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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microstructures of aluminum-matrix composites fabricated by the dispersion of fine

alumina particles less than 20 µm in size into 6061 aluminum alloys a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In the as-quenched state,

the yield stress of the composite is 40~85 MPa higher than that of the 6061 alloy. This difference is attributed to the high density

of dislocations within the matrix introduced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s between the matrix and

the reinforcement. The difference in the yield stress between the composite and the 6061 alloy decreases with the aging time

and the age-hardening curves of both materials show a similar trend. At room temperature, the strain-hardening rate of the

composite is higher than that of the 6061 alloy, most likely because the distribution of reinforcements enhances the dislocation

density during deformation. Both the yield stress and the strain-hardening rate of the T6-treated composite decrease as the testing

temperature increases, and the rate of decrease is faster in the composite than in the 6061 alloy. Under creep conditions, the

stress exponents of the T6-treated composite vary from 8.3 at 473 K to 4.8 at 623 K. These exponents are larger than those

of the 6061 matrix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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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금속기복합재료는 연속섬유강화형에 국한되지 않고, 불

연속섬유강화형에서도 높은 강도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이

1960년대에 뚜렷해진 이후, 자동차, 우주·항공재료 등

에 본격적인 실용화를 목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

다.1) 그 중에서도 Al기 복합재료는 비강도, 비강성 등

이 중요시 되는 용도에 대하여 유망한 재료로서 주목되

었다.2-3) 이와 같은 재료에 이용되는 강화재로서는 탄소,

SiC, Al2O3, 붕소 등의 장섬유, 또는 SiC, Si3N4 등의

휘스커(whisker), 특히 각종 세라믹 미세분말 등이다.4) 이

중에서 입자를 분산시킨 Al합금은 내마모성이나 흡진성

등에 관하여 휘스커 첨가합금에 가까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성능이 등방적인 점, 복잡한 형상을 종래의 주

조법과 가공법으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가 저렴

한 점 등 많은 이점이 있다.1)

이와 같은 재료의 제작은 주로 분말야금법과 주조법이

이용되지만, 제조단가 면에서는 주조법이 유리하다. 또,

고강도를 얻기 위해서는 모상합금으로서 시효경화성을 갖

는 2000, 6000, 7000번대의 합금이 이용된다. 종래, 주

조법을 이용하여 알루미나를 주성분으로 한 평균직경 20

µm인 구상입자를 20 vol% 포함하는 6061Al합금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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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낮은 단가, 특히 높은 피로강도와 고탄성율을 나

타내는 점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5-6) 그러나 이 복

합재료의 시효경화성에 대해서는 모상합금보다 시효가 촉

진되어 최고 경도값이 상승한다는 간단한 경도측정결과7)

만이 있을 뿐이며, 고온강도에 대해서도 크리프특성의 일

례만이 보고되었을 뿐이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복합재료의 시효특성, 실온

에서 고온(723 K)까지에 대한 항복응력의 온도의존성 및

크리프특성을 모상합금과 상세하게 비교·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 사용한 복합재료는 Comral-85이다. 35 kg의

용융6061Al합금에 α-Al2O3를 주체로서 3Al2O3-2SiO2가

포함되어 있는 미세입자(Micral-20)를 예열 후 첨가하

여, 교반·주입에 의해 직경 127 mm, 길이 300 mm의

빌릿(billet)으로 제작하였다. 첨가한 입자의 평균직경은

20 µm, 체적율은 20 %이다. 빌릿을 종방향으로 2개로 절

단한 후, 733 K에서 7~20 m/min의 속도로 압출가공 하

여 직경 19 mm인 로드형상으로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비교재료로서 모상 조성에 상당하는 6061합금을 사용하

였으며, 시료의 화학분석값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동

일 배치(batch)로부터 입수한 재료가 소량씩이었기 때문

에 2종류의 복합재료와 4종류의 6061합금으로서 구별하

여 나타내었다. 사용한 시료의 주요성분인 마그네슘과 규

소의 조성값은 각 시료에 대해 상당한 오차가 있지만,

복합재료B의 마그네슘 값을 제외하고 6061합금의 기준

조성인 Mg:0.8~1.2 %, Si:0.4~0.8 %의 범위 내에 있다.

이와 같은 시료로부터 압축시험편은 3 × 3 × 5 mm, 크

리프 시험편은 직경 3.2 mm, 게이지 길이 25.4 mm인 아

령(dumbbell)형태로 절단한 후, 803 K에서 5.4 ks 동안

용체화처리 후 칭하고, 448 K에서 시효처리를 실시하

였다. 열처리는 파이렉스 글래스 관에 시료를 넣고 Ar

가스 분위기에서 실시하였다. 시효처리 후, 약 3 % 소

성변형될 때까지 압축시험을 통하여 항복응력을 측정하

였다. T6처리(448 K에서 28.8 ks 동안 시효처리)한 시료

에 대해서 실온부터 723 K의 온도범위에 대한 항복응력

의 온도의존성을 구하였다. 또한, 동일한 T6처리한 시료

에 대해서 473 K에서 673 K 범위의 각 온도에서 크리

프시험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시효처리 또는 변형시

험을 실시한 후의 시료로부터 정밀절단기를 이용하여 약

0.3 mm 두께의 박판을 절단하여 20 %과염소산-80 %에칠

알콜 전해액을 이용하여 twin-jet법에 의해 투과전자현미

경용 시료를 제작하였다. 복합재료에 대해서는 전해연마

후, ion-milling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압출 후의 조직

Fig. 1은 강화입자를 용탕에 첨가하기 전 상태의 SEM

조직사진이다. 입자는 거의 완전한 구상이고, 표면에는 많

은 패싯(facet)이 있으며, 개개의 결정립을 식별할 수 있

다. Fig. 2는 압출 후 T6처리를 실시한 복합재료A의 종

단면에 대한 광학현미경 이미지이다. 첨가입자는 압출재

내에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은 압출 후 T6처리를 실시한 복합재료A의 모상을

전해연마에 의해 용해하여 추출한 입자의 SEM이미지 이

지만, 입자에는 Fig. 1에 나타났던 패싯은 확인할 수 없

었는데, 이것은 용융·교반 중에 입자표면과 모상이 반

응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복합재료 내의 구상입자

와 모상의 계면에는 스피넬구조를 갖는 MgAl2O4와 bcc

구조를 갖는 α-AlFeSi가 형성되며, MgAl2O4의 형성은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pecimens(mass%).

Mg Si Cu Fe Ti Mn Cr

Composite A 0.90 0.68 0.27 0.22 0.11 - -

Composite B 0.66 0.60 0.12 0.23 0.088 0.09 0.05

6061 A alloy 0.80 0.76 0.16 0.22 0.009 0.12 0.07

6061 B alloy 0.82 0.58 0.26 0.14 0.011 0.10 0.11

6061 C alloy 1.00 0.71 0.30 0.32 0.03 0.11 0.14

6061 D alloy 0.98 0.56 0.34 0.15 0.03 0.07 -

Fig. 1. SEM micrograph showing ceramic micro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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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상의 Mg를 소비하는 반면, α-AlFeSi의 형성은 첨가

입자와 모상으로부터 Si를 소비한다는 것이 이미 보고7,9)

되어 있기 때문에, 모상의 조성은 변화할 가능성이 크

다고 판단된다.10)

3.2 시효경화곡선과 석출조직

Fig. 4는 803 K에서 5.4 ks 동안 용체화처리 후 칭

하여 448 K에서 시효처리한 시료에 대해서 압축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의 항복응력(0.2 % 내력)의 시효처리시간에

따른 변화이다. 용체화처리 후의 칭상태에서는 복합재

료가 6061합금에 비해서 40~85 MPa 정도 높은 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분산입자의 간격은 약 30 µm이며, 이것

으로부터 예측되는 Orowan응력11,12)은 약 3 MPa이므로,

단순한 분산강화로는 설명할 수 없다.

Fig. 5에는 그 상태에서의 전위조직을 나타내었다. Fig.

5(a)에 나타낸 복합재료B 내의 고밀도 전위는 Dutta 등

의 보고13)에도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칭 과정 중

에 첨가입자와 모상과의 열팽창계수 차이(Al: 23 × 10−6/

K, Al2O3: 8 × 10−6/K)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복합재료B에서 전위는 Fig. 5(a)의 좌측 상부와 같이 첨

가입자 근방에만 특히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상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6061 B합금에서

는 Fig. 5(b)와 같이 국부적으로 랜덤한 전위배열이나 소

각입계가 관찰되었지만, 다른 부분의 전위밀도는 낮다. 복

합재료B의 평균전위밀도는 약 1.5 × 1013m−2, 6061 B합

금은 약 2.4 × 1011 m−2이다. Dutta 등은 Al2O3 강화재를

15 vol% 포함한 6061합금 복합재료에 대해서 용체화처

리 후 칭상태에서 7.8 × 1012m−2의 전위밀도를 보고하

 

 

 

 

Fig. 2. Optical micrograph of composite A aged at 448 K for 28.8 ks

after solution heating at 803 K for 5.4 ks and cold water quenching.

Fig. 3. SEM micrograph of composite A.

Fig. 4. Variation of 0.2 % proof stress with aging time. Specimens

were solution-treated at 803 K for 5.4 ks, quenched into iced water

and aged at 448 K.

Fig. 5. (200) dark field images of composite B (a) and 6061 B

alloy (b) after quen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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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13) 첨가입자의 체적율 차이를 고려하면, 본 실험의

결과와 Dutta 등의 결과는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 2가지 재료의 전위밀도 차이로부터 τdisl. =

αµbρ1/2 인 식으로부터 구한 전위에 의한 강화량은 약

29 MPa이다. 여기서, 정수 α = 0.4, 강성율 µ = 26 GPa,

버거스벡터 b = 0.286 nm, Taylor인자 2.5를 이용하였다.

이 값으로부터 용체화처리 후 칭상태에서의 두 재료

의 강도차 85 MPa인 35 % 정도가 칭 중에 도입된 전

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Fig. 4로부터 복합재료 및 6061합금은 모두 448 K에서

의 시효처리에 의해 항복응력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시료 간에 편차는 있지만, 약 3 ks 시효처리 후부터

두 재료의 항복응력 차이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최대강도를 나타내는 시점에서의 석출조직을 Fig. 6에

나타내었다. 6061합금의 석출과정은 구상 GP zone →침

상 GP zone →정합인 침상 β"상 →반정합인 봉상 β '상

→  판상의 평형 β상(Mg2Si)이라는 것이 보고되었다.14)

Fig. 6에서도 <100>방향으로 평행하게 미세한 β"상이 침

상으로 석출하였으며, 이 β" 석출물의 크기와 분포는 복

합재료B와 6061합금 간에 큰 차이는 없다.

복합재료B에서는 용체화처리 후 칭과정에서 도입된

전위 상에 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래스(lath)형태의

석출물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래스형태 석출물의 강도에

대한 기여는 두 재료의 강도차이로 보아 작다고 판단된다.

Fig. 7은 과시효단계의 석출조직이다. Fig. 6에 비해서

석출물은 봉상으로 성장해 있으며, β '상이라고 판단된

다. 이 시효단계에서도 복합재료B에는 전위 상에 조대

한 래스형태의 석출물이 관찰되었다. 

Dutta 등은 6061합금에 입상의 Al2O3입자를 첨가하여

주조법으로 제작한 복합재료의 경우, 석출경화속도는 모

상 합금보다 빠르고, 또한 최고 경도값도 높아진다고 보

고하였다.13) 그 이유는 복합재료 내의 고밀도 전위 상에

β"상의 석출이 일어나며, 특히 전위의 존재가 β"상의 성

장에 중요한 Mg의 확산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본 실

험과 동일한 Comral-85복합재료를 사용한 실험에서도, 경

도측정 결과로부터 복합재료는 시효가 촉진된다고 보고

되어 있는데, 이는, 복합재료 모상 내부에 과승인 Si의

존재와 칭속도가 느린 점에 따른 칭 중의 석출진행

에 의한다고 설명되어 있다.7)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다

른 배치(batch)로부터 얻은 복수의 시료를 사용하였기 때

문에 시료 간에 항복응력의 편차가 있겠지만, 시효경화

곡선의 최고강도나 그 시효시간에 대한 복합재료와 모

상합금 간에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시효

석출의 주요성분인 Mg와 Si의 양 및 그 비율과 시효강

화량이나 최고강도에 도달하는 시간과의 사이에 계통성

도 확인할 수 없었다. 

Fig. 4에서 칭 후의 시효처리에 의한 경화량은, 6061

합금에서는 평균 205 MPa 정도이지만, 복합재료의 경화

 

 

 

  

 

Fig. 6. (220) dark field images of composite B (a) and 6061 B

alloy (b) aged at 448 K for 28.8 ks.

Fig. 7. (220) dark field images of composite B (a) and 6061 B alloy

(b) aged at 448 K for 108 ks (over 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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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약 155 MPa이며, 6061합금의 경화량의 76 %에도

못 미친다. 이것은 복합재료의 경우 첨가입자를 20 %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효처리 동안의 강도상승에는 나

머지 80 % 모상만의 시효경화가 기여하기 때문이며, 또

한 계면반응에 의해 Mg와 Si가 소비되기 때문이라고 판

단된다.

3.3 소성변형거동

Fig. 8은 각 시효단계의 복합재료와 6061합금을 실온

에서 약 3 % 소성변형까지 압축시험한 응력-변형곡선으로

부터 항복 후 1 % 소성변형 점의 가공경화율을 읽어, 항

복응력에 대해서 플로팅 한 그래프이다. 가공경화율은 2

재료 모두 항복응력이 상승함에 따라 거의 직선적으로

저하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동일한 항복응력에서 비교

하면, 가공경화율은 복합재료가 6061합금보다 높다. 이

것은, 복합재료를 실온에서 소성변형 시키면 분산입자가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며, 변형에 의해 도입된 전위밀도

가 복합재료 쪽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3.4 강도의 온도의존성

Fig. 9는 T6처리 후의 복합재료B와 6061D합금에 대

한 항복응력의 온도의존성이다. 항복응력은 두 시료 모

두 시험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하지만, 경향성은 복

합재료B가 더욱 뚜렷하다. 실온에서 복합재료B의 항복

응력은 6061D합금보다 약 40 MPa 정도 높은 값을 나

타내고 있지만, 550 K 부근에서는 거의 유사한 항복응

력값을 나타내며, 723 K에서는 반대로 6061D합금이 20

MPa 정도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Fig. 10은 T6처리한 시료를 고온압축시험을 실시하였

을 때의 응력-변형곡선으로부터 항복 후 1 % 소성변형

후의 가공경화율을 구해서 시험온도에 대해서 플롯팅한

그래프이다. 실온에서는 복합재료B가 6061D합금보다 큰

가공경화율을 나타내지만, 400 K보다 높은 시험온도에서

는 반대로 6061D합금이 커지며, 650 K 이상에서는 2가

지 시료 모두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3.5 크리프특성

Fig. 11은 복합재료A와 6061C합금을 473~673 K의 온

도범위에서 크리프시험을 통해 구한 응력과 최소 변형

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 Nieh15)의

6061합금에 대한 결과도 함께 나타내었다. 2가지 시료 모

두 473~673 K의 시험온도에서는 응력과 최소 변형속도

의 함수 간에 직선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실험에서 조사한 응력범위에서는 복합재료A의 크리프 강

도가 6061C합금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lnε/∂ nσ

로 정의되는 응력지수(n값)는, 복합재료A에서는 시험온도

상승과 함께 473 K에서의 8.3에서 623 K에서의 4.8까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첨가입자와 모상의 열적

인 미스매치(mismatch)가 고온이 될수록 해소되기 때문이

라고 설명할 수 있다.8) 동일한 시험온도에서 비교하면, 예

l
·

Fig. 10. Temperature dependence of strain hardening rate.

Fig. 9. Temperature dependence of 0.2 % proof stress.Fig. 8. Variation of strain hardening rate with 0.2 % proof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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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673 K에서 n값은, 복합재료A에서는 5.2, 6061C

합금에서는 3.6으로 복합재료A가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순금속이나 고용체합금에 분산입자가 포함되

는 경우, n값은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다.16) 본 실험에

서는 분산입자의 크기가 20 µm로 큼에도 불구하고, 입

자첨가에 의한 n값이 증가하였다.

변형속도가 보다 빠른 압축시험(변형속도: 3.3 × 10−4 s−1)

에서는, 시험온도 상승에 따른 강도저하의 경향성은 복

합재료가 6061합금보다 뚜렷하다. 가공경화율은 Fig. 10

의 400 K 이상에서, 강도는 Fig. 9의 550 K 이상에서 복

합재료가 낮다. Fig. 11에서, 673 K에서의 크리프시험에

의한 복합재료A와 6061C합금에 대한 응력과 최소 변형

속도 간의 직선관계는 보다 빠른 변형속도까지 연장하

면 거의 2.0 × 10−4 s−1에서 교차한다. 즉, 보다 빠른 변

형속도에서는 복합재료A가 낮은 응력에서 변형이 가능

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Fig. 9의 압축시험 결과와 잘 일

치한다. 변형속도의 차이에 따른 복합재료와 6061합금의

고온강도가 역전하는 현상은 초기 전위밀도의 차이에 의

한 가동전위밀도의 온도의존과 변형의존성 및 회복, 시험

동안 시효의 진행, 가동전위와 첨가입자와의 상호작용 등

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Fig. 12는 T6처리 후의 복합재료A와 6061C합금을 동

일한 573 K에서 187 ks 동안 크리프시험을 실시한 후,

투과전자현미경(TEM)을 이용하여 관찰한 (200)암시야 이

미지이다. 복합재료(a), 6061합금(b) 모두 Fig. 6에 나타

낸 T6처리 후의 석출조직과는 매우 다르며, 석출물이 조

대화 되어, 크리프시험 중에 시효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석출물 크기는 복합재료가 미세하며, 크리

프시험 동안의 시효진행이 늦다는 것을 시사한다.

4. 결 론

1) 용체화처리 후 칭상태의 항복응력은 복합재료가

6061합금보다 40~85 MPa 정도 높다. 이것은 칭 동안

에 강화입자와 모상의 열팽창계수의 차이에 의해 발생

한 전위의 존재에 기인한다. 

2) 448 K에 대한 시효경화곡선의 최고 강도에 도달하

는 시효처리 시간은 복합재료와 6061합금 간에 계통적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시효처리에 따른 강도 차

이는 작아졌다.

3) 실온 압축시험에 의한 응력-변형곡선으로부터 구한

가공경화율은 복합재료가 크며, 이 현상은 입자의 분산

이 가공에 따른 전위밀도의 증가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4) T6처리한 복합재료의 항복응력 및 가공경화율의 시

험온도 상승에 따른 감소 비율은 모두 복합재료가 6061

합금보다 크다.

5) T6처리한 복합재료에서는, 473~673 K의 크리프시험

온도 상승과 함께 응력지수 값은 8.3에서 4.8까지 저하

 

 

Fig. 11. Variation of minimum strain rate with stress. Specimens

were aged at 448 K for 28.8 ks.

Fig. 12. (200) dark field images of creep tested specimens at 573 K

for 187 ks after T6 treatment. (a) composite A deformed 2.8 % under

a stress of 60 MPa, (b) 6061 C alloy deformed 2 % under a stress

of 43.6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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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 온도범위에 대한 복합재료의 값은 6061합금보

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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