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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alloy systems Al-Mg alloy and Al-Si alloy in this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ie-casting were

investigated using solidification simulation software (MAGMAsoft). Generally, it is well known that the casting characteristics

of Al-Mg based alloys, such as the fluidity, feedability and die soldering behaviors, are inferior to those of Al-Si based alloys.

However, the simulation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filling pattern behaviors of both the Al-Mg and Al-Si alloys were

found to be very similar, whereas the Al-Mg alloy had higher residual stress and greater distortion as generated due to

solidification with a larger amount of volumetric shrinkage compared to the Al-Si alloy. The Al-Mg alloy exhibited very high

relative numbers of stress-concentrated regions, especially near the rib areas. Owing to the residual stress and distortion, defects

were evident in the Al-Mg alloy in the areas predicted by the simulation. However, there were no visible defects observed in

the Al-Si alloy. This suggests that an adequate die temperature and casting process optimization are necessary to control and

minimize defects when die casting the Al-Mg alloy. A Tatur test was conducted to observe the shrinkage characteristics of the

aluminum alloys. The result showed that hot tearing or hot cracking occurred during the solidification of the Al-Mg alloy due

to the large amount of shr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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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기/전자 하우징 부품의 경량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량 합금 중에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박

판 제품의 경우 얇은 캐비티 안에서 충분치 않은 유동

성과 빠른 냉각속도 등으로 인해 제품 성형에 많은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1,2)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에서 가장 폭

넓게 사용되고 있는 합금은 Si 함량이 22%까지 들어간

Al-Si계 합금이다. 그러나 이러한 Al-Si계 합금은 일반적

으로 매우 낮은 연성을 가지고 있어 Ni-MH 배터리 케

이스와 같이 강한 외부 내충격성을 요구하는 제품에는 사

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열처리 없이도 우수한 연성을 갖

는 Al-Mg계 합금이 외관재 부품 제조에 합당한 재료이다.

Al-Mg계 합금(ALDC6)은 일반적인 Al-Si계 합금(ALDC12)

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고 응고 과정에서 제품 균열이

많이 발생하여 제품 제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균열은

높은 온도에서 응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최종 응고부위에

서 발생한 hot spot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고 알려

져 있다.3) 

본 연구는 박판 알루미늄 제품의 다이캐스팅 제조 시

합금계 성분에 따른 응고과정의 차이에 대해서 조사하

였으며, 컴퓨터 응고 해석과 실제 다이캐스팅을 통해 그

양상을 비교/분석 하였다.

2. 실험 방법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품 제조 시 합금 성분에 따른

응고 과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컴퓨터 응고 해석을

실시하였다. 컴퓨터 응고 해석에는 유한 체적법(FVM)에

기반을 둔 MAGMAsoft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응고 해석

을 사용하면 금형 내의 용탕 흐름과 응고 양상, 주조 과

정에서의 잔류응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4) 해석에 필

요한 초기 공정 변수들과 주조 합금의 화학 성분은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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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나타내었다. ALDC12, ALDC6 및 STD61 금형강이

해석에 사용되었다. 초기 용탕 온도는 730oC로 설정하였

고, 다이캐스팅 장비의 플런저 직경 및 슬리브 길이는 각

각 60 mm, 490 mm로 설정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얇은

판상 구조의 제품 형상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제품의 크

기는 115 × 145 mm이며 평균 제품 두께는 3 mm이고, rib

부위는 5 mm이다. 

알루미늄 합금의 수축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Tatur 실

험을 실시하였다. Tatur 실험을 위한 금형은 Fig. 2에 나

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용탕 및 Tatur 금형의 온도는

각각 750, 250oC로 유지 시켰다. 

응고 해석 결과와 실제 주조에서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

해 고압주조 장비를 이용하여 ALDC6 및 ALDC12을 가

지고 다이캐스팅 제품을 제조하였다. 사용된 합금은 상

용합금으로 Al-3%Mg 및 Al-11%Si-2.5%Cu 다이캐스팅

합금이 사용되었다. 슬리브에 주입된 용탕의 양은 1,540 g

이었으며, 용탕 및 금형의 온도는 각각 730, 150oC로 유

지 시켰다. 다이캐스팅 조건은 Table 1과 같다. 플런저

의 속도는 저속구간 0.35 m/s, 고속구간 3.5 m/s를 사용

하여 응고해석 조건과 동일하게 하였다.

Table 1. Condition for computer simulation.

Classification Condition

Material

Cavity ALDC12, ALDC6

Fixed die STD61

Moving die STD61

Initial temperature
Cavity 730

o

C

Die 150
o

C

Machine type Buhler 53D

Tip diameter 60 mm

Slow shot velocity 0.35 m/s

Fast shot velocity 3.5 m/s

Length of shot sleeve 490 mm

Switch over stage 1-2 415 mm

Fig. 2. The schematic of Tatur test mold.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die-casting components; (a) front side

view and (b) rear side view.

Fig. 3. Simulation results of filling temperature distribution; (a) ALDC12 and (b) ALD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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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일반적으로 ALDC6은 ALDC12에 비해 유동성, 충전

성, 금형 소착을 포함해서 주조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유

동 해석을 통한 ALDC6의 용탕 흐름 양상은 Fig. 3과

같이 ALDC12와 매우 유사하였다. Fig. 3은 용탕의 최

종 충전 부위가 인게이트 앞쪽의 제품 중앙부위에서 형

성됨을 보이고 있다. 동일한 해석 조건일 경우, 이러한

경향은 ALDC6에서 두드려졌으며 결과적으로 용탕의 최

종 충전 부위에서 기공, 수축, 미충전, 표면 결함 등과

같은 제품 결함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므로 ALDC6이

ALDC12에 비해 결함 발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4에 응고 과정에서 제품에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해석 결과를 나타냈다. Fig. 4(b)에 나타낸 바와 같

이 ALDC6은 ALDC12에 비해 응고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놓은 잔류응력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rib 부분에 집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응고과정에서 발생되는 잔류응력이 실제 제품 제조 시

에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이캐

스팅으로 제품을 제조하였고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

냈다.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ALDC6에서는 제품 표

면에 균열이 발견되었지만, ALDC12에서는 발견되지 않

았다. 이러한 균열은 스트레스 해석 결과에서 예측된 것

처럼 응고 과정에서 발생한 잔류응력이 해소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균열의 형태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광학 현미

경을 이용하여 균열 부위를 관찰하였다. 제품의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Fig. 6에 나타낸 것처럼 결정립계를 따라

전파되는 입계파괴 형태를 보였으며, 이러한 입계파괴는

응고과정에서의 제품 내 인장응력에 의해 발생되는 열간

균열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5) 이와 같은 주조 특성

의 차이는 알루미늄 합금에 첨가된 Si, Mg와 같은 원소

Fig. 4. Simulation result of stress; (a) ALDC12 and (b) ALDC6.

Fig. 5. Thin-walled endplate cast in (a) ALDC12 and (b) ALDC6;

Arrows were indicated the cracks.

Fig. 6. Optical image of intergranular crack in ALD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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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으로 생각되어지며, ALDC6의 다이캐스팅 제품 제

조를 위해서는 금형 온도, 주조 공정 최적화 등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ALDC6 및 ALDC12 용탕을 가지고 실시한 Tatur 실

험의 결과를 Fig. 7에 나타냈다. Tatur 실험에서 파이프

형상으로 줄어든 부피는 응고과정에서의 수축 양이 된

다. 깔때기 모양의 금형 형상 때문에 용탕은 아래에서 위

로 순차적으로 차 오르게 되며, 최종 응고 부위에 파이

프 형상으로 수축이 발생하고 이것이 미세수축의 전체 양

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금형의 중앙부로 줄어든

수축양은 ALDC12이 ALDC6에 비해 더 컸으나, ALDC6

의 경우 용탕과 금형의 접촉면에서 응고 수축이 크게 발

생하고 용탕 양이 적은 입구 부분에서 큰 냉각속도 차

이에 의해 크랙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열간 균

열은 주조 후 응고 수축이 일어날 때 발생한 잔류응력

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11) 

일반적으로 액체는 응고과정을 통해 불규칙한 충전구

조에서 조밀하고 규칙적인 결정상으로 원자가 재배열하기

때문에 수축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가장 조밀한 고체는 입

방 밀집 구조를 가지게 되며 금속은 응고과정에서 큰 수

축 값을 보여준다. Mg은 응고과정에서 4.1% 수축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5)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에서 벗

어나서 응고과정에서 팽창하는 물질들이 있다. Si, Ce, Bi

등은 응고과정에서 팽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Si의

응고 수축률은 −2.9%로 응고과정 중 팽창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이러한 수축률의 차이가 Si이 10% 정도 들

어있는 ALDC12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열간 균열이 ALDC6

에 발생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응고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분석 결과 Al-Mg계 합금은

Al-Si계 합금에 비해 응고 후 큰 잔류응력과 뒤틀림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잔류응력과 뒤틀림은 Mg

의 큰 응고 수축률에 기인하며 Al-Si계 합금과는 달리

Al-Mg계 합금 제품에서는 응고과정에서 열간 균열과 같

은 제품 결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결함을 제어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금형 온도로 제품의 냉각 속도를

제어하고 다이캐스팅 주조 조건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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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urface and Cross sections of the Tatur test castings; (a)

ALDC12 and (b) ALDC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