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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7000계 알루미늄 합금은 다른 Al 합금에 비해 강도가 우수하여 주목을 받고있으며, 7000계 알루미늄 빌렛은 일반적으로
Direct-Chill (DC) 주조 공정을 통해 제조된다. DC 주조 공정으로 제조된 알루미늄 빌렛의 표면 결함은 주로 Exudation과
Meniscus freezing 현상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합금 성분, 주조 속도 및 주조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7000계 알루미늄 합
금은 응고 과정에서 응고 온도 범위가 넓어 주조 결함이 발생하기 쉽다. 본 연구에서는 DC 주조 공정에 의해 제조된 Al-8Zn-

2Mg-2Cu 합금 빌렛에 대한 표면 결함 변화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빌렛의 표면은 "Wavy" 또는 "Dot" 표면으로 관찰되었다.

Wavy 표면은 낮은 주조 속도(200mm/min)와 온도(655℃)에서 Meniscus freezing 현상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Concave 영역에서
Meniscus freezing 현상으로 인한 조성작 과냉으로 인해 미세한 수지상 조직이 관찰되었다. 반면에, 주조 온도가 높은 조건(675℃
)에서는 Dot 표면이 기공 형성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높은 주조 속도(230mm/min)에서 제조된 Dot 표면을 갖는 빌렛에서는 높은
금속 수두압에 의해 Exudation 층이 형성되었다. Exudation 층의 Dot 영역과 Smooth 영역은 각각 미세한 수지상 형태와 주상정
형태의 조직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Dot 영역에서 가스 기공의 형성에 의한 결과이다.

핵심용어; Al-Zn-Mg-Cu 합금, 수직 연속주조, 표면 결함, 메니스커스 응고, 용출.

Abstract 

7000-series aluminum alloys are noted for their superior strength compared with other Al alloys, and their billets are generally
fabricated by direct-chill (DC) casting. Surface defects in a DC-cast aluminum billet are mainly related to exudation and the menis-
cus freezing phenomenon, which are influenced by alloy compositions, casting speed, and casting temperature. 7000-series alu-
minum alloys have a wide freezing range during solidification, which makes it easy for casting defects to occur.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surface defect evolution in casting billets of Al-8Zn-2Mg-2Cu alloy fabricated by a DC casting process. The billets
showed “wavy” or “dotted” surfaces. The wavy surface was formed by meniscus freezing at a lower casting speed (200 mm/min)
and temperature (655 oC). In the wavy surface, refined dendritic cells were observed in a concave region due to the constitutional
supercooling caused by meniscus freezing. Meanwhile, at a higher casting temperature (675 oC), the dotted surface was formed by
pore formation. In the dotted surfaces in the billet formed at a high casting speed (230 mm/min), an exudation layer was formed by
the high metallostatic head pressure. The dotted region and the smooth region had a refined dendritic morphology and a columnar
morphology at the exudation layer, respectively. This is attributed to the formation of gas pores in the dotted region.

Key words; Al-Zn-Mg-Cu alloy, Direct-Chill casting, Surface defect, Meniscus freezing and Exu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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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수송기기의 연비 향상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

해 경량 금속인 알루미늄 합금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1,2]. 기존의 수송기기 분야에 적용 중인 철강 소재를 알루

미늄 합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합금 중 고비강도

합금인 Al-Zn-Mg-Cu계 (7000계) 합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2,3]. 최근 Al-Zn-Mg-Cu계 합금을 열간 압출하고 시

효 경화를 통하여 강도를 향상시킨 제품이 일부 수송기기 부

품에 적용되고 있다 [1]. 한편, 압출 공정에 사용되는 중간재

인 빌렛의 품질은 압출성 및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4-7], 양질의 Al-Zn-Mg-Cu계 합금 빌렛 제조 개발

이 요구된다.

수직 연속주조 공정 (Direct-Chill casting, DC 주조)은

알루미늄 합금 빌렛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다 [4-7]. Fig. 1은 DC 주조 공정 중 하나인 Hot

Top 방식을 나타낸다. DC 주조 공정은 용탕이 주입된 후,

금형과 용탕이 닿으면서 1차 냉각 (primary cooling)이 일어

나며 표면에 얇은 solid shell이 생성된다. 그 후, 주조가 진

행됨에 따라 금형의 가장자리에서 분사되는 물을 통한 2차

냉각 (secondary cooling)으로 최종 응고가 완료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조된 빌렛의 품질은 표면 결함, 내부 결함 등

의 결함 여부로 평가한다. 표면 결함은 1차 냉각 시 형성된

다고 알려져 있으며, 표면 결함을 제어하여 표면 품질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안정적인 용탕 수위 조절, 1차 냉각 제어

등에 초점을 맞춘 DC 주조 공정 기술 개선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 [5-7].

DC 주조 빌렛의 표면 결함은 cold shut, bleeding, 소착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6-10], 이러한 결함들은 대개

exudation과 meniscus freezing 현상으로 인해 형성된다 [11,

12]. Exudation은 DC 주조 공정 중, 1차 냉각에서 금형에

용탕이 맞닿아 생성된 solid shell과 금형 사이에 응고 수축과

열응력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air gap과 관련이 있다 [5,7,8,

11,12]. Air gap의 존재에 의해 금형에 비해 열방출에 저항

이 생기게 되어, 주조 중 빌렛 중심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열

이 solid shell에 유지되면서 온도를 상승시켜 재 용해가 일

어날 수 있게 한다 [8,11]. 그 후, air gap 쪽으로 수지상정

간 액상 (interdendritic liquid)이 빌렛 내부에서 흘러 편석

과 함께 결함을 형성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 중 exudation

은 용질이 농축된 수지상정간 액상이 빌렛의 표면 쪽으로 흐

르는 현상이다 [8,13-15]. 일반적으로 주조 시, 수지상정간

액상의 유동은 응고 중 일어나는 응고 수축 (solidification

shrinkage)을 구동력으로써, 수축공 (shrinkage)을 보충하기

위해 일어난다 [13]. 그리고 DC 주조 공정에서는 금속 수두

압 (metallostatic head pressure)을 구동력으로 고액공존영역

(mushy zone)에서 수지상정간 액상의 유동이 가능하다

[5,8,13-15].

주조 공정 중 금형과 용탕의 사이에 존재하는 공기와 용탕

과의 경계인 meniscus [12]로 인해 표면 결함이 형성되는

것은 용탕이 과하게 냉각되어 meniscus가 응고되면서 형성된

다고 알려져 있으며 [6-8,11,12,16], 이때 meniscus는 그 형

상 그대로 곡률을 가지며 응고가 된다. 그 후, 그 위로 새로

운 용탕이 흘러 meniscus가 형성되고 다시 응고되는 형태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결함을 형성시키게 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크게 합금 성분, 주조 속도, 주조 온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 [8], 공정 조건의 제어가

요구된다. 특히 Al-Zn-Mg-Cu계 합금은 응고 시 응고 온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3], 여러 가지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정밀한 공정 조건 제어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전술한 바와 같이 DC 주조 시 표면 결함이 형성되는 원인

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Al-Zn-Mg-Cu계 합금

빌렛의 DC 주조 시 표면 결함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

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C 주조 공정으로 제조한 Al-Zn-

Mg-Cu계 합금 빌렛의 표면 결함에 미치는 주조 속도와 온

도의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각각의 공정 조건에서 제조

된 빌렛의 표면 형상을 확인하였고, 결함 부위의 빌렛 단면

과 표면의 미세조직을 분석하여 결함에 미치는 주조 속도와

온도의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결함 형성 기구에 대해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Al-8Zn-2Mg-2Cu (wt.%, nominal) 합금을

이용하였으며, Al-Zn-Mg-Cu계 합금의 주조 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인 열간 균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결정립 미세화제

(Al-5Ti-1B)를 0.03wt%Ti 농도로 첨가하여 미세한 등축정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2]. 일반적으로 7000계 알루미늄 합금의

결정립 미세화제로 알려진 Zr은 TiB의 결정립 미세화 효과

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2,17,18], Zr 원소는

합금원소에서 배제하였다.

양산 빌렛주조 공정으로 주로 사용 중인 Air-Slip 공법은

공기 가압에 의하여 주조 속도와 온도의 영향을 명확하게 파

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17] 본 연구에서는 Hot Top 방식의

DC 주조법으로 빌렛을 제조하였다. 전기 용해로를 사용하여

빌렛 한 개당 약 13kg의 Al-8Zn-2Mg-2Cu 모합금을 730oC

에서 완전히 용해한 후, 결정립 미세화제인 Al-5Ti-1B를 첨

가하였다. 그 후, Ar 가스 주입하에 10분간 교반하여 탈가스

처리를 하였다. DC 주조는 직경 50mm 금형에서 약 550

mm의 길이까지 진행하였으며, 주조 온도 측정을 위하여 Fig.

1과 같이 용탕 주입구의 중심에 열전대 (thermo-couple)를

설치하여 주조 과정 중의 용탕 온도를 측정하였다. 주조 조

건은 주조 온도와 속도를 변수로 하여 주조 속도 200 mm/

min에서는 주조 온도 655oC, 675oC에서 각각 주조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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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 온도 675oC에서는 추가적으로 주조 속도를 230 mm/

min로 증가시킨 조건으로 주조하여 비교하였다. 2차 냉각에

사용되는 물의 양과 온도는 각각 8L/min, 25oC로 모든 빌

렛주조에서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제조된 빌렛의 주조 조건

및 빌렛명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제조된 빌렛 중, 7K-2

빌렛을 기준으로 주조 온도와 주조 속도가 표면 결함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든 분석은 주조 빌렛

의 초기 50mm를 절단한 후 정상상태의 주조 공정 조건의

시편을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제조된 빌렛의 화학조성을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분석기

(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rometer,

ICP-OES, iCAP6500)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주조 속도와 온도의 차이에 따른 빌렛의 표면 형상을 관찰

하기 위하여, 디지털카메라 (CANON EOS 450D)와 주사전자

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JSM-6610LV)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주사전자현미경에 부착된 에너지

분산형 분광분석기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

를 이용하여 표면 미세조직에 대한 조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정 미세조직 인자에 대한 면적 분율은 ImageJ Software를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각 주조 조건에 대하여 종

단면의 미세조직 분석을 광학현미경 (optical microscope,

OM, NIKON ECLIPSE MA200)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

하여 수행하였다. 특정 표면 영역에서 관찰되는 subsurface와

상이한 형상의 미세조직 형성 원인을 전계방사 전자현미분석기

(field emission electron probe microanalyzer, FE-EPMA,

JXA-8530F)을 이용하여 표면으로부터 약 500μm 깊이까지의

조성 분포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3. 실험 결과

3.1 Al-8Zn-2Mg-2Cu 합금 빌렛의 표면 형상

각 주조 조건에 따라 제조된 Al-8Zn-2Mg-2Cu 빌렛의 표

면 형상을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a)는 상대적으로 낮

은 주조 속도 (200mm/min)와 낮은 주조 온도 (655oC)인

7K-1 빌렛의 표면 형상을 나타내며 밝은 선과 어두운 선이

주기적으로 반복된 표면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Fig. 2(b)에서

나타낸 7K-1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조 온도

(675oC)에서 제조된 빌렛인 7K-2 빌렛 표면에서는 일정한 규

칙성 없이 Dot와 같은 형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Fig. 2(c)에

와 같이 높은 주조 속도 (230mm/min)와 주조 온도 (675oC)

에서 제조된 7K-3 빌렛의 표면 형상은 7K-2 빌렛 (Fig.

2(b))와 같은 Dot 형상으로 관찰되었다.

Fig. 3(a)는 7K-1 빌렛 표면 형상을 확대 관찰한 결과로,

Fig. 2(a)에서 관찰된 밝은 선과 어두운 선은 각각 표면으로

부터 볼록 (bulge)하거나 오목한 (concave) 형상을 가지면서

형성되었으며, 편의상 이러한 표면 형상을 Wavy 표면이라

명명하였다. Wavy 표면이 형성되는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조 온도가 높은 조건 하에 제조된 빌렛 표면은 Fig. 3(b)

와 같이 표면으로부터 돌출되어 원형에 가까운 형태인 Dot

형상을 나타내었다. Dot의 직경은 30-300μm로 다양한 크기

를 가지며, 분포의 규칙성이 없었다. 이러한 특성의 표면을

편의상 Dot 표면이라고 명명하였다.

3.2 단면 미세조직

표면 형상에 대한 단면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하여 주조

방향과 평행한 종단면에 대하여 미세조직 분석을 진행하였다.

Wavy 표면에 대한 단면 미세조직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

다. Fig. 4(b)의 Concave 영역의 표면부에서는 subsurface의

조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세한 수지상 간격 (dendrite

Table 1. Direct-Chill casting conditions of different samples.

Sample

Casting condition

Casting speed
 (mm/min)

Casting 
temperature

 (oC)

Water flow 
(L/min)

Water 
temperature

 (oC)

7K-1 200 655 (±5) 8.5 25

7K-2 200 675 (±5) 8.5 25

7K-3 230 675 (±5) 8.5 25

Fig. 1. Schematic of “Hot Top” casting configuration for DC casting.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Al-8Zn-2Mg-2Cu billets fabricated by Direct-Chill casting.

wt% Zn Mg Cu Fe Si Ti Zr Al

ICP 7.48 2.67 1.99 0.17 0.04 0.03 - 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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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 spacing, DAS)를 갖는 dendritic cell이 관찰되었다. 그

러나 Fig. 4(c)에서와 같이 Bulge 영역의 표면부 미세조직은

subsurface의 조직과 큰 차이가 없었다.

Wavy 표면이 형성된 주조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조 온도 조건 (7K-2)에서 형성된 Dot 표면의 단면 미세조

직을 Fig. 5에 나타내었다. 표면으로부터 돌출된 영역인 Dot

영역이 관찰되었으며 (Fig. 5(b)), 상대적으로 평탄한 영역도

관찰되었다 (Fig. 5(c)). Dot 영역의 미세조직은 subsurface

의 조직과 큰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돌출된 영역에는

기공이 형성되어 있었다.

Fig. 6은 Fig. 5와 같은 Dot 표면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주조 속도 조건 (7K-3)에서 형성된 Dot 표면의 단면 미세조

직이다. Fig. 5와 마찬가지로 Dot 영역과 평탄한 영역이 관

찰되었으며, Dot 영역에서는 기공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

나, 상대적으로 높은 주조 속도 조건으로 제조된 빌렛의

Dot 표면에서는 낮은 주조 속도 조건의 Dot 표면과는 달리

subsurface와 상이한 미세조직이 관찰되었으며, Dot 영역은

subsurface의 조직보다 상대적으로 조밀한 수지상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Fig. 6(b)). Fig. 6(c)에 나타낸 평탄한 영

역의 경우 표면으로부터 약 100μm의 두께에서 columnar

형태의 수지상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Fig. 2. Surface morphology of Al-8Zn-2Mg-2Cu billets fabricated by the conditions of (a) 7K-1, (b) 7K-2 and (c) 7K-3.

Fig. 3. Macro surface pictures showing (a) Wavy surface and (b) Dot surface. 

Fig. 4. Microstructures of Wavy surface (7K-1): (a) microstructure

according to surface morphology of cross-section (b)

microstructure of Concave region and (c) microstructure of

Bulg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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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icrostructures of Dot surface (7K-2) : (a) microstructure

according to surface morphology of cross-section (b)

microstructure of Dot region and (c) microstructure of

Smooth region.

Fig. 6. Microstructures of Dot surface (7K-3) : (a) microstructure

according to surface morphology of cross-section (b)

microstructure of Dot region and (c) microstructure of

Smooth region.

Fig. 7. EPMA element mapping images of the Concave region on Wavy surface of billet fabricated by the condition of 7K-1 : (a) Zn mapping,

(b) Mg mapping, (c) Cu mapping and (d) Ti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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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단면 미세조직 조성 분석

Fig. 7은 Wavy 표면의 Concave 영역의 수지상 조직의

EPMA 성분 분석 결과이다. Fig. 7(a)-(c)는 각각 Al-Zn-

Mg-Cu계 합금의 주요 용질 원소인 Zn, Mg, Cu의 성분

mapping 결과이다. Ti의 mapping 결과는 Fig. 7(d)에 나타

내었는데, Ti-rich 영역은 subsurface 영역에서만 관찰되고

표면부 미세수지상 조직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 8은 표

면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각 합금 원소의 평균조성을 나타내

는 그래프이다. Zn, Mg, Cu 원소는 표면에 가까울수록 상

대적으로 높은 조성분율을 나타내었으며 (Fig. 8(a)), Ti 원

Fig. 8. Composition profiles of Concave region on Wavy surface of billet fabricated by the condition of 7K-1 through EPMA mapping analysis :

(a) Zn, Mg and Cu and (b) Ti.

Fig. 9. EPMA element mapping images of Dot surface of billet fabricated by the condition of 7K-2 : (a) Zn mapping, (b) Mg mapping, (c) Cu

mapping and (d) Ti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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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반대로 표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조성

분율을 나타내었다 (Fig. 8(b)).

Wavy 표면이 형성되는 조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조 온

도 조건에서 형성된 Dot 표면 (7K-2)에 대한 조성 분석 결

과 중 Fig. 9(d)의 Ti 결과를 보면, 측정한 전 영역에 대하

여 Ti-rich 영역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측정

한 결과를 표면부터의 거리에 대한 조성의 평균을 내어 나타

낸 Fig. 10을 보면, 측정한 Zn, Mg, Cu, Ti의 조성이 표면

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분포해 있었다.

분석한 Dot 표면 중, 상대적으로 높은 주조 속도 조건에

Fig. 10. Composition profiles of Dot surface of billet fabricated by the condition of 7K-2 through EPMA mapping analysis : (a) Zn, Mg and Cu

and (b) Ti.

Fig. 11. EPMA element mapping images of Dot surface of billet fabricated by the condition of 7K-3 : (a) Zn mapping, (b) Mg mapping, (c) Cu

mapping and (d) Ti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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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형성된 Dot 표면 (7K-3)에 대한 조성 분석 결과는 Fig.

11에 나타내었다. Fig. 11(a)-(c)는 각각 Zn, Mg, Cu의 분

석 결과이다. 약 100μm의 거리를 갖는 조직은 subsurface의

조성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Fig. 11(d)를 보면 그

영역에 대하여 Ti-rich 영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를 Fig. 12에 표면부터의 거리에 대한 조성의 평균을 내어

나타내었다. Fig. 12(a)는 Zn, Mg, Cu의 결과로써, 표면으

로부터 약 100μm의 거리까지 조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와 반대로 Ti의 결과를 나타내는 Fig. 12(b)는 조성이 표

면으로부터 약 100μm 거리까지 조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Fig. 12. Composition profiles of Dot surface of billet fabricated by the condition of 7K-3 through EPMA mapping analysis : (a) Zn, Mg and Cu

and (b) Ti.

Fig. 13. SEM images and EDS mapping analysis of Wavy surface (7K-1): (a) Bulge region and (b) Concav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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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표면 미세조직

단면 미세조직과 표면 미세조직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표면 미세조직을 분석하였다. Wavy 표면 (7K-1)의 미세조직

에서 Bulge 영역과 Concave 영역을 나누어 각각 분석한 결

과를 Fig. 13(a)와 (b)에 나타내었다. 두 영역 모두 상대적으

로 어두운 영역 (A)는 용질 원소 분율이 낮고, 그 사이의

층상 조직 (B)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용질 원소 분율이 높은

조직의 면적 분율은 Concave 영역에서는 약 45% 정도로서

(Fig. 13(b)) Bulge 영역의 고용질 조직의 면적 분율 (약

25%)에 비하여 높았다 (Fig. 13(a)). 

높은 주조 온도 조건인 675oC에서 형성된 Dot 표면 (7K-

2)의 표면 미세조직은 Fig. 14(a)에 나타내었다. Dot 표면에

서는 앞서 단면 미세조직을 관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Dot

영역과 평탄한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었다. Wavy 표면과 마

찬가지로 두 영역 모두 상대적으로 어두운 영역 (A)는 용질

원소 분율이 낮고, 그 사이의 층상 조직 (B)에서는 높게 나

타났다. 용질 원소 분율이 높은 조직을 나타내는 층상 조직

은 Dot 영역에서의 면적 분율은 약 15%로 평탄한 영역 (약

40%)보다 작았다.

같은 Dot 표면이지만 상대적으로 주조 속도가 높은 230

mm/min 주조 속도 조건에서 형성된 Dot 표면 (7K-3)에 대

한 표면 미세조직의 결과는 Fig. 14(b)에 나타내었으며, Fig.

14(a)의 낮은 주조 속도 (200 mm/min)로 제조된 빌렛의 표

면 미세조직과 차이가 없었다. 

4. 고 찰

4.1 표면 결함에 미치는 주조 온도의 영향

200mm/min의 주조 속도 조건에서 주조 온도를 달리한 경

우, 655oC 주조 온도에서는 Wavy 표면이, 675oC 주조 온

도에서는 Dot 표면이 관찰되었다.

Wavy 표면은 lapping, cold shut, oscillation mark 등

다양한 이름의 결함으로 불리는데, 이는 결함이 형성되는 이

유가 meniscus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8,12]. Wavy 표면

형성 기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조 속도 또는 주조 온도 조

건에서, meniscus freezing 현상으로 인한 주기적인 응고 과

정의 반복으로 인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6-8,11,12,16].

이렇게 형성된 Wavy 표면의 Concave 영역에서는 Ti 성

분이 subsurface에 비해 적게 관찰되었다 (Fig. 7, 8). 응고

가 가장 먼저 발생하는 금형에 가까운 표면부에 Ti가 상대적

Fig. 14. SEM images and EDS mapping analysis of Dot surface: (a) 7K-2 and (b) 7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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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은 이유는 TiB2 또는 Al3Ti 형태로 Ti 원소가 α-Al

을 생성시키는데 [18] 소모된 후의 용탕이 표면부로 흘러 응

고되었기 때문이다. α-Al을 생성시켜 응고가 진행이 되었다

면, 용질 재분배에 의해 용탕 내에 주 합금 성분인 Zn,

Mg, Cu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을 것이다. 조성이 높아

짐에 따라 액상의 평형 응고 온도에 영향을 주고 상대적으로

용탕이 과냉 상태가 된다. 이러한 과냉 상태의 용탕이

meniscus freezing 현상 이후, 표면으로 흘러 응고가 되어

상대적으로 미세한 수지상 간격을 갖는 미세조직이 형성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Fig. 13에 나타낸 Wavy 표면의 표면 미세조직과 비교하였

을 때, 상대적으로 용질 원소의 분율이 낮은 조직의 면적 분

율이 Bulge 영역보다 Concave 영역에서 작은 것은 그 영역

에 상대적으로 높은 조성의 액상이 표면으로 흘러 응고가 된

것과 같은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조 온도의 조건에서는 meniscus freezing

현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2], 이러한 이유

로 높은 주조 온도 조건에서 제조된 빌렛의 표면은 굴곡 형

상의 Wavy 표면이 아닌 Dot 표면이 형성되었다.

4.2 표면 결함에 미치는 주조 속도의 영향

Dot 표면의 형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주조 속도 차이에

따른 표면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조 속도 조건과 관계없이

Dot 표면의 단면 미세조직에서 Dot 영역에는 기공이 형성되

어 있었다. Al 합금 주조 시, 형성되는 기공에는 크게 수축

공 (shrinkage), 가스 기공 (gas pore)와 이들의 혼합 기공

이 존재한다. 수축공의 경우 액상이 고상으로 응고 중 밀도

차이로 인해 형성되는 부피가 감소하는 현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표면에 돌출되는 Dot와 같은 형상을 형성시키는 어

렵다. Campbell에 의하면 [19] 가스 기공의 핵 생성 시 액

상을 밀어내기 위한 일이 필요하므로 표면부에 형성된 가스

기공에 의하여 응고 표면으로 합금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했

고, 그로 인해 표면에서 원형에 가까운 돌출된 Dot가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주조 속도 차이에 의해 표면 결함의 차이는 관찰이 되지

않았으나 주조 속도에 따라 단면 미세조직에서는 차이가 관

찰되었다. 낮은 주조 속도 조건에서 형성된 Dot 표면 (7K-

2)의 단면 미세조직은 표면과 subsurface의 조직 특성의 큰

차이가 없는 것과 달리 높은 주조 속도 조건에서 형성된

Dot 표면 (7K-3)의 단면 미세조직은 표면으로부터 약

100µm 거리까지 subsurface와 상이한 조직이 관찰되었으며,

그 범위까지 측정한 원소들의 조성이 subsurface에 비해 높

게 측정되었다. Fig. 6(c)에 나타낸 평탄한 영역에서 표면으

로부터 약 100µm 거리까지 형성된 성분이 높게 측정된 조

직은 exudation layer (inverse segregation, 역편석)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4,15], exudation 현상의 구동력인 금속 수

두압은 식 1을 통해 설명된다 [5,8,13-15]. 

 (1)

여기서 ρ는 합금의 밀도, g는 중력, h는 용탕 주입구로부터

용탕의 높이를 나타낸다. 주조 속도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인자는 용탕의 높이이며, 금형 안쪽의 용탕의 깊이 (liquid

pool)는 주조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깊어진다 [5]. 높은

주조 속도 조건에서는 exudation의 구동력인 금속 수두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표면부에 exudation layer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Dot 영역에서는 평탄한 영역의 columnar 형태의 수지상

조직과 달리 조밀한 수지상 형태의 조직이 표면으로부터 약

100μm 두께까지 형성되어 있었다. Dot의 형성은 가스 기공

과 관련이 있으며, 가스 기공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액상 안

에 과포화된 용존 가스가 고액공존영역 (mushy zone)에서

응고 중 고/액 계면에서 거품 (bubble)이 먼저 형성된다. 거

품은 dendrite 전방이나 사이에서 성장함에 따라 압력이 증

가하고, dendrite의 형상을 변형시킨다 [20]. 이에 따라 Dot

영역의 표면부 단면 미세조직 형상이 일정한 방향을 갖고 성

장하지 않고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Dot 표면의 표면 미세조직은 Fig. 14를 보았을 때, 주조

속도의 차이와 무관하게 관찰되었고 Dot 영역이 평탄한 영역

보다 용질 원소 분율이 낮은 조직의 면적 분율이 컸다. Z.

Gao 등은 고액공존영역에서 가스 기공이 형성됨에 따라, 용

질이 높은 액상들을 고액공존영역에서 용탕으로 짜내고 그로

인해 역편석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했다 [21]. 따라서 Dot 영

역에서 평탄한 영역보다 용질 원소 분율이 낮은 조직의 면적

분율이 큰 이유는 exudation으로 인해 표면으로 흘러나오는

잔류 액상이 가스 기공에 의해 상대적으로 Dot 영역으로 흐

르지 못한 결과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DC 주조 공정으로 제조한 Al-8Zn-2Mg-

2Cu 합금 빌렛의 표면 결함에 미치는 주조 온도와 주조 속

도의 영향에 대하여 표면 형상, 단면 미세조직, 표면 미세조

직의 결과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고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Wavy 표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주조 온도의 조건에서

meniscus freezing 현상으로 인해 시작된 주기적은 응고 과

정에 의해 형성되었다. 높은 주조 온도 조건에서는 meniscus

freezing 현상을 억제하여 굴곡이 없는 평탄한 표면인 Dot

표면이 형성되었다.

2) Wavy 표면의 Concave 영역 표면부 단면 미세조직에는

미세한 수지상 간격을 갖는 조직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응고

가 진행된 후 상대적으로 높은 용질을 갖는 용탕이 조성적

과냉 상태로 표면으로 흘러 응고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판단

된다.

PΔ ρgh=



수직 연속주조 공정으로 제조된 Al-8Zn-2Mg-2Cu 빌렛의 표면 결함 형성에 미치는 주조 온도와 주조 속도의 영향 − 251 −

3) 높은 주조 온도 조건에서 meniscus freezing 현상이

감소되면서 굴곡은 없지만 Dot 표면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Dot 표면은 가스 기공의 형성으로 인해 표면에 Dot의 형상

으로 돌출되어 형성되었다. 가스 기공은 표면으로 잔류 액상

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며, 그로 인해 표면 미세조

직에서 Dot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용질 원소 분율의 조

직이 차지하는 면적 분율이 컸다.

4) 같은 형상의 Dot 표면이라도 주조 속도에 따라 단면 미

세조직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는 exudation의 구동력인 금속

수두압의 주요 인자인 용탕의 높이가 주조 속도에 영향을 받

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높은 주조 속도 조건하에 exudation

layer가 명확히 관찰되었다. Dot 영역에서 exudation layer가

columnar 형태의 수지상으로 성장하지 않고 조밀한 수지상

형상을 갖는 이유는 가스 기공의 형성을 위한 거품에 의해

dendrite의 형상이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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