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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738 초내열합금 4 mm 두께 각관의 정밀주조 시 수축공 및 
수축변위 해석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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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vestment casting for the thin (4 mm thick) rectangular tube (40 mm wide, 80 mm high and 200 
mm long) was carried out numerically and experimentally for Alloy 738, which is a precipitation-hardened 
Ni-base superalloy. Two types of rectangular tubes, one with a regular array (10 mm by 10 mm square 
array) of protruded rods (3 mm in diameter and 3mm in height) embedded on the outer surface and the other 
with just smooth surface, were investment-cast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side feeding mold design. The 
investment casting simulation predicted the presence of cavities, particularly in the area away from the 
gate for both types of rectangular tubes. In particular, for the rectangular tube with embedded protruded 
rods cavities were found mainly in the areas between the protruded rods. This simulation result was 
qualitatively consistent with the experimental observation from the X-ray analysis. Also, both prediction 
and experiment showed that the dimensional shrinkage (particularly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of the 
investment-cast rectangular tube is reduced by having protruded rods embedded on the outer surface. 
Additional numerical attempts were made to check how the amount of cavities and dimensional shrinkage 
change by varying the preheating temperature and the thickness of the mold. The results predicted that the 
amount of cavities and the dimensional shrinkage are significantly reduced by increasing the preheating 
temperature of the mold by 200 ℃. However, an increase in mold thickness from 10 mm to 12 mm showed 
almost no difference in cavity population and a slight decrease in dimensional shr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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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Alloy 738은 석출경화형 니켈기 초내열합금(superalloy)으

로서 우수한 크리프 특성 및 고온 내산화성으로 인해 발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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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의 연소기 및 터빈부의 주조용 고온부품 소재로 널

리 쓰이고 있다 [1-5]. 특히 이러한 터빈 고온부품들은 고온에

서 구조적 안정성 및 효과적인 냉각을 위해 중공구조(hollow 

structure) 혹은 복잡한 유로설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로 인

해 부품의 형상이 상당히 복잡하여 정밀주조법(Investment 

casting)과 같은 고도의 제조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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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in wt%) of Alloy 738
C Si Mn Ni Cr Mo Cu Ti Al Co

0.11 0.001 0.001 Bal. 16.02 1.75 0.01 3.45 3.45 8.49
W Fe Nb Ta Zr V P S B O
2.6 0.05 0.6 1.76 0.028 0.01 0.001 0.001 0.01 5ppm

Fig. 1. Geometry of the rectangular tube for investment casting, 
(a) 2D drawing, (b) 3D drawing and (c) 3D drawing with 
protruded rods on the outer surface Fig. 2. Cast design for side feeding with protruded surface on one 

side and smooth surface on the other side

정밀주조법은 복잡한 형상의 부품을 급속조형(rapid 

protyping)방법을 이용하거나, 왁스 또는 열가소성 플라스틱

으로 패턴형상을 만든 다음, 패턴의 표면을 세라믹 분말 슬러

리로 여러 번 코팅을 행하고 고온･압력 하에서 패턴을 제거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남은 세라믹 주형에 용탕을 주입하여 

부품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6-9]. 특히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왁스를 사용하는 로스트왁스(lost was)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

다 [6-9]. 또한 최근에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패턴을 

만드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세라믹 주형을 제작하려는 시

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10,11]. 정밀주조법은 비교적 성형이 

용이한 소모성 패턴과 주형을 사용하므로 가공이 어려운 정

교한 형태의 금속 부품을 제조하기에 용이하여, 삼차원 곡면

의 정밀 형상이 요구되는 터빈 블레이드 및 복잡한 형상을 가

지는 터빈 고온 부품의 제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형상의 정밀주조는 복잡한 유로를 

따라 용탕이 흘러가며 응고가 진행되는 공정이므로 스프루

(sprue)/런너(runner)를 포함하는 게이트(gate)의 디자인이 아

주 중요하다. 또한, 용탕의 주입온도, 주형의 두께 및 삼차원 

형상 등이 응고시 전도(conduction) 및 복사(radiation)와 같

은 국부적인 열전달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충

분히 고려한 주조설계가 이루어져야만 기공 및 수축과 같은 

주조결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밀주조 공정의 최

적화를 위해 삼차원 응고해석 시뮬레이션이 관련 산업 현장

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12-15]. 특히 Alloy 738의 경

우 shroud block과 같은 후육품의 주조 공정 최적화를 위해 

기존의 사형주조 방안을 개선한 응고해석은 행해지고 있으

나, 두께가 얇고 형상이 복잡한 부품의 경우 박판의 변형 및 

수축 거동을 억제할 수 있는 형상 설계라든지 주조방안에 

한 기초적인 응고해석 관련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고해석 툴을 이용하여 얇은 각관의 형태

를 가지는 Alloy 738 주물의 정밀주조 조건을 최적화 하기 위

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주조 조건에 따른 수축공의 

발생 및 수축 정도의 해석 결과를 실제 정밀주조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해석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각관의 외면에 

방열 촉진을 위한 미세 돌기형상의 유무에 따른 주조성도 함

께 조사하였다.

2. 해석 및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Alloy 738(표 1 참조)을 폭 40 mm, 높이 80 

mm, 길이 200 mm, 두께 4 mm의 각관 형태로 정밀주조하기 

위한 응고해석을 실시하였다(그림 1(a), (b) 참조). 또한 각관

의 외면에 지름 3 mm, 높이 3 mm의 원통형 돌기를 폭 10 

mm 간격으로 배치한 경우(그림 1(c))에 해서도 응고해석

을 실시하였다. 그림 1과 같은 얇은 두께의 각관은 중공구조

를 가지는 터빈 고온 부품의 정밀주조시 응고해석을 위한 기

초데이터 확보의 차원에서 선택한 형상이며, 표면의 원통형 

돌기들은 외면에서의 방열 효과를 촉진할 목적으로 설계된 

형상으로 정밀주조 시 국부적인 응고거동에 미칠 영향을 함

께 분석하였다.

그림 1 각관의 정밀주조를 위해 용탕이 주조품의 측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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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vestment casting procedure: (a) patterning, (b) ceramic 
mold coating, (c) pattern elimination, and (d) after casting (side 
feeding for both sides)

Fig. 4. Simulated distribution of shrinkage cavities for the side 
feeding case (with protruded surface on one side and smooth 
surface on the other side): (a) 3D view and (b) side view

주입되는 측면주입(side feeding) 방식의 주조 방안이 고려되

었다. 그림 2는 측면주입 방식으로 설계된 주조 방안의 3D 모

식도 이다. 여기서 표면에 원통형 돌기들을 가지는 각관과 그

렇지 않은 각관의 응고 거동 비교를 위해서 두 각관을 양쪽에 

배치해 측면주입을 통해 동시에 정밀주조를 할 수 있도록 설

계되었다.

정밀주조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션은 상용 툴인 ProCASTTM

를 사용하였다. 주조품의 형상은 CAD 프로그램(Siemens 

NX 8.5)을 이용하여 생성하였으며, ProCASTTM의 Visual 

Mesh기능을 이용하여 요소를 생성하였다 [12]. Alloy 738의 

주조관련 물성치들은 ProCASTTM의 Alloy-IN738 데이터베

이스를 사용하였다. 주형(shell mold)의 소재로는 Refractory 

Mullite(Al2O3 + SiO2)를 사용하였으며, 관련 주조 물성 또한 

ProCASTTM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용탕의 주입온

도는 1500 ℃, 주입속도는 5 kg/sec, 주형의 예열온도는 900 

℃, 진공상태에서 주변의 온도는 20 ℃, 공랭의 조건으로 설

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기 정밀주조 해석과 같은 조건으로 

정밀주조 실험을 행하였다. 그림 3에서는 그림 2의 주조 방안

에 따라 각관을 정밀주조하기 위한 실험 과정을 순차적으로 

나타내었다. 우선 왁스를 이용하여 패턴을 제작하고, 

Refractory Mullite 코팅을 행한 다음, 고온에서 패턴을 제거

한 후 용탕을 주입하여 그림 3(d)와 같은 최종 주조 형상을 얻

었다. 최종 주조품은 X-ray 분석을 통해 수축공과 같은 주조

결함의 분포를 측정하였으며, CMM(Coordinated Measuring 

Machine)을 이용한 표면형상 측정을 통해 수축변위를 계산하

였다. 이렇게 얻어진 실험 결과들을 정밀주조 해석 결과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정

밀주조 조건의 개선을 위해 주형의 예열 온도 및 주형의 두께

를 각각 1100 ℃ 및 12 mm로 변화시켜 가며 추가적인 정밀주

조 해석을 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따로 비교 분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각관 표면에 원통형 돌기 유무에 따른 응고 수축 및 

변형 거동

그림 4는 측면주입을 했을 때 각관의 표면에 돌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해 정밀주조 해석을 통해 주조결함(수

축공)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치의 분포를 3차원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여기서, 주형의 예열 온도는 900 ℃, 두께는 10 

mm로 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수축공 분포 예측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조해석 프로그램인 ProCASTTM에서 

제공하는 수축공 발생 예측 분율(shrinkage porosity %)를 사

용하였다. 이 예측 분율은 각 요소(element) 별로 주변의 온도

구배, 용탕분율 및 분포 등 용탕 보상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그 요소에서 발생될 수축공의 크기가 해당 요소 부피의 몇 퍼

센트를 차지할 것인지를 계산한 것으로, 그림 4에서는 예측

된 수축공의 크기가 해당 요소 부피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

우 그 위치의 수축공 예측 분율을 색깔로 나타내었다. 

그림 4에서 좌측이 돌기가 없는 형상이며 우측이 돌기가 

있는 형상인데, 전체적으로 수축공의 위치나 분포가 유사함

을 알 수 있다. 정밀주조 과정에서 국부적으로 액상에서 고상

으로 변태가 일어날 때 국부적 체적 감소가 일어나는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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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ree different investment casting conditions (models A, 
B and C)

Model A Model B Model C
Shell Preheating Temperature (℃) 900 1100 900

Shell Thickness (mm) 10 10 12

Fig. 5. Simulated and measured distribution of shrinkage cavities 
for the side feeding case (with protruded surface): the side view 
and edge-on view

Fig. 6. Simulated in-plane displacement maps for the side feeding case
(with protruded surface on one side and smooth surface on the 
other side): (a) smooth surface and (b) protruded surface

연속적인 용탕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립이 되면 국부

적으로 빈 공간이 발생하여 수축공이 형성된다. 그림 4(b)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축공은 표면 돌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바

깥쪽 각관부에서 발생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깥쪽 각관면의 경우 용탕이 주입되는 게이트로부터 떨어

져 있고 두께가 4 mm로 얇기 때문에 응고속도가 상 적으로 

빨라 국부적 응고시 용탕의 보상이 원활치 않을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림 4(b)에서 돌기를 가지는 바깥쪽 각

관면의 경우 돌기 직하 영역보다는 돌기와 돌기 사이의 영역

에서 수축공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돌기 차체가 방열 촉진의 역할을 하여 직하부의 응고를 우선

적으로 촉진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라 볼 수 있겠다. 

그림 5에서는 수축공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X-ray 투과 사진과 같은 부위에서 응고해석을 통해 예측된 

수축공의 분포를 비교해서 나타내었다. X-ray 투과 사진의 

경우 주위 비 상 적으로 밝게 나타나는 부분이 수축공과 

같은 주조결함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 볼 수 있으며, 

주조품 전체를 투과한 것이기 때문에 결함 존재 시 명암이 뚜

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또한, 해상도가 높지 않아 마

이크론 단위의 수축공을 찾아내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특

히, 그림 5의 x-ray 사진에서 돌기부를 둘러싸는 밝은 띠를 관

찰 할 수 있는데 이는 주조 형상이 변하는 엣지(edge) 부분에

서 두께 및 x-ray 투과 각도가 변하여 생기는 것으로 주조 결

함의 분포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림 5에서 화살표로 나타

내었듯이 돌기와 돌기 사이 그리고 곡면부에서 부분적으로 

명암이 뚜렷한 밝은 점들이 관찰되며, 이는 수축공과 같은 결

함들이 이러한 위치에 주로 분포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

다. 그림 4 및 그림 5 상단의 응고해석을 통한 예측 결과에서

도 이러한 위치에서의 수축공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 부분적으로 실험 결과와 일치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림 6은 응고 시 수축에 의한 각관의 형상 변화를 각관 표

면(In-Plane)의 수축 변위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6의 결

과는 응고해석을 통해 예측된 수축 변위 분포를 나타내며, 표

면 돌기의 유무에 따라 비교해 놓았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관의 수축이 수직 방향 보다는 각관의 길이 방향인 수

평 방향으로 많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특히 표면에 돌기가 

있는 경우가 수축 변위의 정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방열 효과를 나타내는 돌기 및 그 직하부에서 우선적으로 

응고가 진행되어 각관의 길이 방향으로의 응고 수축을 구속

함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정밀주조 실험 후 측정

한 결과도 표면 돌기가 있는 각관의 경우 길이가 196.57 mm

로 돌기가 없는 각관의 길이 196.06 mm 보다 길이 방향으로

의 수축이 0.51 mm 작은 것으로 나타나 예측 결과와 정성적

으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7은 돌기가 있는 각관 표면의 수축 변위 분포에 해 

정밀주조 해석 결과와 CMM을 통해 측정된 실험 결과를 서

로 비교한 것이다. 참고로, 그림 7의 각관은 그림 2에서와 같

은 측면주입으로 한쪽 편이 설계되고, 반 쪽 편은 상부주입

(top feeding)으로 설계된 것 중 측면주입 쪽의 해석 및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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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plane displacement map comparison between (a) 
simulation result and (b) experimental result (from CMM 
measurement)

Fig. 8. Simulated distribution of shrinkage cavities for the side 
feeding case (with protruded surface on one side and smooth 
surface on the other side): (a) model A, (b) model B, and (c) 
model C

결과만을 본 연구에서는 나타낸 것이다. 또한, 그림 7(b)의 실

험 결과는 정밀주조 후, 면 상의 돌기들의 위치들을 CMM으

로 측정하고 변위가 없을 경우 돌기들의 원래 위치들과 비교

하여 수축 변위 분포를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으로 측정된 면 상에서의 수축 변위 분포

와 해석으로 예측된 수축 변위 분포가 정성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위치 별 수축 변위 값은 실측치가 해

석치 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밀주

조 시 용탕과 주형의 접촉 계면에서의 접촉 거동을 다루는데 

있어서 해석 조건이 실제 거동과 상이함에 기인한 것으로 생

각된다. 특히, 정밀주조 해석에서 이용된 용탕-주형 접촉 계

면 거동이 실제 거동 보다 응고 시 수축 구속이 더 큼을 간접

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3.2 주형의 예열 온도 및 두께에 따른 응고 수축 및 변형 

거동 해석

그림 4~7은 주형 예열 온도가 900 ℃이며 주형 두께가 10 

mm일 경우의 정밀주조 해석 및 실험 결과였다. 이를 통해 국

부적인 수축공의 발생 및 각관의 수축이 발생함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수축공의 발생 및 각관의 수축 정도가 정밀주조 

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개선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

여 주형의 예열 온도를 1100 ℃로, 주형의 두께를 12 mm로 

변화시켜 정밀주조 해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를 비교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형 예열 온도 및 주형의 두께에 

따라 세가지 정밀주조 조건을 모델 A, B, C로 정하여 표 2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모델 A는 이미 다룬 그림 4~6의 경우이

며, 모델 B는 주형 두께는 그 로 두고 주형 예열 온도만 

1100 ℃로 올린 경우이고, 모델 C는 주형 예열 온도는 900 ℃

로 그 로 두고 주형의 두께만 12 mm로 증가시킨 경우이다. 

이러한 모델 A, B, C에 해 정밀주조 해석 후 수축공이 발

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예측된 수축공의 크기

가 해당 요소 부피의 10% 이상일 경우) 위치의 분포를 그림 8

에서 3차원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각 모델 별 수축공의 체적 

및 분율 예측치를 표 3에 나타내었다. 그림과 표에 나타난 바 

와 같이 모델 A에서 주형 예열 온도는 그 로 두고 주형의 두

께를 12 mm로 증가시킨 경우(그림 8(c) 모델 C) 주조품 내에

서 수축공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의 분포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주형 예열 온도를 1100 ℃로 올린 경우(모델 

B)에는 그림 8(b)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수축공의 발생 확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여기서 한가지 특이한 것은 주조품 내 수축공의 발생 확률

은 주형 예열 온도를 1100 ℃로 올림으로써 현저히 줄었지

만, 런너 내에 존재하는 수축공(그림 8의 화살표시)들은 주형

의 두께를 12 mm로 증가시켰을 때 오히려 제거된다는 점이

다. 이는 주형 예열 온도를 올릴 경우는 주조품의 초기 응고

부에 용탕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 수축공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주형의 두께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주형을 통해 

열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감소시켜 전체적으로 온도 구배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

향은 그림 9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림 9는 정밀주조 해석 시 각관 주형의 바깥면의 중심 위

치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주형 

예열 온도를 1100 ℃로 높인 경우는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의 경향(특히 냉각 속도)이 900 ℃ 비 큰 차이가 없지만, 주

형의 두께를 12 mm로 증가시킨 경우에는 초기 피크 온도는 

10 mm 두께 비 어느 정도 낮아지지만 주형의 냉각속도는 

현저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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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dicted volume and volume fraction of cavities for 
models A, B and C

Model A Model B Model C
Volume (cc) 0.1631 0.1265 0.1654

Volume Fraction (%) 0.0458 0.0356 0.0465

Fig. 9. Simulated temperature variation as a function of casting 
time monitored at the center of the outer surface of the 
rectangular tube mold for models A, B, C Fig. 10. Simulated in-plane displacement maps for the side 

feeding case (with protruded surface on one side and smooth 
surface on the other side): (a) model A, (b) model B and (c) 
model C

을 다시 분석해 보면 화살표로 표시한 런너의 위치는 양쪽 게

이트의 중앙에 위치하여 수축공의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주

형의 두께를 증가시켜 앞, 뒤, 좌, 우 표면으로 열이 빠져나가

는 속도를 늦추면 상부에서 하부로 열이 빠져나가게 되어 수

축 보상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그림 9(c)에서와 같이 런너부

의 수축공이 제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0는 모델 A, B, C에 해 각관의 바깥 표면에서의 

변위를 예측한 결과이다. 그림 8의 결과와 유사하게 주형 예

열 온도를 1100 ℃로 올린 경우는 전체적인 수축보상이 원활

하게 되어 주조품의 수축이 상당히 감소한 반면, 주형의 두께

를 12 mm로 증가시킨 경우는 10 mm 두께 비 약간의 전체 

수축 감소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박판(4 mm 두께)의 경우 두께 방향으로 빠

른 열전달로 인해 초기 응고 시 냉각 속도가 빠르며 이에 따

라 국부적 응고 수축에 한 용탕 보상이 원활치 않아 국부적 

수축공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 때는 주형 예열 온도를 올

려서 초기 응고 시 국부적 수축보상을 원활하게 해 줌으로써 

수축공의 형성 및 박판 주조품의 수축을 억제할 수 있다. 하

지만, 주형의 두께를 증가 시킬 경우는 초기 응고 과정에서 

주형으로의 열방출을 촉진시켜 국부적 응고를 촉진시키지만 

증가된 두께로 인해 이 후 전반적인 열방출 속도를 저하시켜 

응고 속도 및 온도 구배를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초기 응고 수축 가능성이 높고 용탕 

보상이 어려운 박판 주조의 경우 주형 예열 온도를 높여 국부

적 수축보상을 통해 수축을 최소화 해 줄 필요가 있으며, 초

기 응고 수축이 발생하더라도 용탕 보상이 비교적 용이한 두

꺼운 주조품의 경우는 단순히 주형의 두께를 증가시킴으로

써 전체적인 응고 속도 및 온도 구배의 제어를 통해 어느 정

도 수축 보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4. 결     론

터빈 고온 부품 소재로 쓰이는 초내열합금 Alloy 738의 얇

은(4 mm 두께) 각관 형상 정밀주조 해석 및 실험을 통해 아

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주형 예열 온도 900 ℃, 주형 두께 10 mm의 경우, 각관

의 얇은 두께(4 mm)로 인한 국부적 냉각 속도 증가로 인해 

게이트에서 멀리 떨어진 각관 외면 전체에 걸쳐 수축공이 발

생할 확률이 높음을 해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실제 주조품

의 X-ray 분석 결과와도 정성적으로 일치하였다. 특히 각관

의 표면에 원통형의 미세 돌기들이 존재할 경우 돌기와 돌기 

사이에 수축공들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2) 각관의 표면에 원통형의 미세 돌기들이 존재할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각관의 길이 방향 수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관 표면 돌기 직하부에서의 우선적 

응고가 각관의 길이 방향으로의 응고 수축을 구속함에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관 주조품의 표면 방열 효과를 높이

기 위해 소개된 미세 돌기들이 각관의 길이 방향 응고 수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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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짐을 확인하였다.

3) 각관 주조품의 수축공 형성 및 수축을 억제하는데 주형

의 예열 온도를 높이는 것이 주형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것 보

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가된 주형 예열 온

도가 박판(4 mm)의 초기 응고 시 국부적 수축보상을 원활하

게 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형의 두께를 증가시킬 

경우 초기에는 주형으로의 열방출을 촉진시켜 주형과 닿는 

면에서의 국부적 응고를 촉진시키지만 이 후 증가된 주형 두

께로 인해 주조품 내 열방출 속도를 저하시켜서 응고 속도 및 

온도 구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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