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62 − 한국주조공학회지 제34권 제5호 (2014. 10)

AC2B 알루미늄 주조합금의 응고균열 강도에 미치는
금형 예열온도의 영향

김헌주 †

부경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Effect of Mold Preheat Temperature on Solidification Crack Strength of 
AC2B Aluminum Alloy

Heon-Joo Kim
†

Dept of Metallurgical Eng., Pukyong National Univ., Busan 608-739, Korea

Abstract

The effect of the mold preheat temperature on the solidification crack strength was investigated in AC2B aluminum alloy. A ten-
sion type apparatus as part of a solidification crack test which could measure the stress-strain relationship quantitatively was uti-
lized. The evaluation of the solidification crack strength with varying mold preheat temperatures was performed by the test
procedure established in this research. When the mold preheat temperatures were 250oC, 150oC and 50oC, the solidification crack
strengths were found to be 7.8 Kgf/cm2, 12.9 Kgf/cm2 and 28.6 Kgf/cm2, respectively. In the same way, when the mold preheat tem-
peratures were 250oC, 150oC and 50oC, the corresponding temperatures of the failure sites were 610oC, 600oC and 571oC, and the
calculated solid fractions were 14.0%, 29.3% and 50.8% when the specimens failed, respectively. The solidification crack strength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solid fraction of the failure site.

The solidification crack strength obtained in this test is assumed to reflect the effects of metallurgical factors on the thermo-plas-
tic characteristics of a solidifying alloy such as the grain size of the solid, the grain morphology, and the distribution of solid g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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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협약 등 전 세

계적인 환경보호 노력과 국제적인 규제를 앞두고, 운송기기분

야에서도 새로운 경량재료개발과 경량재료 부품의 적용확대로

연비향상과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이 가중되고 있다[1-4]. 

자동차 산업계에서도 기존 중량재료로 구성된 엔진, 샷시

부품들을 주조방법에 의한 알루미늄 경량소재 부품으로 대체

하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발하다. 이와 같이 주조방법에

의해 경량소재의 부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부품 요구특성

에 적합한 소재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합금의 주조성을 보완

하고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주조용 합금으로

요구되는 주요 특성 및 평가항목으로 수축특성, 유동성, 응고

균열 민감성이 거론된다. 특히,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금형주

조와 고압금형주조법(HPDC)으로 개발할 때에는 사용합금의

응고균열 특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Al-Mg계, Al-Cu-Si

계 합금에서 응고균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5].

주조성 평가방법의 일환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응

고균열 평가방법은 일명 열간균열 시험법(Hot Tearing Test)

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험방법과 장치/금형이 간단한 CRC몰

드[6]에 의해 평가하는 상대적이고 정성적 방법이 많이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비교대상 합금들의 응고균열

Received: Jul. 23, 2014 ; Revised: Oct. 15, 2014 ; Accepted: Oct. 17, 2014
†Corresponding author: Heon-Joo Kim (Pukyong National Univ.)
Tel: +82-51-629-6347, Fax: +82-51-629-6339
E-mail: metjoo@pknu.ac.kr

Journal of Korea Foundry Society
2014. Vol. 34 No. 5, pp. 162~169
http://dx.doi.org/10.7777/jkfs.2014.34.5.162
ISSN 1598-706X

© Korea Foundry Societ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4)



AC2B 알루미늄 주조합금의 응고균열 강도에 미치는 금형 예열온도의 영향 − 163 −

민감성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실제 제품개발 과정에

서 사용합금의 응고균열 특성에 의한 문제점을 예측, 제어하

기 위해 응고과정에서 야기된 열소성 거동의 한계응력에 대

한 정량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

사용합금의 응고균열은 응고 중 발생되는 수축성 열응력에

의해 발생되며, 이 열응력은 응고속도, 금형예열온도 등의 주

조조건[7,8]과 제품의 형상, 금형에 의한 구속정도[9]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응고균열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자료의 필

요성은 복잡한 형상의 주조품 개발과 급속냉각 기술적용의 경

우에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그러나, 실제 제품개발 과정에서

사용합금의 응고균열 특성에 의한 문제점을 예측, 제어하기 위

해 필요한 응고균열 강도에 대한 정량적인 자료가 전무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C2B 합금을 대상으로 금형예열온

도가 응고균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장형 응고균열 실험을 행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인장형 응고균열 강도평가 장치제작

알루미늄 합금의 응고도중인 열간상태에서 내균열특성인 응

고균열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S. Instone 등의 연구

자들에 의해 H형상의 인장형 응고균열 평가 장치[10]가 고

안되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응고균열 평가 장치는 선행연구

를 통해 자체 개발한 응고균열 장치이며, 기본 구성은 Fig.

1과 같다[11].

Fig. 2에 나타낸 H형 응고균열 시험편은 금형의 한쪽 부분

에 볼트를 미리 장착시킨 후, 용탕을 주입시키고 일정량 응고

가 진행된 시험조건의 온도에서 시험편과 일체화가 된 볼트를

시험조건의 변형속도로 인장시켰다. 인장력은 0.75 KW 용량

의 전기모터를 회전시키고 감속기어를 통해 인장력으로 변환

시켰다. 응고균열 시험편에 가해지는 실시간 응력과 변형량을

측정하기 위해 로드쉘(용량 150 Kgf)과 LVDT를 장착시켰다.

이와 같이 실시간으로 측정된 응력과 변형량은 데이터 로그

를 통해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내었다. 

2.2 시료제조

실험에 사용된 합금은 상용 AC2B 알루미늄합금으로 기본

잉고트의 조성은 Table 1과 같다. 용해 작업은 60호 흑연도

가니를 사용하여 전기로에서 행하였으며 용해온도는 750oC로

하였다. 결정립미세화를 위한 목적으로 Al-5wt%Ti-1wt%B를

100ppm첨가하고, 질소가스로 30분간 G.B.F (Gas Bubbling

Filtration) 탈가스 처리하였으며 탈가스 후 용탕진정을 위해

20분간 유지시켰다. 용탕내 가스농도 측정은 감압응고장치를

이용한 밀도 측정법인 D.I (Density Index)법[12]을 적용하

였고 목표 D.I값은 0.3이하로 설정하였다. 용탕처리가 완료된

주입온도 710oC의 AC2B 조성의 용탕을 응고균열용 시험편

금형에 주입하였다. 

2.3 냉각곡선 측정 및 조직관찰 

금형 예열온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H형 응

고균열용 금형 예열온도를 50oC, 150oC, 250oC로 변화시키

고, Fig. 2에 나타낸 것처럼 일정 부위에 냉각곡선 측정을

위한 열전대를 장착하였다. 냉각곡선 측정은 금형에 주입온도

710oC 용탕을 주입하고, 금형에서 정해진 일정 부위에 직경

Fig. 1. Constituents of Solidification Crack Test Apparatus. Fig. 2. Specimen for Solidification Crack Test.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AC2B Alloy Used (Wt.%).

Cu Fe Si Mn Mg Zn Ti Cr Ni Pb Sn Sr Al

2.87 0.11 5.61 0.03 0.26 0.01 0.04 0.00 0.01 0.00 0.00 0.02 Rem.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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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mm K-Type CA 열전대를 장착하여 냉각시 응고균열용

시험편의 중심부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온도로부터

냉각곡선을 구성하여 초정 및 공정온도를 결정하였으며, 응고

구간에서의 냉각속도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 시험편 냉각시의

응고거동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Fig. 3에 각 금형 예열온도에

서 열전대 위치(T/C1, T/C2,T/C3,T/C4)별로 측정된 냉각곡

선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AC2B 알루미늄합금을 예열온도 50oC,

150oC, 250oC로 유지시킨 H형 응고균열용 금형에 주입한

시험편으로부터 광학현미경으로 덴드라이트 조직을 측정하여

SDAS (Secondary Dendrite Arm Spacing)를 평가하였다.

광학현미경 조직은 냉각곡선을 측정한 시험편을 절단한 후,

각 시료의 열전대 지점(hot junction) 근접 조직을 100배 배

율로 관찰하였다. 

SDAS측정은 Image Pro® 4.1 화상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으며, 각 시료 당 다섯부위를 측정 후 산술평균하여 나타내

었다. 

2.4 응고해석 및 고상율 계산

금형내부 응고균열 측정용 시험편에 충진된 용탕이 응고도

중 가해지는 인장력에 의해 실제 응고균열이 일어나는 지점의

온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컴퓨터 주조해석용 AnyCasting® 프

로그램으로 응고해석을 실시하였으며, 해석조건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컴퓨터 응고해석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

험편의 열전대 위치에서 실제 측정된 냉각곡선의 응고속도와

동일지점의 컴퓨터 응고해석으로 계산된 응고속도를 비교하였

다. 응고해석에서는 실제 열전대 설치위치와 동일한 지점의

온도변화뿐 아니라 실제 파단위치의 응고구간 온도변화를 예

측하기 위해 1 mm 간격으로 가상의 열전대를 설치하여 실제

파단위치의 응고구간 온도변화가 예측되도록 하였다. 

응고균열 시험편의 실제 파단위치에 해당하는 온도는 응고

해석 결과로부터 추정하였으며, 파단위치에서 응고중 고상율

을 계산하기 위해 ThermoCalc® 해석프로그램을 사용하여

Scheil 응고조건을 적용하였다[13].

2.5 인장형 응고균열 강도평가 실험

응고균열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응고균열 시험은 Fig. 2에

나타낸 것처럼 H형상의 시험편 중앙위치에 주입구겸 압탕역

할을 하는 금형에 용탕을 주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응고균열이 발생하는 국부적 지점에서 주조품의 형상과 주

형과의 관계로부터 균열발생부 인근에 구속부가 형성되고, 이

어서 구속부와 인근 금속의 응고에 수반된 수축응력이 작용하

면 상대적으로 응고가 늦은 열점(hot spot)부위에 응력이 집

중된다. 이때 열간균열 발생부위는 구속부 사이의 열점에 해

당하고 열간균열 발생부에는 인장응력이 작용된다. 시험편에

Fig. 3. Comparison of Cooling Curves Measured from Different Locations.

Table 2. Simulation Conditions for Computer Solidification Analysis.

CAD S/W CATIA V5R14

Simulation S/W AnyCasting V6.0

S
im

u
la

ti
o
n
 c

o
n
d
it

io
n

Parameter Value

Mesh 5,023,180 (EA)

Casting

Alloy AC2B

Pouring Temperature 710oC

Pouring time 4sec

Mold

Material SKD61

Mold Temperature 50oC, 150oC, 250oC

Table 3. Experimental Conditions for Solidification Crack Test.

H
o
t 
T

ea
ri

n
g
 T

es
t 
co

n
d
it

io
n

Parameter Value

Casting

Alloy AC2B

Pouring Temperature 710oC

Pouring time 4sec

Holding time 4sec

Mold

Material SKD61

Mold Temperature 50oC, 150oC, 250oC

Displacement rate 60 m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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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변형을 가하기 위해, 주조기에 장착된 응고균열 시험용

금형에 미리 볼트를 장착시키고 각각 50oC, 150oC, 250oC

예열온도로 유지된 금형에 용탕을 주입하였다. 일정량 응고가

진행된 시험편을 대상으로 일정 시점에서 시험편과 일체화가

된 볼트를 시험조건의 변형속도로 인장시켜 응고균열을 유도

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응고균열 실험조건을 Table 3에 나타내

었다. 응고균열 평가 장치의 로드쉘(용량 150 Kgf)과 LVDT

를 통해 시험편에 가해지는 실시간 응력과 변위량을 측정하고

이를 조합한 응력/변형곡선 결과로부터 시험재료의 응고균열

강도특성을 평가하였다. 

3. 실험 결과

3.1 인장형 응고균열 강도 평가

응고 진행 상태에서 응고균열 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자체 개발한 응고균열 장치를 사용하였

다[11].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응고균열 강도 평가실험에서 파

단위치의 온도변화를 통해 고상/액상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

예비실험에서 4군데의 일정 위치에 설치한 열전대에 의해 응

고구간에서의 실제 온도변화를 우선 측정하여 Fig. 3에 나타

내었다. 측정된 온도값을 컴퓨터 응고해석에 의한 동일 지점

응고구간에서의 온도변화와 비교하였다. 

응고균열 장치에서 응고과정에 있는 용탕에 하중을 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최대응력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 경과에 따

른 파단지점의 온도변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금형예열온

도가 낮아 소요시간 경과에 따라 온도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

되었던 50oC 금형 예열온도 조건에서의 온도변화가 28oC였

으며, 250oC 금형 예열온도의 경우에는 온도변화가 7oC,

250oC 금형 예열온도의 경우에는 온도변화가 2oC로 예측되었

다. Fig. 4의 결과로부터 응고과정에 있는 용탕에 하중 시작

부터 최대응력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경과에 따른 파단지점

의 온도변화가 커지 않아, 시험편 파단시의 고상율은 파단시

점의 파단지점 온도로부터 계산하였다.

응고해석에 의한 파단지점의 온도변화 추정 유효성을 판단

하기 위해서는 파단지점의 실제 온도변화를 측정해야하나, 파

단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차선책으로 특정 T/C1,

T/C2, T/C3, T/C4의 4군데 위치에서 측정된 열분석 곡선들

과 Table 2의 해석조건으로 동일 지점의 컴퓨터 응고해석에

의한 열분석 결과 중 응고구간(초정정출 - 공정응고 완료)에

서의 냉각속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하였다. 

Fig. 5에 실제 열전대로부터 측정된 시험편 각 부분의 냉

각속도와 컴퓨터 응고해석에 의해 동일지점에서 예측된 냉각

속도변화를 표시하였다. 금형예열온도가 50oC인 경우 실제

측정치와 예측된 냉각속도 차이가 약 1.58oC/s로 다소 크게

발생하였으나, 실제 주조조건에서 많이 사용되는 200oC 부근

Fig. 4. Comparison of Specimen Temperature Changes at Failure Site from Initial Loading to Max. Load Times.

Fig. 5. Variation of Cooling Rate with the Change of Mold Prehea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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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형 예열온도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시험편의 열분

석은 상기 4군데 위치에서만 측정되었으므로, 실제 실험에서

파단위치의 고상/액상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편

파단지점의 온도를 컴퓨터 응고해석의 온도 계산결과로 대체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응고균열 발생 기준을 정의하는 학설로는 임계변형율 이론

[14,15], 임계응력 이론[16], 임계변형속도 이론[17], 응고중

보급되는 액상금속의 압력감소에 의한 액압 감소(liquid

pressure drop) 이론[18,19] 등이 제안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장형 시험에서 측정되는 응력-변형곡선의

최대하중 도달시점에서 불안정한 균열이 발생되는 임계점으로

인식하고 해당 응력과 변형율을 기록하였다.

Fig. 6은 금형 예열온도를 50oC, 150oC, 250oC로 변화시

킨 실험조건에서 응고균열 실험을 통해 얻어진 응력-변형곡선

이다. 금형 예열온도가 50oC에서 250oC로 증가됨에 따라 응

고균열이 발생된 최대 응력은 감소하였으며, 또한 최대 응력

에 해당하는 변형도 감소하였다. 

금형 예열온도 변화가 합금의 응고균열 강도에 미치는 영

향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금형 예열온도 50oC의 경우,

용탕주입 완료 4초 후 가해진 인장력에 의해 약 3.2초(주입

시점으로부터 11.2초) 경과 후 가장 큰 28.6 Kgf/cm2에 도달

하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금형 예열온도가 높은 150oC와

250oC의 경우, 인장력이 가해지면 각각 1.2초(주입시점으로부

터 9.2초), 0.9초(주입시점으로부터 8.9초) 후에 최대응력

12.9 Kgf/cm2, 7.8 Kgf/cm2에 도달하였다. 금형 예열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응력 도달시간은 짧아지면서 응고균열 최

대응력도 감소하였다.

3.2 고상율과 응고균열 강도의 관계

실험에 사용된 AC2B 알루미늄합금에서 응고균열 강도 측

정용 시험편 파단지점의 해당 온도로부터 Scheil의 응고조건

을 적용하여 계산된 고상율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응고균

열 강도는 주조조건에 따른 고상/액상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금형 예열온도가 낮을수록 파단지점의 고상율은 높아져 측정

된 응고균열 강도도 높은 값을 나타낸다. 즉, 용탕의 고상/액

상 비율이 각각 다른 시료를 대상으로 응고도중 측정된 응고

균열 강도를 고찰해 보면, 응고균열 강도는 고상의 비율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13].

금형 예열온도 변화에 따른 응고균열 강도 차이를 이해하

기 위해, 금형 예열온도가 응고조건에 미치는 인자들을 고찰

해 보았다. 동일한 온도로 용탕을 주입하더라도 응고균열 강

도 평가시험에서 시험편 파단위치의 온도가 금형 예열온도에

따라 변화되고 이로 인해 응고구간에서 고/액상 비율이 달라

진다. 용탕의 고/액상 비율이 변화되면 시료의 응고균열 강도

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

우선, 금형 예열온도 변화가 시료의 응고상태에서 고/액상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찰해 보았다. 컴퓨터 응고해

석에 의해 금형의 각 예열온도에서 최대응력에 도달하는 시

간동안 파단지점의 온도변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금형 예열온도가 50oC인 경우와 150oC, 250oC인 경우를

비교해보면, 금형 예열온도 50oC일 때 응고균열 시험동안 상

대적으로 많은 온도변화로 인해 50oC와 150oC에서 측정된

응고균열 강도값 차이는 시료의 고상율 변화 영향이 많이 나

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금형 예열온도가 50oC인 경우, 최

대응력에 도달하는 시간동안 용탕의 온도는 599oC에서

571oC로 약 28oC의 온도하락이 발생하였다. 이 온도변화 구

간에서 합금의 응고는 진행되어 고상율이 증가되고 이 영향

은 최대 응력값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한다. 금형 예열온도가

150oC와 250oC인 경우, 최대응력에 도달하는 시간동안 용탕

의 온도는 각각 600oC와 610oC에 유지되어 응력이 가해지

는 동안 각각 7oC와 2oC의 온도하락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금형 예열온도가 높은 150oC와 250oC인 경우, 금형 예열온

도 50oC 보다 고상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4. Variation of Solidification Crack Property with the Change
of Mold Preheat Temperature.

Mold Temp.(oC) Maximum Stress (kgf/cm2) Fracture Strain(%)

50 28.6 6.0

150 12.9 2.5

250 7.8 1.7

Table 5. Calculation Result of Solid Fraction from the Simulated
Temperatures.

Mold Temp.(oC)
Temperature of 
Fracture site(oC)

Solid Fraction(%)

50 571 52.5

150 600 29.3

250 610 14.6
Fig. 6. Comparison of Stress-Strain Curves with the Change of

Mold Prehea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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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AC2B 알루미늄합금에서 응고균열 강도 평가시험시

파단시의 해당 온도로부터 Scheil조건을 적용하여 계산된 고

상율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응고균열 강도 평가시험에서 시험편 파단시 파단위치의 온

도가 금형 예열온도에 따라 변화되고 이로 인해 고/액상 비

율이 달라진다. 금형 예열온도 50oC인 경우 파단지점의 고상

율은 금형 예열온도 150oC와 250oC의 파단지점 고상율 보

다 높으며 측정된 최대 응고균열 강도도 가장 높은 값을 나

타내었다. 즉, 용탕의 고/액상 비율이 각각 다른 시료를 대상

으로 응고도중 측정된 응고균열 강도값을 고찰해 보면, 응고

균열강도는 고상의 비율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3.3 응고조건과 응고균열 강도의 상관성 고찰

금형 예열온도 변화에 따라 응고중인 합금의 고상율이 변

화되어 응고균열 강도에 영향을 주며, 또한 금형 예열온도

변화에 따라 합금의 응고구간에서 냉각속도 차이가 발생되므

로 형성되는 고상의 결정립의 크기 또한 응고균열 강도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Fig. 7은 금형 예열온도 변화에 따른 각 응고균열 강도 시

료의 파단지점 광학현미경 미세조직 사진이다. 금형 예열온도

가 낮아질수록 합금의 응고구간에서 냉각속도는 빨라져 형성

되는 고상의 결정립의 크기는 미세해지고 SDAS값은 감소되

었다. 

Fig. 5에 나타낸 것처럼 금형 예열온도가 낮아질수록 응고

균열 시험편 파단시 파단지점의 냉각속도는 4.34oC/s, 6.0oC/

s, 7.39oC/s로 빨라지는 것으로 컴퓨터 응고해석 결과 추정되

었다. 응고구간의 냉각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시험편의 파단지

점에서 형성된 고상의 덴드라이트도 당연히 미세한 조직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실험에서 응고균열 실험의 시험편 파단시 파단지점의

응고구간 냉각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측정한 응고균열 강도는

각각 7.8 Kgf/cm2, 12.9 Kgf/cm2, 28.6 Kgf/cm2로 고상의 결

정립의 크기가 미세해질수록 응고균열 강도는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결정립이 미세해질수록 결정입계 면적은 증가

한다. 결정입계의 면적이 증가하면 가해진 하중을 집중적으로

받는 결정입계의 면적이 넓어 하중을 분산시키는 효과에 의

Fig. 7. Comparison of Microstructure near the Failure Site with the Change of Mold Preheat Temperature.

Fig. 8. Variation of S.DAS Values with the Change of Mold Prehea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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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결정입계의 응력이 감소된다. 따라서 결정립의 크기가 미

세해질수록 응고균열 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Fig. 8에 금형 예열온도 변화와 시험편 위치에 따른

SDAS변화를 나타내었다. 압탕겸 용탕 주입구로부터 멀리 떨

어진 T/C1 위치는 상대적으로 빠른 냉각속도의 영향으로

SDAS값이 적은 미세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T/C2, T/C3,

T/C4 위치로 되면서 조직은 조대해 졌다. 

금형 예열온도를 변화시킨 본 실험조건에서 응고금속의 냉각

속도가 변화하면서 나타난 SDAS값의 변화를 Fig. 9에 나타

내었다. 금형 예열온도가 낮을수록 응고금속의 냉각속도는 빨

라지므로 형성되는 덴드라이트 조직의 SDAS값이 감소되었다.

금형 예열온도를 변화시키면서 AC2B 알루미늄 합금의 응

고균열 강도를 평가한 본 실험의 결과, 응고균열 실험조건인

응고구간내의 위치와 시점에 따라 고상율 변화와 함께 당시

형성된 고상의 결정립 크기 영향이 해당 합금의 응고균열 강

도에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4. 결  론

주조용 Al-5.6Si-2.8Cu계 합금인 AC2B 알루미늄 합금을

대상으로 금형 예열온도 변화에 따른 응고균열 특성을 연구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본 연구에서 금형예열온도 변화에 따른 인장형 응고균열

특성평가는 응고해석을 통한 시험편 파단지점의 온도예측과

고상율 환산과정을 통해, 측정된 응력-변형곡선에서 응고균열

강도를 결정하였다. 

2) AC2B 알루미늄 합금의 응고균열 강도 평가시험에서

금형예열온도가 각각 250oC, 150oC, 50oC일 때, 시험편 파

단시 파단지점의 온도는 610oC, 600oC, 571oC로 예측되었으

며, 고상율은 각각 14.6%, 29.3%, 52.5%로 계산되었다. 금

형예열온도가 각각 250oC, 150oC, 50oC일 때, 열간 균열강

도는 7.8 Kgf/cm2, 12.9 Kgf/cm2, 28.6 Kgf/cm2로 측정되어,

응고균열 강도는 시험편 파단시 파단부위의 고상비율에 비례

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 AC2B 알루미늄 합금의 응고균열 강도평가 시험에서

금형 예열온도가 각각 250oC, 150oC, 50oC로 낮아질 때 시

험편 파단지점의 냉각속도는 4.34oC/s, 6.0oC/s, 7.39oC/s로

빨라지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응고균열 강도는 7.8 Kgf/

cm2, 12.9 Kgf/cm2, 28.6 Kgf/cm2로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

었다. 냉각속도에 반비례하는 고상의 결정립의 크기가 미세해

질수록 응고균열 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4) 금형 예열온도를 변화시키면서 AC2B 알루미늄 합금의

응고균열 특성을 평가한 본 실험의 결과에는 응고균열 실험

조건인 응고구간내의 위치와 시점에 따라 고상율 변화로 인

한 영향과 함께 당시 형성된 고상의 결정립 크기 영향이 복

합적으로 해당 합금의 응고균열 강도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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