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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xo-extrusion of semi-solid 7075 aluminum alloy and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its extrudates were investigated. The semi-
solid alloy was prepared by a cooling slope cast. In other to perform thixo-extrusion, semi-solid 7075 aluminum alloy billets were
reheated at the reheating conditions reported in a previous study. The maximum extrusion pressure in thixo-extrusion was 615MPa.
This was lower than that of conventional hot extrusion (P

max
= 940MPa) at the same extrusion conditions due to the increased flu-

idity of the alloy billet in the semi-solid state. The values of Rockwell hardness (scale B) at the extrusion direction of the as thixo-
extruded bar were 48~53HRB and the difference in Rockwell hardness between the transverse direction and the extrusion direction
was 5HRB or less. The results show that thxio-extrusion of semi-solid 7075 Al alloy improves the workability and anisotropic with
the extrusion direction compared with hot extrusion of the conventional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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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화석 연료의 고갈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 및 항공기의 산업에서는 부품 경량화를 위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알루미늄 합금은 철 합금에 비해

약 1/3정도 가벼워 기존의 철계 부품을 대신해 알루미늄 부품

으로 대체 적용 시 최대 30% 이상의 에너지 효율의 증대와

환경오염 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다. 특히, 알루미늄 합금 중

Al-Zn-Mg계 합금의 경우 철강 소재에 준하는 강도를 지니고

있어 항공기 경량 부품 소재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알루미늄 합금 대비 낮은 소성가공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복잡

한 형상의 부품 성형이 어렵고 제품 제조 시 제조 설비의 성

형 하중을 증가시킴에 따라 금형 파손과 이로 인한 제품의 결

함 및 생산성 저하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1]. 또한, 기존의 열

간 압출에 의해 제조된 합금의 경우, 압출 단면에서 소성변형

으로 인한 섬유상 형태의 미세조직 즉, 동일한 압출 방향으로

형성된 압출조직이 나타나고 이는 압출 방향과 그와 수직한

방향에서의 심한 이방성을 나타내어 동일 합금에서도 불균일한

기계적 특성 지니게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Al-Zn-Mg계 합금

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온등속 압출, 정수압 압출 및 반용융

압출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2-4]. 이들 중 반용융 압출

은 액상과 고상이 공존하는 영역으로 금속을 가열 후 이 금속

의 유변학적인(thixotropic) 특성을 이용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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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이는 성형이 어려운 금속의 유동성 및 변형능을 상

승시켜 일반적인 열간 압출 공정에 비해 낮은 성형 하중으로

복잡한 형상의 제품 제조를 가능하게 한다[5,6]. 그리고 반용융

압출 시 동적 재결정 및 동적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 등축의

미세 결정립을 형성시킴에 따라 제조된 압출재는 등방성을 띄

어 비교적 균일한 기계적 특성을 갖는 압출재 제조를 가능하

게 한다[6-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형 및 냉각판 주조로서

7075 알루미늄 합금을 제조하고 이 합금 빌렛을 이용하여 열

간 및 반용융 압출 특성과 제조된 압출재의 미세조직 및 기계

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합금은 7075 알루미늄 합금이며, Table

1에 이 합금의 화학적 조성을 나타내었다. 합금의 용해를 위하

여 전기 저항로를 사용하였고, 금형주조에 의한 합금과 냉각판

주조에 의한 반응고 주조 합금을 제조하였다[6]. 반용융 압출의

경우, 제조된 반응고 합금을 직경 50 mm, 높이 90 mm로 가공

후, 이전 연구에서 보고된 재가열 조건에서 재가열 후, 열간

압출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압출온도 400oC, 램속도 2 mm/

s, 압출비 27:1) 반용융 압출하여 봉상형 압출재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각 합금 압출재의 미세조직은 부위별 시편을 채취하여

미세연마를 행하고 이를 Dix-keller 에칭 용액에 수초간 부식

시킨 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각 압출재의 기

계적 특성은 부위별 비커스 경도 시험과 F재 및 T6 열처리를

수행하여[9] 변형률 속도 1 × 10−3/s의 조건에서 인장시험을 통

해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압출을 위해 제조한 7075 알루미늄 합금의 미세조

Fig. 1. Microstructures and average grain size of permanent mould-casted and semi-solid casted 7075 Al alloys.

Table 1. Composition of 7075 Al alloys (wt%).

Elements Zn Mg Cu Mn Fe Si Al

Composition
(wt%)

6.2 2.5 0.4 0.3 0.1 0.02 Bal. Fig. 2. Change in the extrusion pressure during the hot- and thixo-

extrusion of 7075 Al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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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및 평균 결정립 크기를 나타낸다. Fig. 1(a)는 금형주조에

의해 제조된 합금의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으로서 약 150 µm

크기의 조대한 수지상정 조직을 나타내는 반면, Fig. 1(b)의 냉

각판 주조에 의해 제조된 반응고 합금의 경우 약 90 µm 이하

Fig. 3. Surface morpholgies of extruded 7075 Al alloy bars; (a) hot-extruded mold cast, (b) hot-extruded semi-solid casting, (c) thixo-extruded

semi-solid cast.

Fig. 4. Microstructures of hot- and thixo-extruded 7075 Al alloy bars (Longitudinal section); (a) initial area and (b) steady-state area of

extruded bars.

(5)



− 90 − 최태영·김대환·김수배·심성용·임수근

의 크기를 갖는 미세한 등축의 결정립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각 합금 빌렛을 이용하여 열간 및 반용융 압출을 실시하였

으며, 압출하는 동안 압력 변화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금형

주조 및 반응고 7075 알루미늄 합금의 열간 및 반용융 압출

시 최대압출 압력은 각각 940MPa과 822MPa로서 미세한 등

축의 조직을 갖는 반응고 금속의 최대 압출압력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반용융 압출 경우 615MPa 로서 가장 낮은

압출 하중으로 압출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최대

압출 압력의 차이는 Fig.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미세조직

차이와 반용융 압출 시 고상/액상 공존 영역까지 재가열함에

따라 금속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빌렛과 압출 컨

테이너 벽면 사이의 마찰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이다[6-8]. 

Fig. 3은 서로 다른 조건에서 압출된 압출재의 표면을 나타

낸다. Fig. 3(a)와 (b)의 열간 압출에 의해 제조된 금형 주조

합금과 반응고 주조 합금 압출재의 경우, 표면에 균열과 같은

결함이 없이 미려한 표면을 가지는 건전한 압출재를 얻을 수

있었으나, Fig. 3(c)의 반용융 압출재의 경우 압출 균열은 관

찰되지 않았으나, 앞선 두 합금 압출재에 비해 다소 거친 불

균질한 표면을 나타내었다. 이는 반용융 압출이 액상을 지니는

압출이고, 압출 후 압출 금형에 일부 미량 잔존하는 합금이

있음을 감안할 때, 반용융 압출 시 고/액 공존 상태의 빌렛과

금형 사이의 소착이 발생하여 압출재의 표면 특성을 저해시키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 4는 제조한 압출재의 압출 방향의 미세조직을 나타낸다.

Fig. 4에서 열간 압출한 금형 및 반응고 주조 합금 압출재에서

는 압출되기 전 초기 미세조직은 차이 있었으나, 압출이 진행

되는 동안 높은 압출하중에 의해 열간 압출된 두 합금 압출재

의 미세조직 차이는 점차 감소하고 압출 방향과 동일한 방향

Fig. 5. Microstructures of hot- and thixo-extruded 7075 Al alloy bars (Transverse section); (a) initial area and (b) steady-state area of extruded

b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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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신된 형태의 섬유상 조직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반용융

압출재의 경우, 반용융 압출이 높은 온도에서 재가열됨에 따라,

압출 초기의 미세조직은 재가열 전의 미세조직보다 다소 성장

하였으나, 반용융 압출이 진행되는 동안 동적 재결정 및 회복

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압출재의 정상 상태부에서

는 등축의 재결정립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0]. 

Fig. 5는 제조한 압출재 횡단면의 미세조직을 나타낸다. Fig.

5의 열간 압출한 금형 및 반응고 주조한 합금 압출재의 압출

방향에 수직한 면의 경우, 앞선 Fig. 4의 압출 방향의 미세조

직과는 상이한 조직을 나타내며, 정상상태부에서 채취한 시편에

서는 동일한 방향성을 지니고 군집한 형태의 미세조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반용융 압출재의 미세조직의 경우 압출

방향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립의 크기 및 형상은 금

속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대부분의 금속 합금의 경우

이러한 미세조직적인 차이로 인하여 동일한 조성의 합금일지라

도 이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열간

압출재에 비해 반용융 압출재의 경우 압출에 의해 제조 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부위별 미세조직적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

로 보아 방향에 따른 기계적 특성의 차이는 적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조한 압출재의 부위별 경도를 10

회 측정 후 이를 산술평균하여 나타내었다.

Fig. 6은 각 제조 조건에서 제조한 압출재의 경도변화를 나

타낸 것으로서 압출 방향과 압출방향에 수직한 면에서 부위별

경도를 측정한 것이다.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열간 및

반용융 압출재의 부위별 경도 측정에서는 열간 압출재에 비해

반용융 압출의 경우가 보다 낮은 경도를 나타내었으며, 압출

방향의 경도값보다 압출 방향에 수직한 면에서 보다 높은 경

도를 띄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도 차이는 모든 압출재

에서 유사한 경향을 띄었다. 반용융 압출재가 열간 압출재보다

높은 온도에서 압출됨에 따라 압출재의 결정립이 성장한 결과

이며, 부위별 경도차이는 압출하는 동안 압출 방향으로 인장

하중이, 압출 방향에 수직한 면에서는 압축 하중이 작용함에

따라 압출 방향 보다 수직한 면에서의 전위 집중에 의한 경화

가 보다 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압출 방향과 압출 방향

에 수직한 면의 경도값의 차이는 금형주조 합금 열간 압출재의

경우 평균 5.0HRB, 반응고 주조 합금 열간 압출재의 경우 평

균 5.5HRB, 그리고 반용융 압출재의 경우 평균 1.0HRB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도 차이는 반용융 압출재의 경우가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반용융 압출의 경우 앞선 Fig. 4

와 5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결정립들이 등방성을 나타내기 때

문으로 섬유상 조직을 가지는 열간 압출재에 비해 균일한 기

계적 특성을 가진다[8]. 

Fig. 7은 T6 열처리 후 각 합금 압출재의 미세조직을 나타

낸다. T6 열처리는 480oC에서 2시간 동안 용체화 처리 후 수

냉을 실시하여, 120oC에서 24시간동안 시효처리 하였다. 금형

주조 및 반응고 열간 압출재의 경우 압출 시 발생한 전단 응

Fig. 6. Rockwell hardness of extruded 7075 Al alloy bars; (a) hot-extruded mould casted alloy, (b) semi-solid casted alloy, (c) thixo-Extruded

semi-solid casted alloy.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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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의해 연신된 조직이 열처리를 통해 성장함과 동시에 재

결정 조직이 발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반용융 압출재의

경우 압출 시 동적 회복 및 재결정이 일어난 조직으로 인해

열처리 전과 후의 미세조직 변화는 일부 결정립의 성장만 있

을 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6]. 

Fig. 8은 T6 열처리 전과 후 열간 및 반용융 압출재의 압

출 방향으로의 인장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열처리 전 압출재

의 인장 강도, 항복강도, 연신율은 금형주조 열간 압출재의 경

우 각각 429MPa, 301MPa, 14%이고, 반응고 주조 열간 압

출재의 경우 451MPa, 320MPa, 15%이며, 반용융 압출재의

경우 426MPa, 286MPa, 24%로서 서로 유사한 인장 및 항복

강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반용융 압출재의 경우 높은 연신율

을 나타내었다. 이는 반용융 압출재가 등축의 결정립을 가짐에

따라 인장 변형 시 쉽게 입계 미끄러짐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T6 열처리 후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은 각각 반용융 압출

재의 경우, 각각 522MPa, 502MPa, 9%로서, 가장 높은 강도

를 나타내었으나, 가장 낮은 연신율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이

는 반용융 압출의 경우 높은 온도에서 재가열됨에 따라 입계

에 분포한 많은 양의 용질 원소들이 고용되어 압출됨에 따라

T6 열처리 시 많은 양의 석출상의 형성되고 이로 인해 경화

효과가 증대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금형 및 반응고 7075 알루미늄 합금의 열간

및 반용융 압출 특성과 제조된 압출재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7075 알루미늄 합금의 반용융 압출 결과, 일반적인 열간

압출 공정의 최대압출압력인 940MPa에 대비 약 35%의 최대

압출 압력을 감소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금형 및 반응고 합금 열간 압출의 경우 압출 시 전단

하중에 의해 압출방향과 압출방향에 수직한 방향의 미세조직이

Fig. 7. Microstructures of extruded 7075 Al alloy bars after T6 heat treatment; (a) hot-extruded permanent mould cast, (b) hot-extruded semi-

solid cast, (c) thixo-extruded semi-solid cast.

Fig. 8. Strain-Stress curves of extruded 7075Al alloy bars; (a) Non - heat treatment (b) After T6 heat treatmen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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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용융 압출의 경우 두 방향

의 미세조직이 서로 비슷한 등방성 결정립을 가짐에 따라 부

위별 경도차이가 평균 1HRB로서 비교적 균일한 기계적 특성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장시험 결과 T6 열처리 전 반용융 압출재에 비해 열간

압출한 금형주조 및 반응고주조 압출재의 인장 및 항복강도가

높았으나 T6 열처리 후 반용융 압출재의 기계적 특성이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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