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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uminum matrix composites reinforced with SiC particles(AMC) are one of the candidate materials for 

the weight reduction of rolling stock brake discs. It is known that weight reduction of about 40% is 

possible when they replace conventional cast iron brake discs. But casting is not easy because of bad 

wettability of SiC with Al alloy. We developed two AMC brake discs with SiC volume fraction of 20% 

by a new casting method. It was found the developed method produced brake discs of good quality.

1. 서 론

알루미늄 합금에 SiC 입자를 분산시켜 만든 복합재는 경량소재의 하나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활용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알루미늄 복합재는 열전달성이 좋고 마모 성능도 좋

으므로 제동디스크의 경량소재로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1-6]. 그러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조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SIC 입자는 알루미늄 합금과 잘 섞이지 않아 용탕의 유동성이 매우 나쁘므

로 제동디스크와 같이 복잡한 형상의 주조는 매우 어렵다. 주조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새로운 주조 공정을 개발하였다. 우선 제동디스크의 마찰판을 알루미늄 복합제로 제작하고 이 마찰

판을 금형의 양쪽에 배치하고 그 사이에 중자를 설치하여 디스크의 냉각핀과 차축에 장착되는 부위는 

알루미늄 합금 용탕을 주입하여 마찰판과 주조 결합되도록 하여 이종 금속으로 이루어진 알루미늄 복합

재 제동디스크를 개발하였다.

2. Al+SiC 복합재 제작

2.1 제동 마찰판 용해 및 주조

  실험에 사용된 알루미늄 합금은 Si 함량 max.7.5wt.%의 아공정 합금(A356)으로, 합금 소재는 국내에

서 제조한 합금 소재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상기 합금에 첨가한 SiC 는 일본의 Nanko Abrasives Tokyo

社에서 제조한 분말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준비된 합금을 대기 분위기의 전기유도가열로에 장입 후 용

해를 실시하였다. SiC는 부피비율로 20%를 첨가하였고 입자의 평균 크기는 30, 60㎛ 두 종류를 사용하

였다. 용해 시 A356의 경우 650℃ 가열 후 약 610℃ 유지로 용해한 후 SiC 분말을 mesh 분급 장치를 사

용하여 일정 속도로 장입하였고 교반 날개를 사용하여 350rpm으로 교반을 진행하였다. 이 후 A356합금

에는 Sr을 첨가하여 소재 개량처리를 진행하였다. 또한 Flux를 첨가하여 탈 가스를 진행하였으며 slug 

제거재를 투입하여 Al용해 시 발생하는 Dross를 최대한 제거한 후 주조를 진행하였다. 용해 완료 후 주

형에의 주조 시, 직경 670φ의 반원형, 폭 35mm의 판상 금형에 주입하여 복합재 제동디스크판을 제조하

였다. 아래 Fig. 1은 주조 공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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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 금형 

복합재 

Fig. 1. The Flow Chart of Al+SiC casting process

2.2 복합재 디스크 미세조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용해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용해온도에서 50-100℃이상의 pouring 조건

이 아닌, Liquidus Line 직하의 고상과 액상의 공존 구간에서 SiC 분말의 장입, 교반을 통한 혼합 및 

pouring의 공정을 진행하였다. 이는 Liquidus Line 이상의 온도에서 SiC 분말 교반 시, 완전액상의 용

탕이 가지고 있는 낮은 점성 및 높은 계면에너지와 표면장력으로 인해 용탕이 SiC 분말을 밀어내는 현

상이 발생한 것으로, 본 시험을 위한 기초 시험 시 완전 용해된 상태에서의 SiC 분말을 혼합했을 경우 

dross와 함께 SiC 분말이 대부분 용탕 상부로 부유되어 목적하고자 하는 함량의 혼합 및 균일한 분포

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얻었다. 반면 일부 고상이 형성된 Liquidus Line 직하 온도에서는 고상과 

용탕과의 혼합 상태로 인해 점성이 증가하여 SiC 분말의 용탕 내부 혼합이 가능하였다. 본 주조 공정

에 따른 미세조직 결과를 Fig. 2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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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microstructure of manufactured Al+SiC samples

제조 시험편의 광학 현미경 분석 결과 A356합금의 경우, α-phase Al 이 dendrite 형태의 기지조직

을 이루고 있고 공정 Si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정 Si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공이 

극히 적고 건전한 주조 조직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각의 합금에 대해 30㎛ 크기의 

분말과 60㎛ 크기의 분말을 혼합하여 주조한 시험편의 경우에서도 기지조직내에 분말이 고르게 분포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시험편에 대해 SEM/EDX 분석을 진행

하였다. A356 합금의 EDX 분석 결과 조직사진 및 SEM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α-phase Al 기지조직과 

공정 Si 만이 확인되었으며 초정 Si은 관찰되지 않는 A356조직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본 실험을 위

한 용해 주조 시 건전한 A356합금이 주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l-SiCp 복합재료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주요 구성 조직인 A356과 함께 SiC 분말의 형상 및 EDX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 30㎛ 크기를 

갖는 분말의 분석 결과를 Fig. 3 에 나타내었다. 

Fig 3. The SEM image of SiC powder(30㎛)

30㎛ 분말의 SEM 분석 결과, 분말의 형상은 불규칙한 blocky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기계적인 가

공 공정에 의해 파쇄된 것과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말의 전체적인 크기는 일

정하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30~40㎛ 이하의 크기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말의 point 

분석을 통해 화학 조성을 분석한 결과 Si 성분과 C 성분의 두 가지 원소가 확인됨에 따라 본 연구에 사

용된 30㎛크기의 SiC분말이 건전한 분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는 60㎛ 크기를 갖는 분말의  

SEM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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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results of SEM analysis (60㎛ SiC powder)

60㎛ 분말의 SEM 분석 결과, 30㎛ 크기의 분말과 마찬가지로 형상은 불규칙한 blocky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기계적인 가공 공정에 의해 파쇄된 것과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말의 

전체적인 크기는 일정하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50~70㎛ 이하의 크기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분말의 point 분석을 통해 화학 조성을 분석한 결과 30㎛ 크기의 분말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Si 

성분과 C 성분의 두 가지 원소가 확인됨에 따라 본 연구에 사용된 60㎛ 크기의 SiC 분말이 건전한 분말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결 론

  Al+SiC 복합재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용탕의 유동성이 좋지 않아 복잡한 형상의 주물을 제조하

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SiC 입자의 크기가 30, 60 ㎛이고 부피비율로 20% 함유된 

Al+SiC 복합재 제동마찰재의 주물 공정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다. SiC 입자를 Al 합금용액에 성공적으

로 혼합하기 위해서는 Liquidus Line 직하 온도에서 고상과 용탕과의 혼합 상태로 높은 점성을 유지할 

때 SiC 분말을 주입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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