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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i, B and Zr on grain refinement and castability were investigated in Al-4wt%Mg-0.9wt%Si-0.3wt%Mn-
0.15wt%Fe alloy. Measurement of cooling curve and micro-structure observation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addi-
tion of minor elements Ti, B and Zr during solidification. The prominence of effect on grain refinement was in increasing order for
Ti, Zr and B element. Fine grain size and an increase of the crystallization temperature for α-Al solution were evident as the
amount of addition elements increased in this study. Addition of 0.15wt% Ti was most effective for grain refinement, and the result-
ing grain size of α-Al solution for shell mold and steel mold were 72.3 μm and 23.5 μm, respectively. Fluidity and shrinkage tests
were perform to evaluate the castability of the alloy. Maximum fluidity length and minimum ratio of micro shrinkage were recorded
for 0.15wt% Ti addition due to the effect of the finest grai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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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환경보존의 일환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과 연비향상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자동차산업에도 경량화를 위한 알루

미늄 합금 개발과 부품의 적용사례가 선진 자동차업체를 중

심으로 증가하고 있다[1-3]. 특히 경량재료인 알루미늄 합금

재료의 자동차 차체 적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고신율

알루미늄 합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Al-Mg-Si계 주조용 합금은 Mg합금 시 Al에 대한 높은

고용도와 형성되는 강화상으로 인해 주조(as-cast) 상태에서도

높은 인성과 적정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내식성이 우수하여

자동차 샤시(Chassis)용 부품소재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주조용 Al-Si계 합금에 비해 주조성이 떨어지며, Mg 첨가원

소의 산화로 인한 문제가 거론된다. 또한 일반적인 금형 주

조공정으로 형성되는 공정 Mg2Si상은 망상형태(network)로

존재하여 제품의 인성을 저해하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4]. 

알루미늄 합금의 기계적 특성, 특히 신율을 향상시키는 대

표적인 방법으로 미세화 원소 첨가에 의한 조직 미세화 방법

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5-7]. 이러한 초정 미세화에 대한 영

향들은 대표적인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계인 Al-Si계와 Al-Cu

계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Al-Mg-Si계 합금에서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신율 Al-Mg-Si계 합금개발을 위해 Al-

4wt%Mg-0.9wt%Si-0.3wt%Mn-0.15wt%Fe 합금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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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원소 첨가가 초정 α-Al 미세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였다. 결정립 미세화 첨가원소로 Ti, B, Zr과 같이 GRF값

(Growth Restriction Factor)이 큰 원소를 첨가하여 초정 α-

Al 조직 미세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8-10]. 선정된

미세화 원소를 첨가하고 합금의 응고과정에서 냉각곡선 분석

과 미세조직 관찰을 통하여 각 첨가원소와 첨가량의 영향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였다. 냉각곡선 분석과 미세조직 비교분석

을 통해 효과적인 α-Al 결정립 미세화 원소 및 첨가량 조건

을 적용하여 유동성과 수축성을 조사하여 합금의 주조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시료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합금의 기본조성은 Al-4wt%Mg-0.9

wt%Si-0.3wt%Mn-0.15wt%Fe이다. 합금 용해는 흑연도가니

를 사용한 전기로에서 행하였으며, 용해온도는 750oC로 하였

다. 잉고트 용락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Mg의 산화 방지를 위

해 Ar 가스 분위기에서 용해를 진행하였다. 기본조성 합금의

잉고트가 완전히 용해된 후, Al-75wt% Fe, Al-75wt% Mn,

순Mg 순서로 모합금을 첨가하였다. 합금화가 완료되면 발광

(spark emission) 분석기로 성분을 확인하고, Ar 가스로 30

분간 G.B.F (Gas Bubbling Filtration) 처리를 하였다. G.B.F

처리 25분 경과 시 초정 α-Al 결정립 미세화 원소를 첨가

하였으며 G.B.F 처리 완료 후, 탈가스와 산화 개재물 부상을

위해 20분간 용탕을 유지하였다. 용탕 내 가스농도 측정은

감압응고장치를 이용한 밀도 측정법인 D.I (Density Index)

법을 적용하였고, 조성별 D.I값은 0.1이하를 유지하였다[11].

Table 1에 본 실험에 사용된 합금의 설계조성과, ICP분석에

의한 실제 조성을 함께 나타내었다

Table 2는 실험조건으로 선정한 초정 α-Al 결정립 미세화

첨가 원소와 첨가량을 나타내며, 문헌조사 등을 통해 미세화

원소별로 최적의 미세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첨

가량을 선정하였다. 또한, 초정 α-Al 결정립 미세화 첨가 후

의 실제 실제 함유량을 확인하기 위해 ICP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초정 α-Al 결정립 미세화에 대한 GRF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Ti, Zr 및 B 원소를 선정하였다. Table 3에 알루미늄

에서 각 원소의 GRF (Growth Restriction Factor)값을 참

고로 나타내었다[12]. 

초정 α-Al 결정립 미세화 원소는 기본조성 합금의 용탕에

Al-5wt%B, Al-10wt%Ti, Al-10wt%Zr 조성의 모합금을 첨

가하였다. 

0.01wt%TiB 첨가는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초정 α-Al 결정립 미세화 원소로, 실험 대상

의 다른 첨가원소 영향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Al-5wt%Ti-

1wt%B 조성의 미세화제를 첨가하였다.

(15)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basic alloy (wt.%).

Mg Si Fe Mn Al

Design 
composition

4.0 0.9 0.15 0.3 Rem.

ICP Analysis
composition

4.5 0.53 0.10 0.22 Rem.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of addition elements for the
refinement of α-Al solution.

No. Element
Addition amount (wt.%)

ICP analysis value (wt.%)
Classification

1 No addition
-

-
-

2 Ti
0.05 0.10 0.15

Elemental 
refiner

- - 0.10

3 Zr
0.05 0.10 0.15

- - 0.21

4 B
0.1 0.5 1.0

- - 0.17

5 TiB
0.01 Commercial 

refiner0.024

Table 3. Growth Restriction Factor of some elements in aluminum.

Where, k = Partition coefficient

m = Gradient of liquidus

(k-1)m = Growth Restrict Factor.

■ Data from M. Easton and D. St.John, ref[12] “Grain Refinement
of Aluminum alloys”, Met. and Mat. Trans. A, 30A (1999) 16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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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세조직 관찰 및 냉각곡선 분석

초정 α-Al 결정립 미세화에 미치는 첨가원소의 효과를 분

석하기 위해 광학현미경 조직관찰, 주사전자 현미경(SEM-

EDX) 분석을 행하였으며, 초정 α-Al상의 정출온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 용탕의 응고과정에서 획득한 냉각곡선을 분석하였다.

Fig. 1과 같이 냉각곡선 측정은 주형 중심부에 K-type 열

전대를 설치한 주형에 용탕 주입온도 710oC, 상온의 쉘주형

(shell mold)과 200oC로 예열된 금형을 각각 사용하여 시료

합금 용탕의 응고거동을 측정하였다. 냉각곡선 분석은 각 미

세화 원소를 첨가한 시료의 응고과정을 열분석한 냉각곡선으

로부터 초정 α-Al 정출과 관련된 핵생성 온도를 측정하였다.

미세조직 관찰은 냉각곡선을 측정한 시편을 절단한 후, 열

전대 핫 정션부(hot junction part) 인근 시료조직을 광학현

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초정 결정립 크기는 왕수로 전해부식한

시료를 광학현미경으로 각 초정 α-Al 결정립 면적을 측정하

여 동일 면적 원의 직경으로 환산하여 평가하였다. 각 시편

의 조직을 5회 현미경 촬영한 후 결정립 크기를 산술 평균

하였다.

2.3 주조성 평가

합금의 주조성은 초정 미세화 원소를 첨가한 합금들을 대

상으로 유동성과 수축특성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유동성은

알루미늄 합금의 주조에 있어서 미충진(mis-run)과 같은 결함

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로 주조용 합금에서 주요하게 평가하

는 대표적 특성이다. 

유동성 평가를 위해 용탕 주입온도 710oC, 금형 예열온도

200oC로 하였으며 총 유동길이 200 mm, 깊이가 각각 6, 5,

4, 3, 2 mm로 다른 5개의 사각 홈을 가공한 금형에 1.2 Kg의

용탕을 5초 동안 주입하여 각 홈에 충진된 합금의 총 길이

로 유동성을 평가하였다[13].

수축성 평가를 위해 사용된 금형의 치수 및 형상을 Fig.

2(a)에 나타내었다. 금형 예열온도 200oC, 용탕 주입온도

710oC로 하였으며, 1.2 Kg의 용탕을 5초 동안 주입하였다.

수축성 평가는 조대 수축공동(macro shrinkage)와 미세 수축,

기공과 같은 주조결함과 관련되는 미소 수축공동(micro

shrinkage)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측정방법을 Fig. 2(b)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조대 수축공동은 수축된 시료의 수중

체적 환산과 수축용 금형의 공극부(cavity) 체적의 비로 계산

하여 측정하였으며, 미소 수축공동은 실험조성의 이론밀도와

수중 치환법으로 측정한 실제 밀도를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미세화 원소 첨가에 따른 냉각곡선의 영향

실험 조성 Al-4wt%Mg-0.9wt%Si-0.3wt%Mn-0.15wt%Fe

합금을 대상으로 초정 α-Al 미세화 처리를 행하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응고 시 초정 α-Al 핵생성과 관련된 냉각곡

선을 분석하였다.

알루미늄 합금에서 결정립 미세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응고 시작 시 초정 고상핵의 불균질 핵생성을 조장하고, 응

고진행 과정에는 결정성장을 억제하는 기구가 작용해야 한다

[14]. 불균질 핵생성을 유도하는 결정립 미세화제는 Al-4B,

Al-3Ti-3B, Al-Si-B 등의 붕소화물이 효과적이며, 응고진행

과정에서 결정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GRF값이 큰 Ti, Zr

등의 첨가원소가 효과적이다[12]. 본 실험의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 초정 α-Al 미세화 첨가조건은 알루미늄 주조 산업현장

에서 적용되는 범위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B 미세화 원

소의 경우, 문헌조사[12,15,16]를 통하여 최적 미세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범위를 참고하여 첨가량을 결정하였다. 따라

서 각 미세화 원소의 첨가량은 모두 동일하지 않으며 각 원

소 별로 최적의 미세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첨가범위에서

선정하였다. 

Fig. 3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TiB 초정 미

Fig. 1. Schematic drawing of cups for cooling curve measurement

(a) shell mold (b) steel mold.

Fig. 2. Schematic drawing of shrinkage test (a) mold shape (b)

method for shrinkage measurement.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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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 원소를 첨가한 시료와 초정 미세화 원소를 무첨가한 시

료를 비교하기 위해 각 시료의 냉각곡선을 나타내었다. 쉘주

형에서 측정된 냉각곡선 자료분석 결과, 미세화 원소가 첨가되

지 않은 기본조성 합금의 초정 α-Al 핵생성 온도는 632.3oC

였으며 재휘현상(recalescence)이 나타났다. 초정 α-Al 미세

화 원소로 0.01wt%TiB 첨가한 경우, 초정 핵생성 온도는

634.6oC로 2.3oC 상승하였고, 재휘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TiB 미세화 원소를 첨가한 시료에서 TiB2 입자들이 불

균질 핵생성 위치로 작용하여 초정 핵생성에 필요한 구동력

을 제공하여 보다 높은 온도에서 초정 핵생성이 시작된 것으

로 해석된다[12,17]. 

냉각 속도가 빠른 금형의 경우, 미세화 원소가 첨가되지

않은 기본조성 합금과 0.01wt% TiB 첨가합금 모두 재휘현

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빠른 냉각속도에 의해 재휘현

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기본조성의 합금에 GRF효과를 고려하여 실험조건에서 선

정된 초정 α-Al 미세화 원소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Table 4

에 Ti, Zr, B 첨가원소를 대상으로 첨가량을 변화시키고 초

정 α-Al 미세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응고 시 냉각곡선에

서 측정한 초정 α-Al 결정의 핵생성 온도와 결정립 크기를

나타내었다. 

첨가량을 0.05wt%, 0.10wt%, 0.15wt%로 변화시킨 Ti,

Zr 미세화 원소와, 0.1wt%, 0.5wt%, 1.0wt% 첨가시킨 B 미

세화 원소에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측정된 냉각곡선에서 초

정 핵생성 온도는 상승되어, 미세화 원소 첨가량이 많을수록

미세화 효과가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초정 미세화 원소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미

세화 효과는 우수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그러나

0.1wt%의 B 혹은 Ti와 같이 적정량 이상의 결정립 미세화

원소 첨가는 추가적인 미세화에 거의 영향이 없으며[12], M.

Johnsson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GRF 20 이상의 미세화

원소 첨가는 결정립 미세화에 역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18].

초정 α-Al 미세화 원소 첨가 시료의 냉각곡선 분석 결과,

쉘주형과 금형주형 모두 Ti 원소 첨가 시료에서 가장 높은

초정 α-Al 핵생성 온도가 측정되어 우수한 미세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금형주형 시료에서 Ti 미세화 원소 첨가량에 따른 냉각곡

선 변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Ti 미세화 원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초정 α-Al 핵생성 온도는 증가하였다. Table 4

에 따르면, 0.15wt%Ti 첨가한 시료(ICP분석에 의한 실제

Ti 함유량 0.10wt%에 해당)의 쉘주형과 금형에서 측정된 냉

Fig. 3. Change of nucleation temperature of α-Al crystal in cooling curve with the addition of TiB grain refiner in (a) shell mold specimen (b)

steel mold specimen. oC

Table 4. Comparison of nucleation temperatures and grain size with the addition of refiners for primary α-Al crystal.

Element No addition TiB Ti Zr B

Addition amount (wt.%) - 0.01 0.05 0.10 0.15 0.05 0.10 0.15 0.1 0.5 1.0

Shell
Mold

Nucleation
Temp. of α-Al Crystal (oC)

632.3 634.6 635.1 636.5 637.2 633.7 634.4 636.9 633.3 634.7 635.3

Grain Size (μm) 132.7 87.2 91.6 89.5 86.0 692.6 523.6 253.4 229.2 205.4 124.8

Steel
Mold

Nucleation
Temp. of α-Al Crystal (oC)

631.9 632.5 633.1 635.9 636.6 633.1 634.1 635.2 631.3 633.8 634.7

Grain Size (μm) 98.1 50.6 66.1 56.2 38.7 83.8 75.0 67.5 89.1 75.3 6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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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곡선의 초정 핵생성 온도는 637.2oC와 636.6oC로 각각 측

정되었다.

3.2 미세화 원소 첨가에 따른 초정 결정립 크기의 영향

Fig. 5(a)는 초정 결정립 미세화 원소가 첨가되지 않은 기

본조성 Al-4wt%Mg-0.9wt%Si-0.3wt%Mn-0.15wt%Fe 합금

쉘주형 시료의 현미경 조직 사진을 나타낸다. 기본조성 합금

의 구성상에 대한 SEM-EDX 분석결과를 Fig. 5(b)에 나타

내었다. 분석결과, 기본 조성의 합금은 α-Al, 공정 Mg2Si,

α-Al15(Fe, Mn)3Si2상으로 구성되었다.

응고과정에서 결정 미세화는 효과적인 고상핵 생성과 후속

적인 결정의 성장억제 기구로 설명되고 있다[14]. 성장억제

이론으로는 GRF가 큰 원소첨가에 의해 결정성장 선단의 계

면에서 조성적 과냉이 형성되어 응고 선단의 성장을 억제함

으로써 결정이 미세화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실험 조성의 용융합금을 대상으로 미세화 처리를 행하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응고시편의 초정 α-Al 결정립 크기를

측정하였다. 

Fig. 6은 각 첨가원소 중에서 미세화 효과가 가장 우수한

첨가량 조건의 조직사진을 나타내었으며, 비교를 위해 미세화

처리를 하지 않은 시료의 조직사진을 함께 나타내었다. 

Fig. 7은 각 미세화 원소 첨가 시료의 전해부식을 통해 나

타난 α-Al 결정립 크기의 측정 결과이다. 초정 미세화 원소

를 첨가하지 않은 기본조성 합금의 결정립 크기는 쉘주형에

서 132.7 μm, 금형에서 98.1 μm로 평가되었다. 초정 핵생성

온도가 가장 높은 0.15wt%Ti 첨가 시료(ICP분석에 의한 실

제 Ti 함유량 0.10wt%에 해당)가 가장 미세하여 쉘주형에서

86.0 μm, 금형에서 38.7 μm의 결정립 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Zr 미세화 원소를 첨가한 쉘주형 시료를 제외한

다른 미세화 원소를 첨가 했을 경우에도 초정 핵생성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결정립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6의 Zr 미세화 원소를 첨가한 쉘주형 시료의 평균

결정립 크기는 253.4 μm로 무첨가 시료의 평균 결정립 크기

는 132.7 μm 보다 더 조대한 결정립을 나타내었다. 냉각곡

선 측정결과, Zr 첨가한 쉘주형 시료의 경우 초정 α-Al 핵

생성 온도는 636.9oC로 무첨가 시료의 632.3oC 보다 높았음

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정립 측정결과는 더 조대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 첨가량을 달리한 다른 Zr 시료에서도 조대한 경향

을 나타내어, 본 합금의 Zr원소 영향에 대한 자세한 추가

연구 필요성을 느낀다. 

GRF가 상대적으로 큰 Ti 첨가원소의 경우 다른 비교원소

보다 미세화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성장억제 효과에 의

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냉각곡선 분석 결과 초정 α-Al 핵

생성 온도도 높기 때문에 효과적인 고상 핵생성과 후속적인

성장억제에 의한 복합적인 결정립 미세화 효과로 판단된다. 

실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Al-Ti와 Al-5Ti-1B 미세

화제의 경우, 불균질 핵생성에 의한 알루미늄 합금의 초정

α-Al결정 미세화와, GRF값이 큰 용질원소 편석에 의한 결정

성장 억제 효과를 복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산업체에서 널

Fig. 4. Change of nucleation temperature of α-Al crystal in cooling

curve with the addition amount of Ti refiner in steel mold

specimen.

Fig. 5. Microstructure of basic alloy by (a) optical microscope (b) SEM-EDX analysi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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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사용되고 있는 결정립 미세화제이다.

첨가 미세화제에 따른 초정 α-Al 미세화 효과는 Table 3

의 GRF값 자료와도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GRF값이

크고 냉각곡선 분석에서 초정 핵생성 온도가 높은 원소의 첨

가조건에서 미세화 효과가 가장 우수하였다.

3.3 미세화 원소 첨가에 따른 유동성 영향

초정 α-Al 미세화 원소 첨가에 따른 유동성 평가는 0.15

wt%Ti, 1.0wt%B, 0.01wt% TiB 첨가 조성과 비교를 위해

미세화제를 첨가하지 않은 시료의 유동성을 함께 평가하였다.

Fig. 8에 상기 미세화 원소 첨가에 따른 유동성 평가 결과

를 나타내었다. 초정 미세화 효과가 가장 큰 원소인 0.15

wt%Ti 첨가의 경우 충진 길이의 합이 549 mm로 유동성이

가장 높았으며, TiB와 B을 첨가한 미세화제 순서로 측정된

유동성 길이가 감소하였고 비교 합금인 미세화제 무첨가 시

료의 경우 468 mm로 유동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론적

으로 주조용 합금의 유동성은 주입된 용탕의 선단부에서 일

어나는 응고거동과 연관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조공정 중의

주입과정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초기 주입된 용탕의 선단

부는 부분적으로 응고가 진행된다고 설명한다. 용탕 선단부에

서 응고가 시작되어 초정 α-Al상이 정출되고 고상 분율이

임계값에 도달하는 시점에 수지상 결정들이 성장하여 서로

연결되는 망상형태를 형성하게 된다. 이 시점을 dendrite

coherency라 하며 수지상들의 망상형태에 의해서 용탕의 유

동은 정지하게 된다. 

초정 미세화용 원소 첨가에 의해 핵생성 온도가 증가하여

조기에 핵이 생성되지만 미세화 효과에 의해 결정크기가 작

아지므로 용탕의 유동이 정지되는 고상 임계분율은 증가하므

로 합금의 유동성은 증가하게 된다[15]. 

초정 α-Al 미세화 원소 첨가에 따른 유동성 평가 결과,

본 실험에서도 미세화 효과가 가장 큰 0.15wt%Ti 첨가한

시료(ICP분석에 의한 실제 Ti 함유량 0.10wt%에 해당)의

유동성이 가장 우수하였다.

Fig. 6. Microstructures showing the addition effect of grain refiner on grain size in (a) the shell mold (b) the steel mold specimens.

Fig. 7. Effect of grain refiner on grain size of the alloy.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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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미세화 원소 첨가에 따른 수축성 영향

용탕의 수축거동은 응고가 진행되는 부위로 용탕 보급의

용이성과 관계되는 미소공동과, 주입된 용탕의 전체 체적변화

와 관련되는 조대공동으로 구성되고 전체 수축율은 이들 2가

지 공동형성과 관련된 수축율의 합산으로 평가한다. 

본 실험에 사용된 Al-4wt%Mg-0.9wt%Si-0.3wt%Mn-0.15

wt%Fe 합금은 머쉬형 응고(mushy type solidification) 형태

를 나타내므로 응고진행에 따라 표피형 응고(skin type

solidification) 형태와는 다른 수축양상을 나타낸다. 응고진행

시 응고결정의 좁은 공간사이로 용탕 보급을 용이하게 하는

압력강하는 용탕보급로(flow channel)의 크기, 덴드라이트 가

지 간격(D.A.S), 용탕 점성, 응고속도, 응고 수축량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19]. 

용융금속의 응고 시 결정립 크기는 결정 사이의 공간이 용

탕보급(mass feeding & interdendritic feeding)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미소공동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Fig. 9에 초정 α-Al 미세화 원소 첨가에 따른 수축성 평

가 결과를 나타내었다. 

머쉬형 응고 합금의 응고과정에서 결정립 미세화 효과는

미세한 결정의 분포로 인해 용탕의 보급이 용이해 미소공동

형성과 관련된 수축량이 작다[20,21]. 또한, 응고 인근부로의

용탕보급으로 인해 응고 지연부인 압탕 혹은 주입구 인근의

주조품 내부에 기공들이 생성되면서 주조품 표면이 대기압력

에 견디지 못해 표면에서 함몰(sink)이 발생되는 조대공동에

의한 수축율은 결정립 미세화로 인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사

료된다.

초정 미세화 효과가 가장 큰 0.15wt%Ti 첨가 시료(ICP분

석에 의한 실제 Ti 함유량 0.10wt%에 해당)에서 미소 수축

공동이 0.95%, 조대 수축공동이 4.36%로 측정되었다. 따라

서 0.15wt%Ti 첨가의 경우 미세화 효과로 인한 미세 결정

분포로 미소 수축공동에 의한 수축은 감소한 반면, 함몰에

의한 조대 수축공동은 상대적으로 커진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전체 수축량은 미세화제 첨가와 상관없이 거의 일정

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주조용 Al-4wt%Mg-0.9wt%Si-0.3wt%Mn-0.15wt%Fe 기

본조성 합금을 대상으로 초정 α-Al 미세화를 위한 첨가원소

영향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초정 α-Al 미세화용 원소로 TiB, Ti, Zr, B을 첨가하

고 응고시의 냉각 곡선을 분석하여 결정립 미세화 효과를 분

석하였다. 0.15wt%Ti 첨가 시료(ICP분석에 의한 실제 Ti

함유량 0.10wt%에 해당)에서 가장 높은 초정 α-Al 핵생성

온도가 측정되어 미세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0.15wt%Ti 첨가의 경우, 쉘주형과 금형에서 측정된 냉각곡선

의 초정 핵생성 온도는 637.2oC와 636.6oC로 각각 측정되

었다.

2) 초정 α-Al 미세화용 원소로 TiB, Ti, Zr, B을 첨가한

경우, 첨가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초정 핵생성 온도는 상승

하고 결정립 크기는 감소하였다. 0.15wt%Ti 첨가 시료(ICP

분석에 의한 실제 Ti 함유량 0.10wt%에 해당)의 쉘주형과Fig. 9. Effect of grain refiner on shrinkage ratio of the alloy.

Fig. 8. Effect of grain refiner on fluidity length of the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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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주형에서 초정 α-Al 결정크기는 86.0 μm, 38.7 μm로

가장 미세한 결정립을 나타냈다.

3) 초정 α-Al 미세화 원소 첨가에 따른 유동성 영향을 실

험한 결과, 미세화 효과가 가장 큰 0.15wt%Ti 첨가 시료

(ICP분석에 의한 실제 Ti 함유량 0.10wt%에 해당)에서 용탕

의 전체 유동성 길이도 549 mm로 가장 우수 하였다.

4) 미세화 효과가 가장 큰 0.15wt%Ti 시료(ICP분석에 의

한 실제 Ti 함유량 0.10wt%에 해당)의 경우 미세 결정립의

형성으로 응고부로의 용탕 보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져 미소

수축공동율은 가장 적었으나, 주형내부에 기공들이 존재하면

서 주형표면이 많이 함몰되어 조대 수축공동율은 크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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