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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유가의 상승과 함께 자동차와 선박의 엔진은 엔진고유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경량화를 위한 재료의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

다. 그 중에서 엔진의 피스톤을 경량화 하기 위해 알류미늄의 함금에 의한 금형주조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 잘 알려진 AC8A  

알류미늄 합금은 내열성, 내마모성 및 고온강도의 특성이 있으므로 피스톤금형 주조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AC8A 합금은 열

팽창계수의 감소와 경량화를 위해 다량의 규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고온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구리,니켈 및 망간 등을 함유하고 있

다. 그리고 인공시효에 의한 내마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마그네슘 및 구리 등을 첨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 유가의 상승과 함께 

저질유의 연료를 사용함에 따라 피스톤의 내식성 또한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C6A 알류미늄합

금의 경도특성과 내식특성에 미치는 열처리효과에 대한 연구를 전기화학적인 측면에서 비교 고찰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열처리에 

의한 내마모 및 내식특성의 개선을 위한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리라 기대된다.

2. 실험방법 및 시험편제작

 실험에 사용한 시험편은  금형 주조한 AC8A 알류미늄 함금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시험편을 510OC에서 4시간 유지한 후 급냉에 

의한 용체화 처리를 실시한 후에 190OC에서 2,4,6,8 및 12시간씩 각각 유지한 후에 급냉에 의한 뜨임을 실시 하였다.이들 시험편을 

에칭에 의한 조직관찰과 경도측정 및 전기화학적 분극실험 등을 통한  내식성 평가를 실시하였다.즉 전기화학적 실험은 , 음극분극

곡선측정 임피던스, 사이클릭 볼타모그램 및 영상현미경에 의한 표면관찰, 등을 실시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1은 AC8A 알루미늄합금 주조재의 열처리에 의한 경도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용체화처리를 함에 따라 경도는 저하 하였으나, 뜨

임 처리에 의해서 경도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190℃에서 2시간, 4시간, 8시간을 유지할 경우, 유지시간의 증가

에 따라 경도는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8시간 유지하였을 경우 가장 높은 경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12시간 유지하였을 경

우 경도는 다시 저하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의 결과 경도가 

상승함에 따라 내식성은 역으로 저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4. 결론

1. AC8A알루미늄 합금 주조재를 용체화 처리를 하였을 경우 경도는 저

하하였으며, 뜨임처리에 의해서 경도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실험의 결과 뜨임처리의 경우 8시간 유지하였을 경

우 가장 높은 경도를 나타내었으며, 12시간 유지하였을 경우 경도는 

다시 하강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2. 열처리에서 경도가 상승할 경우 내식성은 오히려 저하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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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Variation of Vickers hardness with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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