직으로 절단

∅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10Cr1MoW alloy. (unit: wt%)

Composition C Si Mn Cr Ni Mo V Nb W Fe

wt% 0.13 0.10 0.45 10.30 0.75 1.05 0.18 0.05 0.90 Bal.

Fig. 1. The phase diagram with C in 10Cr1MoW alloy system. The
dashed line represents the composition of 10Cr1MoW-0.1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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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각 응고 속도에서 응고된 시편은 길이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연마하여 애칭액 Vilella’s Reagent (10 g Picric,

10 ml HCl, 100 ml Ethanol)) 용액으로 부식시켜 광학현

미경으로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각 응고 속도 조건에서

일차 수지상 간격(PDAS: Primary Dendrite Arm

Spacing)을 화상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화

학 조성 분석은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과 EDS(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상(Phase) 분석을 위해 전계방사형 주

사전자현미경(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사용하였다.

가열 및 냉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변태 온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 시차주사열량측정법(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으로 열분석 시험을 실시하였고 이 때 승온 및

냉각 속도는 10 K/min으로 설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응고속도에 따른 수지상 형상 변화

일정한 온도구배에서 일방향 응고시 수지상 간격은 응고

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게 된다. 고상/액상 계면이 수지

상으로 성장할 때 일차 수지상 간격(PDAS: Primary

Dendrite Arm Spacing)은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λPDAS= KG
−0.5

V
−0.25  (2)

여기서 K는 일차 수지상 간격 상수이며 일차 수지상 간격

은 온도구배와 응고속도에 반비례한다. 

실험을 통해 측정한 응고 속도에 따른 일차 수지상 간격

변화를 그림 3에 나타내었고 표 2에 정리하였다. 본 실험

의 경우 일차 수지상 간격은 일정한 온도구배에서 응고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V−0.282으로 직선적으로 감소하는 경향

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일차 수지상 간격과 응고 속도

의 상관 관계에 대해 Trivedi [14], Hunt [15], Kurz [16]

가 제시한 식 (1)과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림 3에서 기울기가 -0.282인 점선과 5 μm/s

응고 속도에서의 일차 수지상 간격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5, 20,

50 μm/s에서 일방향 응고 도중 수냉하여 응고속도에 따른

고상/액상 계면 형상을 관찰하였다(그림 4). 5 μm/s으로 일

방향 성장 시, 이차 수지상(SPDA: Secondary Dendrite

Arm Spacing)이 생기기 시작하는 셀-수지상 공존 형태(그

림 4(a), (d))로 성장하는 셀/수지상형 계면을 보이고 있었

다. 반면에 20 μm/s와 50 μm/s에서는 응고 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비교적 미세한 일차 수지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

여주고 있으며(그림 4(b), (c)) 응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차 수지상이 잘 발달되어(그림 4(e), (f)) 미세한 수지상

Fig. 2. Schematic drawing of the modified Bridgman type
directional solidification setup.

Fig. 3. Primary dendrite arm spacings (PDAS) with solidification
rates under 20 K/mm thermal gradient. The spacing (black dot) at
the low solidification rate (5 µm/s) is expected to be the spacing of
cellular/dendritic interface morphology.

Table 2. The PDAS with directional solidification rates in the
10Cr1MoW alloy. 

V(µm/s)
Solid/Liquid 

Interface Morphology

PDAS

(µm)

10Cr1MoW

5 Cell/Dendrite 579 ± 32.6

20 Dendrite 463 ± 18.7

50 Dendrite 328 ± 20.6

100 Dendrite 297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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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에서

응고 속도가 비교적 느린 5 μm/s 성장 속도에서는 계면

형상이 셀-수지상 천이 영역에서 셀/수지상으로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응고 속도에 따른 일차 수지상 간격 변화의

경향성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DSC 열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일

방향 응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변태의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DSC 열분석을 실시하여 냉각 곡선과 승온 곡선의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냉각 곡선(그림 5(a))에 나타

난 액상선 온도는 1506 oC이고 고상선 온도는 1499 oC이

며 승온 곡선(그림 5(b))에 나타난 액상선 온도(TL)는

1523 oC, 고상선 온도(TS)는 1511 oC로 나타났으며 고상/

액상 공존 구역은 액상선의 온도와 고상선의 온도의 차이

인 12 oC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합금의 응고 과

정에서 발생하는 상변태 과정은 액상으로부터 초정 δ상이

형성되고 이후 포정 응고 반응에 초정 δ수지상 주위에 γ

상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냉각 곡선에서 δ

상으로 예상되는 피크는 발견되었지만 γ상의 피크는 발견

되지 않았으며, 응고 시작 온도와 완료 온도의 차이는

7 oC로 짧은 구간 내 응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5

μm/s 응고 속도에서 수지상 팁(Tip)을 살펴보면(그림 5(a)),

초정 δ상 주위에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액상으로부터 δ상이 형성된 후

Fig. 4. (a)~(c) show solid/liquid interface morphologies at solidification rates of 5 µm/s, 20 µm/s, and 50 µm/s respectively in 10Cr1MoW
alloy. (d)~(f) show microstructures at 5 mm below the solid/liquid interface.

Fig. 5. DSC curves under heating and cooling rates of 10 K/min: (a)
The cooling curve and (b) heating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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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변태에 의해서 γ상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냉각 곡

선에서 짧은 응고 구간으로 인해 γ상의 피크가 δ상의 피

크 내 중첩되었거나, 빠른 냉각속도에 의해서 과냉도가 증

가되어 피크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3.3 δ-페라이트의 형성 거동

그림 6에서는 5 μm/s의 일방향 응고 속도로 성장한 후

고상/액상 공존 구간인 응고 계면으로부터 5 mm 아래의

수직 방향으로 절단하여 액상으로부터 성장하는 초정 δ상

의 상변태 거동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대한 수지상의

형상에서 δ상은 수지상 중심부에 형성되었으며(그림 6(a))

그 주위에는 수냉으로 인해 δ상으로부터 상변태 된 마르

텐사이트 조직이 관찰되었고 마르텐사이트 조직 주위에는

액상이 급냉된 조직이 관찰되었다(그림 6(b)). 초정 δ상의

수지상 사이에서 성분 편석에 의해 γ상은 액상으로 안정

적인 성장을 할 수 있으며, 온도 감소에 의해서 γ상은 수

지상 중심부로 성장하게 되어 δ상의 면적이 감소하면서 수

지상의 중심에 잔존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0,11].

수지상 중심부에서 마르텐사이트 조직으로 변태하지 않

은 부분의 정확한 상분석을 위해서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EBSD)를 이용하였다. 성장 방향의 수직면을

관찰하였을 때, BCC 조직의 Kikuchi 패턴이 관찰되었으며

유사 조직의 Kikuchi 패턴은 모두 동일하게 관찰되었다(그

림 6(c)) [17]. 이 결과는 일차 수지상의 중심부에서 관찰

되는 BCC 조직은 액상에서 고상으로 변태한 초정 δ상임

을 알수 있다. 초정 δ상은 일방향 응고에 의해 [001] 방

향으로 성장하므로 다른 위치에서 수지상 중심부에 잔류하

고 있는 δ상은 동일한 방향으로 성장하여 (001)면의 동일

한 Kikuchi 패턴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온까지 상

변태 없이 고상/액상 계면에 존재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일방향 응고 속도에 따른 δ-페라이트의 거동

일방향 응고 속도와 고상/액상 계면으로부터의 거리에 따

른 δ상의 크기와 분율 변화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모든

일방향 응고 속도에서 고상/액상 계면으로부터의 거리가 증

Fig. 6. Cross microstructures of (a) optical image (b) SEM image 5mm below the solid/liquid interface of directionally solidified specimen
at 5 µm/s. (c) Kikuchi patterns of ferrites (black phases, ① , ② , and ③ )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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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수록 δ상의 크기(그림 7(a))와 분율(그림 7(b))이 감소

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교적 빠른 일방향 응

고 속도에서 고상/액상 계면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할수록

δ상의 크기와 분율이 감소하였다.

먼저 모든 응고 속도에서 고상/액상 계면으로부터 거리

가 증가할수록 δ상의 크기와 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

인하기 위하여 20 μm/s 성장 속도로 일방향 응고 후 고상

/액상 계면으로부터 15, 25, 35 mm 직하에서 수직으로 절

단하여 살펴보았다(그림 8). 고상/액상 계면에 거리가 증가

할수록 δ상의 크기와 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조직 관찰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δ상의 경우 성장 이후 수냉

을 하였기 때문에 모든 구간에서 마르텐사이트 조직으로

변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상/액상 계면으로부터 35

mm 직하에서 δ상이 일차 수지상 중심부에서 성장하는

δ상 영역으로 성장할 시간이 충분하여 δ상의 분율과 크기

는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8(c)). 그에 반해 고상/액

상 계면으로부터 15 mm 에서는 δ상이 조대한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8(a)). 계면으

로부터 거리가 증가할수록 δ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

는 시간이 비교적 충분하여 크기와 분율이 감소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수지상 팁에서 δ상이 성장하고 그 주위에서 δ상이 성장

하면서 δ상의 크기와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데 δ상이 δ상

방향으로 성장하면서 조성의 재분배를 발생시킬 수 있다.

표 3은 20 μm/s의 성장 속도에서 고상/액상 계면으로부터

15, 25, 35 mm 직하에서 존재하는 δ상의 성분 변화를 나

타내었다. EDS를 통한 조성 분석 결과, 기지 내 FCC 구

Fig. 7. The average size (a) and volume% (b) of the delta ferrite at
15, 25, 35 mm below the solid/liquid interface in the directionally
solidified specimens with various solidification rates. 

Fig. 8. SEM images showing the size and morphology of the delta ferrite (a) below 15 mm, (b) 25 mm and (c) 35 mm from the solid/liquid
interface in the directionally solidified specimen at 20 µm/s.

Table 3.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delta ferrite with increasing distance from the solid/liquid interface in the directionally solidified
sample at 20 µm/s. (unit: wt%)

Cr Mo V W Mn Nb

15 mm 11.12 1.13 0.24 0.96 0.43 0.24

25 mm 11.97 1.51 0.29 1.59 0.38 0.14

35 mm 12.17 2.13 0.39 2.19 0.30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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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가지는 δ상의 분율이 증가하게 되면 BCC 안정화

원소인 Cr, Mo, V, W은 δ상으로 이동하게 되어 고상/액

상 계면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할수록 δ상 내 BCC 안정화

원소들의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에 반해 FCC 안정화

원소인 Mn, Nb은 고상/액상 계면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할

수록 δ상 내에 고갈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δ상의 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35 mm 직하에서는 BCC

안정화 원소들이 δ상에 편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경향성은 모든 일방향 성장 속도에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일정한 온도구배에서 응고속도에 따

른 δ상의 거동을 비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5 μm/s와 50

μm/s의 성장 속도에서 위치별 광학사진을 비교하여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고상/액상 계면으로부터 35 mm에서는 δ상

의 크기와 분율은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그림 9(e), (f)),

고상/액상 계면에 가까워질수록 응고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교적 미세하고 적은 분율의 δ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응고 속도에 따른 위치별 δ상의 크기 변화(그림 7(a))와

분율 변화(그림 7(b))를 살펴보면, 35 mm 직하에서는 응고

속도 변화에 관계없이 비슷한 δ상의 크기와 분율을 나타

내고 있지만, 고상/액상 계면에 가까워질수록 응고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δ상은 미세해지고 적은 δ상의 분율을 가지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δ상의 크기의 경우 50 μm/s

성장 시 고상/액상 계면으로부터 15 mm 직하에서의 δ상

의 크기(그림 8(a))는 5 μm/s 성장시 25 mm 구간(그림

Fig. 9. Morphology change of the delta ferrite with distances, (a) and (b) 15 mm, (c) and (d) 25 mm, (e) and (f) 35 mm, below the solid/
liquid interface in the directionally solidified specimen at 5 µm/s (a, c, e) and 50 µm/s (b, d, f), respectively. White arrows are delta ferr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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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보다 더 미세한 것이 관찰되었다. 

응고 속도가 증가할수록 δ상은 미세한 수지상으로 성장

하게 되고 그 주위에서 성장하는 δ상의 부피는 조대한 수

지상의 δ상 주위에서 형성되는 것에 비해 증가하게 된다.

액상과 미세한 수지상 사이의 계면에서 형성된 비교적 높

은 부피의 δ상은 비교적 적은 거리를 성장하여도 δ상의

부피 감소는 크기 때문에 응고 속도가 증가할수록 δ상의

부피는 그림 7에 나타난 것처럼 감소하게 된다. 고상에서

의 확산 속도는 액상에서의 확산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δ상의 크기와 분율은 응고 속도와 관계없이 비슷한 속도

로 수지상 중심 방향으로 성장하는 δ상이 형성되는 정도

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조대한 수지상으로

초정 δ상이 성장하는 5 μm/s의 응고 속도에서는 비교적

적은 부피의 δ상이 형성된 후 성장하기 때문에 고상/액상

계면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δ상의 크기와 분율의 변화 정

도가 비교적 큰 것이라고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δ상의 성

장 시간이 충분하다면 응고 속도에 상관없이 기지 내 δ상

크기와 분율은 일정하지만 초기 응고 과정에서의 δ상의 크

기와 분율은 포정 반응에 의해 δ상과 액상의 계면으로부

터 δ상으로의 형성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지

상 형상에 의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고상/액상

계면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응고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δ상은 미세해지고 적은 분율을 가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사용 된 10Cr1MoW 합금강을 다양한 응고

속도로 일방향 응고하여 δ상의 형성 거동에 대해 연구하

였다. 응고 속도의 변화에 따른 δ상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방향 응고 시 초정 δ상은 수지상의 형태로 성장하였

다. 응고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지상은 미세해지는데, 일

차 수지상 간격(PDAS)은 응고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

으며 V−0.282와 직선적인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초정 δ상이 성장하면서 성분의 편석에 의해 δ상은 수지

상 사이에서 액상으로 성장하고 온도가 감소하면서 δ상은

수지상 중심부로 성장하여 수지상 중심부에 δ상이 잔존하

게 되고 온도가 감소할수록 δ상의 분율과 크기는 감소하게

된다. δ상이 δ상 영역으로 성장할수록 δ상 안정화 원소를

배출하여 최종 δ상에는 δ상 안정화 원소가 증가하였다.

δ상은 수지상 바깥쪽에서 우선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수지상이 미세할수록 더 많은 δ상이 형성된 후 성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응고 속도가 증가할수록 수지상은 미세

해지기 때문에 δ상의 분율과 크기는 감소하며, 고상/액상

계면으로부터 가까울수록 응고 속도에 따른 δ상의 크기와

분율 차이는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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