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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Mg-Si/Al hybrid alloy was prepared by Duo-casting and the mechanical behavior was evaluated based on their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The hybrid aluminum alloy included the Al-Mg-Si alloy with fine eutectic structure, pure Al with the
columnar and equiaxed crystals, and the macro-interface existing between Al-Mg-Si alloy and pure Al. The growth of columnar
grains in pure Al occurred from the macro-interface. The tensile strength, 0.2% proof stress and bending strength of the hybrid alu-
minum alloy were almost similar to those of pure Al, and the elongation was much higher than the Al-Mg-Si alloy. The fracture of
the hybrid alloy took place in pure Al side, indicating that the macro-interface was well bonded and the mechanical behavior
strongly depends on the limited deformation in pure Al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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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에너지 문제 및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문

제로 제기되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 및 환경 문제

에 관한 오염물질의 총량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료분야에서는 사용 소재의 극소화와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부품 소재의 단소화와 고효율화를 위한 부품 소재 연

구와 제조 공정 기술 개발 연구가 선진 각국을 중심으로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부품은 사용용도에 따라 한 종류의 소재

로 제조된 상태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용도에 따라 하나의

부품에 다른 성질을 요구하는 부품에의 적용을 위하여 이종

소재가 요구되기도 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roll bonding [1],

diffusion bonding [2], explosive welding [3], extrusion cladding

[4], spray deposition technique [5] 등을 이용한 소재간의 접

합 또는 용접으로 이종 소재 부품을 제조하여 왔으나, 주조의

단계에서부터 고상 액상 계면을 조절하여 이종 소재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소재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용도는 물론 소재 발전

에도 혁신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하이브리드 소

재는 제조 공정시에 이종 소재간의 경계가 존재하게 된다. 이

러한 계면은 물리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매우 민감한 영역으로서,

부분적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시에 하이브리드 소재의 기계적

성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최근에 연속주조를 응용한 전자기 듀오캐스팅 기술은

하이브리드 소재를 주조하는 기술로서 근본적으로 액상/액상 또

는 고상/액상의 계면을 자유롭게 조절하여 계면영역의 넓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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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배를 자유롭게 제어함으로써 적용 분야에 따른 맞춤형 소재

제조가 가능한 주조기술이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량, 고효율재로서 크게 주목을 받는

알루미늄합금(Al-Mg-Si) 및 순 Al을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소

재를 듀오캐스팅으로 제조한 후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을 조

사하였다. 또한, 인장 및 굽힘 시험 후의 변형 조직으로부터

Al-Mg-Si/Al 하이브리드 합금 소재의 파괴 변형거동을 조사·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상용 알루미늄 6061 합금(0.8~1.2 wt%Mg, 0.4~0.8 wt%Si)

및 순Al (99.5%)을 사용하여 연속주조 시스템을 이용한 듀오

캐스팅으로 Al-Mg-Si/Al 하이브리드 합금을 제조하였다. 합금

제조를 위한 용해 및 주조는 1013 K로 가열, 유지한 순Al 용

탕을 먼저 금형에 주입하기 시작한 다음에 1023 K로 가열한

Al-Mg-Si 합금 용탕을 주입한 후, 60 mm/min의 주조속도로

주조하였다. Fig. 1에 본 실험에서 사용한 듀오캐스팅 장치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광학현미경(OM)과 전계방사주사전자현미경(FE-SEM)을 이용

하여 제조한 하이브리드 알루미늄 합금의 미세조직을 관찰하였

다. 미세조직 관찰의 경우 제조한 하이브리드 알루미늄 합금의

중앙부에서 채취한 각 시편부를 연마한 후, 2% NaOH 용액

에 1분 30초간 에칭하여 관찰하였으며, 계면 근방에서의 성분

분석은 에너지분산 분광기(EDS)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미세

조직의 평가를 위하여 결정립의 형상인자를 사용하였다. 형상인

자(F)는 F = 4πA/L2로 정의되며, A는 결정립의 면적, L은 결

정립의 원주이다.

인장 및 굽힘시험편은 Al-Mg-Si 합금부, 순Al 합금부 및

계면이 시편의 중앙에 위치한 Al-Mg-Si/Al 하이브리드 합금부

에서 방전가공을 이용하여 제조하였으며, 시험편 채취부는 Fig.

2에 나타내었다. 인장시편은 표점거리 15 mm, 평행부 폭

7.5 mm, 두께 1.5 mm인 판상형으로 제조하였고, 굽힘시편은

길이50 mm, 너비 10 mm, 두께 5 mm가 되도록 가공하였다.

인장 및 굽힘시험은 5 × 10−2/sec의 변형속도로 실시하였으며,

인장 및 굽힘시험 후, 하이브리드 알루미늄합금의 파괴 거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형조직 및 파면을 광학현미경과 FE-S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그리고 계면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알루미

늄합금의 파괴거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파단한 시료의 양쪽 파

면을 모두 관찰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미세조직 특성

듀오캐스팅한 Al-Mg-Si/Al 하이브리드 합금의 미세조직 관

찰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a)에서 A영역은 Al-

Mg-Si 합금부이고, C영역은 순Al영역이며, B로 표시한 영역이

두 합금의 계면을 포함한 영역이다. 순 Al영역에서는 Al-Mg-Si

합금부와 순 Al의 계면으로부터 응고가 시작되어 생긴 주상정

영역과 등축정으로 이루어진 매크로 조직을 나타내고, 이것은

주조시에 Al-Mg-Si 합금보다 응고온도가 높은 순 Al영역에서

의 온도구배가 낮아 액상/액상계면에서부터 순 Al 방향으로 열

이 방출 됨에 따라 응고가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Fig. 3(a)의 A, B, C로 표시한 부분의 확대 미세조직(Fig.

3(b))을 보면 Al-Mg-Si 합금부인 A영역은 미세한 초정과 공정

조직을 보이고 있고, 순 Al영역(C)은 Fig. 3(a)에서와 같이 큰

결정립의 미세조직을 나타낸다. 한편, 두 합금의 경계부인 B에

서는 계면에서 두 합금의 접합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

며, 계면으로부터 응고가 시작되어 성장하는 수지상정(왼쪽,

Al-Mg-Si 합금) 및 조대 결정립(오른 쪽, 순Al) 조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Fig. 4는 Fig. 3(b)로부터 얻어진 결정립 크기

와 형상 인자를 나타낸다. 순Al에서는 계면부근의 결정립이 내

부의 결정립보다 크고 작은 형상 인자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Al-Mg-Si 합금의 경우는 계면 부근 및 내부영역에서 결정립

크기는 약 50 µm정도로 거의 일정하였고, 형상의 변화도 거의

없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주조온도와 높은 응고온도의 순 Al은

Fig. 3(a)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적으로 계면에서 응고가 시작

하여 내부 쪽으로 결정이 성장하지만, Al-Mg-Si 합금은 높은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equipment for fabrication of

hybrid aluminum alloy.

Fig. 2. The appearances of samples in the obtained Al-Mg-Si/Al

hybrid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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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온도, 낮은 응고온도와 높은 온도의 계면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액상선보다 높은 온도로 유지 되기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

Fig. 5는 Fig. 3(b)의 B 영역을 EDS 분석한 결과이다. Al-

Mg-Si 합금 성분인 Mg과 Si, 불순물로 함유된 Cu는 Al-Mg-

Si 합금뿐만 아니라, 계면 및 순 Al영역에서도 검출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Al-Mg-Si 합금과 순 Al의 응고시에 계면을 통한

확산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고, 그 결과 하이브리드 알루미늄

합금의 계면은 잘 접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 기계적 특성

Fig. 6에 Al-Mg-Si 합금, 순 Al 및 하이브리드 알루미늄합

금의 인장 응력-변형곡선을 나타내었다. 큰 가공경화 후 작은

변형에서 급격히 파단하는 Al-Mg-Si 합금과 달리, 하이브리드

알루미늄합금의 응력-변형곡선은 순 Al의 곡선과 유사하나 약

간 작은 변형량을 보인다. Fig. 6으로부터 구한 Al-Mg-Si 합

금, 순 Al 및 하이브리드 알루미늄합금의 인장강도, 항복강도

및 연신률을 Fig. 7에 나타내었다.

순 Al의 인장강도와 항복강도은 각각 약 60, 35 MPa정도였

으나, Al-Mg-Si 합금은 140 MPa정도의 인장강도와 95 MPa정

도의 항복강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각 합금의 연신률은 순

Al은 30%이상, Al-Mg-Si 합금은 약 5%정도를 나타내었다.

하이브리드 알루미늄 합금은 순 Al과 거의 유사한 인장강도와

약간 높은 항복강도를 나타내었으나, 순 Al보다는 낮고 Al-

Fig. 3. (a) Macrostructure and (b) microstructures of Al-Mg-Si/Al hybrid aluminum alloy ; A: Al-Mg-Si, B: Al-Mg-Si/Al, C: Pure Al.

Fig. 4. Grain size and shape factor of Al-Mg-Si alloy, pure Al and

Al-Mg-Si/Al hybrid aluminum alloy.

Fig. 5. EDS analysis of as duo-casted Al-Mg-Si/Al hybrid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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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Si 합금보다는 높은 20%이상의 연신률을 나타냈다.

Fig. 8은 Al-Mg-Si 합금, 순 Al 및 하이브리드 알루미늄

합금의 굽힘시험 결과를 나타낸다. Al-Mg-Si 합금의 굽힘강도

가 가장 높았으며, 하이브리드 알루미늄 합금의 굽힘 강도는

순 Al과 거의 같았으나, Al-Mg-Si 합금에 비하여 매우 낮아

인장강도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Fig. 11에서와

같이 하이브리드 알루미늄 합금의 굽힘 변형이 순 Al의 변형

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3 파괴 및 변형 특성

Fig. 9는 인장시험후의 Al-Mg-Si 합금 및 순 Al의 파괴 및

변형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관찰한 파면 조직(a) 및 파면 근방

의 변형 조직(b) 사진이다. 순 Al은 전형적인 딤플 파면 조직

을 나타내어 연성 파괴에 의해 큰 연신률이 얻어졌음을 알 수

있으나, Al-Mg-Si 합금의 경우는 취성적인 파면형상을 나타낸

다. 그리고 파면 근방의 변형 조직에서는 30%이상의 연신률을

나타낸 순 Al은 인장 시험 중의 단면적 감소에 의한 변형 조

직을 나타낸다. 그러나, Al-Mg-Si 합금의 경우는, 초정 α상이

크게 변형되지 않은 조직을 나타내고, 크랙이 공정조직을 통하

여 전파하여 결과적으로 낮은 연신률을 보였다고 생각된다.

Fig. 10은 하이브리드 알루미늄 합금의 파면 조직(a) 및 파

면 근방의 변형 조직(b)을 나타낸다. 인장시험 후의 시편 형상

으로부터 계면을 갖는 하이브리드 알루미늄합금의 파괴는 순

Al영역에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순 Al과 유사한 인장특

성을 보이고, 순 Al영역에서 파괴가 일어난 하이브리드 알루미

늄합금의 경우는 순 Al의 파면과 같이 양 측면 모두 같은 형

상의 딤플조직을 보인다. 또한, 파단면 근방 조직 사진을 보면

인장 변형된 순 Al에서와 같은 조직을 나타낸다. 한편, Fig.

11에 굽힘 시험후 시편의 형상 변화와 변형 및 파괴조직을 관

찰한 미세 조직을 나타내었다. 본 굽힘 시험 조건에서 순 Al

은 파괴되지 않았고, 굽힘 방향에 따라 늘어난 변형 조직을

보였으나, Al-Mg-Si 합금은 인장 시험과 마찬가지로 취성적인

공정조직을 통한 파괴가 일어났다. 그러나, 계면이 존재하는 하

이브리드 알루미늄합금은 순 Al영역에서의 변형만이 관찰되었

고, 파괴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듀오캐스팅으로 제조한 Al-Mg-Si/Al 하

이브리드 합금에서의 계면은 본 실험조건에서의 인장 및 굽힘

Fig. 7. Tensile properties of Al-Mg-Si/Al hybrid alloy compared to Al-Mg-Si alloy and pure Al ; (a) Tensile strength, yield strength and (b)

elongation.

Fig. 8. Bending strength of Al-Mg-Si/Al hybrid alloy compared to

Al-Mg-Si alloy and pure Al.Fig. 6.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s of Al-Mg-Si alloy, pure Al

and Al-Mg-Si/Al hybrid alloy.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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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 Fracture surfaces and (b) microstructures in the vicinity of fracture surface in Al-Mg-Si/Al hybrid alloy after tensile test.

Fig. 9. (a) Fracture surfaces and (b) microstructures in the vicinity of fracture surface in Al-Mg-Si alloy and pure Al.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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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에 견딜 정도로 잘 접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Al-Mg-Si/Al 하이브리드 합금의 인장, 굽힘 변

형 및 파괴 특성은 금속과 금속기 복합재료로 이루어진 계면

을 갖는 이종재료[7-9] 및 최근에 보고된 Al-Mn/Al-Si 하이브

리드 합금[10]에서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즉, 잘 접합된 계면을

갖는 이종재료의 인장특성 및 파괴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재료의 한정된 영역에서의 우선적인 변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 따라서, Al-Mg-Si/Al 하이브리드 합금의 경우도 순 Al과

거의 같은 인장강도, 항복강도 및 굽힘강도를 보이나, 한정된

순 Al에서의 우선적 변형으로 인하여 순 Al보다는 낮은 연신

률을 나타내었다고 생각된다.

4. 결  론

Al-Mg-Si 합금과 순 Al으로 이루어진 하이브리드 알루미늄

합금을 듀오캐스팅으로 제조한 후, 미세조직 관찰과 인장 및

굽힘시험을 통하여 변형, 파괴 특성을 조사하였다. Al-Mg-Si/

Al 하이브리드 합금은 주상정 및 등축정 조직의 순 Al영역,

미세한 초정 및 공정 조직을 보이는 Al-Mg-Si 합금영역 및

두 합금의 계면으로 이루어졌다. 하이브리드 알루미늄 합금은

순 Al과 거의 유사한 인장강도, 항복강도 및 굽힘 강도를 나

타내었으며, 연신률은 순 Al보다는 낮고 Al-Mg-Si 합금 보다

는 높았다. 또한, 하이브리드 알루미늄 합금의 변형 및 파괴는

계면 부근의 순 Al영역에서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Al-Mg-

Si/Al 하이브리드 합금내의 계면은 잘 접합 되었으며, 기계적

변형 및 파괴는 한정된 순 Al영역에서의 국부적인 변형에 크

게 의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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