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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합금 주물의 냉각 속도에 따른 기계적 성질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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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more practical and simulation approach which can predict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aluminum alloys is pro-
posed. First, cooling rat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casting product were measured through casting experiment.
The relation between cooling rate and SDAS decrease exponentially and the linearly decreasing relation exist between SDAS and
mechanical properties. Then, the cooling rate was calculated by casting process simulation and the mechanical properties were pre-
dicted by using the relations that were derived through experiment. Experimentally measured mechanical properties and predicted
values by simulation were in the range of relatively small differenc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various Al alloys are expected to
be predicted by the casting process simulation before actual 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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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제품 경량화를 위하여 알루미늄 합금, 마그네슘 합금

등 경량 금속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기계적 성질, 주조성,

주물 품질 등의 향상을 위하여 신합금과 신주조 공법 개발 등

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1]. 그동안 알루미늄 합금

의 기계적 성질 향상과 특성 평가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

어 있으나, 주조방안이나 주조 공정조건이 바뀔 경우 기존 주

조실험에서 측정된 기계적 특성 값을 그대로 이용할 수 없고,

다시 시험 주조를 통해 기계적 특성 평가를 해야 하는 번거로

움이 있다.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계적 성질에 영향을 미

치는 인자로는 결정립 크기, 결함(기공, 게재물, 미세수축공) 유

무, 초정 및 공정 조직 형상 및 분포 등이 있으며 응고과정의

냉각 속도에 따라서도 주물의 기계적 성질이 크게 변화한다.

특히, 응고 시 생성되는 2차 수지상 간격(SDAS)은 기계적 성

질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단위길

이 당 수지상 간격(DAS)은 냉각속도, 주입온도, 용탕 내 불순

물 함유여부, 주형 벽의 표면 거칠기, 주형재료 등에 따라서도

변화한다. 하지만 이 모든 인자를 한꺼번에 고려하여 주조공정

을 시뮬레이션 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기존의 많은 학자들이 응고 현상을 물리적, 수학적 모델을 세

워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 중에서 해석적 이

론을 도입시킨 PF (Phase Field) 모델과 CA (Cellular Auto-

mata) 모델은 결정립 조직 및 결정립의 형태학적 전개(mor-

phological evolution)를 예측할 수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치해석 알고리즘이다[3]. 이 모델들은 합금별 핵생성, 핵성장

과 결정성장을 고려할 수 있어 응고현상에 대한 정확한 수치

(17)

Received: August 24, 2012 ; Accepted: October 17, 2012
†Corresponding author: Ho-Young Hwang (KITECH)
Tel: +82-32-850-0463, Fax: +82-32-850-0460
E-mail: hyhwang@kitech.re.kr

Journal of Korea Foundry Society
2012. Vol. 32 No. 5, pp. 225~230
http://dx.doi.org/10.7777/jkfs.2012.32.5.225
ISSN 1598-706X

©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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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6 − 동권식·조인성·황호영

예측은 가능하지만,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산을 위해서

고용량의 컴퓨터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품을 해석하기

에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

는 보다 실질적으로 제품의 기계적 성질을 예측하기 위하여

금속의 냉각속도에 따른 기계적 성질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들

관계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물의 기계적 성질을 예

측 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Al 합금에 대하여 주조 실험을

진행하고, 응고조직을 관찰하여 SDAS를 측정한 다음 합금별

냉각 속도(CR)에 따른 SDAS 값 계산에 이용될 경험식

SDAS = k(CR)n의 지수(k, n)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주물에서

시편을 채취하여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경도, 연신율)을 측정하

고 냉각속도와 기계적 성질 간의 관계를 곡선 맞춤(Curve

fitting)을 통해 결정하여 주조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루미늄

합금의 기계적 성질 예측이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

축된 관계식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 동일 재료를 사용하

는 모든 주조제품의 기계적 성질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 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2. 실험 및 공정해석 방법

아래 Table 1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가지 Al 합금의

화학조성을 나타내었다.

2.1 실험방법

다양한 두께의 제품에서 응고 속도 차이에 따른 기계적 성질

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형상의 계단형 Y-

Block 금형을 제작하였다. 가장 얇은 주물 두께는 20 mm이고

위로는 30, 40, 50 mm로 30 mm 높이의 4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두꺼운 부분 위쪽에는 응고 수축을 대비한 압탕을

설치하였다.

용탕을 주입하기 전에 금형의 초기온도를 일정하게하기 위하

여 금형을 열처리로에 넣고 200oC로 4시간 유지한 다음 로에

서 꺼내서 용탕이 주입될 제품 부분의 온도측정을 위한 열전

대를 설치하였다. 냉각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열전대는 제품

두께의 가운데 부분에 설치하였고, 측정된 온도 값은 1초 간격

으로 컴퓨터에 저장하도록 설정하였다. 용해된 A4032와 A2

합금을 5분간의 탈가스 과정을 거쳐 700oC에서 금형에 주입하

였다[4]. 주입 시간은 약 4초가 소요되었다.

주조실험에서 얻어진 냉각곡선(시간-온도 곡선)에서 ∆T/

∆t(∆T: 온도차, ∆t: 시간 변화량)로 냉각 속도를 구할 수 있는

데 정의와 방법은 문헌에 따라 다르다[2]. 본 연구에서는 액상

선 온도에서 고상선 온도까지 냉각될 때 소요된 시간으로 정의

하였다. 즉 Cooling rate(CR) = TL− TS / tf을 이용하여 두 가지

재질의 두께별 냉각속도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TL는 액상선 온

도, TS는 고상선 온도, tf는 응고시간(액상선 온도에서 고상선

온도까지 냉각될 때 소요된 시간)을 의미한다.

열전대가 설치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20 mm ×

20 mm × 20 mm 크기의 시편을 채취하여 조직을 관찰하였다.

조직사진에서 단위길이(100 µm)당 결정립계 개수를 파악하여

SDAS값을 구하였다.

주조실험에서 나온 제품에서 KS 14A호 인장시편을 채취하

여 인장시험을 진행하였다. 인장시험에서는 인장강도와 연신율

을 측정하였고, 인장시편의 상세 치수는 Fig. 2에 나타내었다.

또한 경도 측정을 위하여 경도시험용 시편을 채취하였고, F 스

케일의 로크웰 경도(HRF)를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경도

값으로 사용하였다.

2.2 공정해석방법

냉각속도를 구하기 위하여 주조실험과 같은 조건으로 주조공

정해석을 진행하였다. 주입조건은 주조실험의 조건과 같으며,

두 Al 합금 모두 700oC의 용탕을 1.0 m/s의 주입속도로 4초

간 주입하였다. 주입완료 후 유동해석에서 구한 주물과 주형의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A4032 and A2 alloy.

Alloy Si Fe Cu Mg Ni Zn Cr Al

A4032 11.0-13.5% 1.0% 0.5-1.3% 0.8-1.3% 0.5-1.3% 0.25% 0.1% Balance

A2 12.0% - 4.3% 0.5% - - - Balance

≤ ≤ ≤

Fig. 1. The dimension of mold for casting experiment (mm).

Fig. 2. KS 14A tensile strength test specimen (mm).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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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분포를 이용하여 응고해석을 진행하였다[6]. 해석을 진행할

때 주조실험 시의 열전대 위치와 같은 위치에 가상의 열전대를

설치하여 해석 중 온도 변화를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 온도 값

을 이용하여 냉각속도를 구하였다.

유동 및 응고해석에는 Z-CAST 2.6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의 제품의 형상이 비교적 단순하므로 해석에는 4,914,000개의

요수를 생성하였으며, 금형과 용탕간의 계면 대류열전달 계수는

500 W/m2K 로 지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주조 실험

아래 Fig. 3과 4는 각각 A4032와 A2 합금의 주조실험에서

시간에 따라 측정된 제품의 두께별 온도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20, 30, 40, 50 mm는 제품의 두께를 나타낸다. 두께의 차이에

따라 두 가지 재질 모두 냉각 곡선의 기울기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께가 얇은 부분이 먼저 응고가 진행되었고, 두

꺼운 부분이 늦게 응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는 두 가지 Al 합금의 각 두께에 해당하는 부위를

200배율로 관찰한 조직 사진이다[5]. 두께가 얇을수록 냉각속도

가 빨라서 응고 조직이 치밀하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와 3에는 A4032와 A2 합금의 주조실험에서 측정된

제품 두께별 냉각속도와 SDAS를 나타내었다. 두께가 두꺼워질

수록 응고시간이 길어지고, 냉각속도는 작아지며, SDAS는 커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냉각 속도(CR)와 SDAS의 관계식 및 SDAS와 기계적 성질

의 관계식을 도출하기 위하여 인장시험과 경도시험을 실시하였

고, Table 4와 5에는 실험에서 측정된 A4032와 A2 합금의

두께별 기계적 성질을 나타내었다.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조직이

조대해지므로 인장강도는 작아지고, 연신율과 경도 값도 작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과 7은 주조실험에서 측정된 냉각속도(CR)와 SDAS,

SDAS와 기계적 성질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냉각

Fig. 4. Experimentally measured cooling curves with the thickness

of A2 alloy.

Fig. 3. Experimentally measured cooling curves with the thickness of

A4032 alloy.

Fig. 5. Microstructural change with the thickness of Al alloy (Mag-

nified by a factor of 20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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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와 SDAS는 두께 변화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계적 성질은 SDAS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냉각속도

와 SDAS의 관계는 y = axb의 관계식으로, SDAS와 기계적 성

질은 y = a + bx의 관계식으로 곡선 맞춤하여 각 계수(a, b)를

구하였다.

주조실험을 통해 얻어진 합금 별 관계식은 아래와 같다.

A4032: SDAS = 18.63(CR)−0.337

TS[MPa] = −3.212SDAS + 258.21

El[%] = −0.074SDAS + 3.21

HRF = −0.717SDAS + 83.83

A2: SDAS = 45.30(CR)−0.398

TS [MPa] = −1.596SDAS + 308.08

El[%] = −0.058SDAS + 5.38

HRF = −0.201SDAS + 90.85

여기서 SDAS는 2차 수지상 간격이고, CR은 냉각속도를 나

타낸다. 또한 TS는 인장강도를, El은 연신율을, HRF는 F 스

케일의 로크웰 경도를 나타낸다. 이 관계식으로부터 냉각속도

(CR)를 알고 있으면 2차 수지상 간격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

으며, 2차 수지상 간격(SDAS)을 알면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경도 등)을 계산할 수 있다.

3.2 공정해석 및 기계적 성질 예측

용탕 주입 완료 후의 온도분포는 Fig. 8과 같다. 용탕이 주

입되는 주입구가 있는 부분의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품의 두께가 얇은 아래쪽 부분을 먼저 충전한 다음 두께가

두꺼운 부분을 충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품과 금형이 접촉

하는 부분에서 용탕의 온도가 610oC까지 냉각되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이 온도는 용탕의 액상선(571oC) 보다는 꽤 높은 온도

이며, 유동해석 중 응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응고 해석 시 시간에 따른 두께별 온도변화를 동일 위치의

Table 2. The cooling rate and SDAS with the thickness of A4032
alloy.

Thickness (mm) Cooling rate (oC/sec) SDAS (µm)

20 2.43 14.28

30 0.88 18.60

40 0.52 23.52

50 0.35 26.67

Table 3. The cooling rate and SDAS with the thickness of A2 alloy.

Thickness (mm) Cooling rate (oC/sec) SDAS (µm)

20 3.20 28.70

30 1.32 40.00

40 0.83 49.28

50 0.61 55.05

Table 4. Mechanical properties with the thickness of A4032 alloy.

Thickness
(mm)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Hardness
(HRF)

20 214 2.3 74.0

30 195 1.6 69.8

40 185 1.5 67.2

50 172 1.3 64.8

Table 5. Mechanical properties with the thickness of A2 alloy.

Thickness 
(mm)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Hardness 
(HRF)

20 261 3.8 73.7

30 245 2.7 70.1

40 233 3.1 67.5

50 217 1.9 65.7

Fig. 6. Relationship between cooling rate and SDAS.

Fig. 7. Relationship between mechanical properties and SDA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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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기호와

함께 실선으로 표시된 그래프들은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점선으

로 표시된 그래프들은 실험 결과이다. 또한 20, 30, 40,

50 mm는 제품의 두께를 의미하며, 또한 (S)는 시뮬레이션을,

(E)는 실험을 의미한다.

A4032 합금의 경우 실험과 시뮬레이션에서 측정된 온도가

서로 잘 일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A2 합금의 경우는

540oC 이상에서는 실험에서 측정된 온도와 시뮬레이션에서 계산

된 온도가 잘 일치하고 있지만, 540oC 이하에서는 차이가 점차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A2 합금의 고상선(510.5oC)에

가까워지면서 응고된 주물과 금형 사이에 존재하는 Air gap

때문에 열전달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비교적 작은 값의

열전달 계수를 사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큰 계면 대

류열전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응고해석에서 얻은 온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부위별 냉각

속도를 구하고 실험에서 얻은 3.1 절의 관계식에 대입하여

Table 6, 7과 같이 기계적 성질을 예측할 수 있다.

Fig. 10은 실험과 시뮬레이션에서 계산된 기계적 성질을 비

교하기 위하여 막대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시뮬레이션에서 계산

된 기계적 성질(Table 6과 7)과 실험 결과(Table 4와 5)를 비

교하면, A4032 합금은 인장강도에서 0.02%~2.98%의 차이를

보였고, 연신율에서 1.33%~12.50%, 경도에서 0.35%~1.45%의

차이를 보였다. A2 합금은 인장강도에서 1.93%~4.75%의 차

이를 보였고, 연신율에서 0.37%~27.42%, 경도에서 0.59%~

2.83%의 차이를 보였다. A2 합금의 연신율의 경우에는 최대

27.42%까지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제품의 가운데 부분

에서 채취된 인장시험 시편에 포함된 기공과 수축공 등의 주

조결함 때문으로 판단된다[7,8].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결

함이 없는 주물로부터 3.1절의 관계식을 좀 더 보완하면 이

Fig. 8. Temperature distribution of A4032 alloy after mold filling.

Fig. 9. Comparison of cooling curves obtained by simulation and experiment.

Fig. 10. Comparison of mechanical properties obtained by simulation

and experimen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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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는 통상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정도 이내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알루미늄 합금의 기계적

성질을 예측하기 위하여 계단형상의 금형을 이용하여 주조실험

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측정된 냉각속도(CR)와 2차 수지

상 간격(SDAS), SDAS와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경도

등) 간의 상관 관계식을 유도하였고, 이 관계식을 이용하여 시

뮬레이션에서 얻어진 냉각속도로부터 기계적 성질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제품 두께 차이에 따른 냉각속도 및 조직, 기계적 성질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냉각속도와 SDAS사이에는 지수 함수적으

로 감소하는 관계가 있으며, SDAS와 기계적 성질들은 선형

감소하는 관계가 존재하였다.

2) 실험에서 구축된 관계식을 이용하여 해석을 통해 기계적

성질을 예측해 보았으며, A4032 합금은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

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A2 합금은 제품 내부에 존재하

는 주조결함과 고액 공존 구간에서의 냉각속도 차이 때문에

연신율이 비교적 큰 차이가 보였다.

3) 다양한 Al 합금에 대하여 본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냉각

속도와 기계적 성질 상관 관계식을 구축하면, 주조하기 전에

실제 제품의 기계적 성질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하는데 충

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주입온도 변화와 열

처리가 Al 합금 주물의 기계적 성질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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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edicted mechanical properties of A4032 alloy by simulation.

Thickness 
(mm)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Hardness 
(HRF)

20 212.97 2.17 73.74

30 196.84 1.80 70.14

40 184.97 1.52 67.49

50 177.13 1.34 65.74

Table 7. Predicted mechanical properties of A2 alloy by simulation.

Thickness 
(mm)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Hardness
 (HRF)

20 250.59 3.29 83.60

30 234.60 2.71 81.58

40 221.94 2.25 79.99

50 212.81 1.92 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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