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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Ca 첨가 영향

정영길 * ·양원석 * ·김세광 * ·임현규 *,† ·오건영 ** ·김영균 *** ·김도향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소재공정연구부문, **LG전자 생산기술원, 

***고등기술연구원 신소재공정센터,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The Effect of Ca Addition on Creep Behavior of 
As-cast Mg-8.0Zn-1.6Y Alloys with Icosahedral Phase

Young-Gil Jung*, Wonseok Yang*, Shae K. Kim*, Hyunkyu Lim*,†, Gun-Young Oh**, 

Youngkyun Kim*** and Do Hyang Kim****

*Advanced Materials and Process R&D Department,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ncheon 21999, Republic of Korea
 **Materials & Productio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LG Electronics, Pyeongtaek 17709, Republic of Korea

***Advanced Materials & Processing Center, Institute of Advanced Engineering, Yongin 17180, Republic of Korea
 ****Dept. of Metallurgica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Seoul 03722,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e high-temperature stability of Mg-8.0Zn-1.6Y (wt.%) alloys upon the addition of Ca has been investigated by characterizing
the ignition temperature, microstructure, tensile and creep properties. The ignition temperature increases with an increase in the Ca
content, indicating that an addition of Ca enhances the ignition resistance of the Mg-Zn-Y alloy. The as-cast microstructures of all
tested alloys mainly consisted of the dendritic -Mg matrix and I-phase (Mg3Zn6Y) at the grain boundaries. In the Ca-added Mg-
8.0Zn-1.6Y alloys, the Ca2Mg6Zn3 phase forms, with this phase fraction increasing with an increase in the Ca contents. However, a
high volume fraction of the Ca2Mg6Zn3 phase rather deteriorates the mechanical properties. Therefore, a moderate amount of Ca
element in Mg-8.0Zn-1.6Y alloys is effective for improving the tensile and creep properties of the Mg-Zn-Y alloy. The Mg-8.0Zn-
1.6Y-0.3Ca alloy exhibits the highest tensile strength and the lowest creep strain among the alloys investigated in the present study.
The creep resistance of Mg-Zn-Y-Ca alloys depends on the selection of the secondary solidification phase; i.e., when Ca2Mg6Zn3

forms in an alloy containing a high level of Ca, the creep resistance deteriorates because Ca2Mg6Zn3 is less stable than the I-phase
at a hig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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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Mg 합금은 가볍고 독특한 기계적 성질로 인해 자동차 및

군수 사업을 비롯하여 경량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부품에 적

용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마그네슘 합금 중에서도

Mg-Al계 합금은 우수한 주조성과 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폭 넓게 사용 되어 왔지만, Mg17Al12상의 열적 안정성이 낮

기 때문에 Mg-Al계 합금은 고온 특성 즉, 우수한 내 크리

프 특성을 요구하는 부품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내 크리프

특성이 향상된 Mg 합금 개발이 요구 되고 있다[1-3]. 일반

적으로 Mg 합금에 희토류 원소(RE) 첨가는 고온 특성을 향

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Mg-Zn-RE-Zr

(ZE41) 합금은 우수한 고온 크리프 저항성과 고강도를 가지

고 있으므로 ZE41 합금은 군사용 기어 박스(Gear box)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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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하우징(Generator Housing)과 같은 주조용 고온 부

품에 적용 되어 왔다. 그러나, 합금화 과정에 있어서 Mg 용

탕 내에 희토류 원소(RE) 첨가는 산소와 반응성이 높고, 높

은 온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조 과정에 있어서 폭발의 위

험과 안전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4,5]. 이와

같이 용해 및 주조 과정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양한 희토류 원소(RE) 첨가한 합금들이 개발 되어 왔으며,

특히 Mg-Zn-Y 합금은 상온과 고온에서 우수한 기계적 물성

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목 받아 왔다[6-8]. Mg-Zn-Y 합금은

Zn/Y비율(at.%)에 따라서 W상(Mg3Zn3Y2), I상(Mg3Zn6Y)

및 LPSO (Long-Period-Stacking Ordered, Mg12ZnY)상

이 생성되며 그 중에서도 I상(Mg3Zn6Y)은 그 비율이 5~7일

때 생성되며, 우수한 열적 안정성으로 인해 내 크리프 특성

향상과 고온에서 결정립 고정 효과(Grain boundary pinning)

를 기대 할 수 있다[6-8]. 그러나 지금까지 주조 상태에서

크리프 물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따라서 이번 연

구에서 I상(Mg3Zn6Y)을 갖는 주조용 Mg-Zn-Y 합금의 크리

프 거동 및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고온 크리프 특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Mg-

Zn-Y 합금계에서 다른 제2차상들에 비해 열적 안정한 I상을

갖도록 Zn/Y(at.%) 비율 범위에 따라 합금 조성이 선정 되

었다[9]. 또한, Mg 합금 발화 저항성에 있어서 취약한 단점

을 갖고 있으므로, 향후 항공기 및 자동차 부품 적용에 있어

서 운행 중 또는 충돌 이후 화재는 2차 사고와 같은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Mg 합금의 발화 저항

성을 향상을 위해 Mg 용해 과정에서 치밀한 산화막 형성으

로 용탕 보호 효과가 있는 제 4의 합금 원소로 Ca 이 선

택 되었으며, 또한 Ca 첨가로 인해 생성되는 2차상은 고온

특성을 향상 시키는 역할을 할 수 가 있다[10].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Ca 첨가로 내 발화성 향상된 Mg-8.0Zn-

1.6Y 합금의 크리프 거동과 및 특성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2. Experimental Procedure

본 연구에 설계한 조성의 합금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각 합금은 Pure Mg, Zn와 Mg-6.92Ca, Mg-25Y, Mg-

33Zr 모합금을 사용하였다. Mg-Ca 모합금은 NICE LMS

Co. Ltd로 부터 제조된 모합금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이 모

합금은 CaO 분말을 Mg용탕에서 환원시켜 만든 모합금으로

Ca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11]. 설계

된 조성에 맞게 앞서 언급한 합금원소 및 모합금을 전기 저

항로를 사용하여 SF6 + CO2 분위기에서 용탕 온도 1,023K

에서 용해 한 뒤 983K 온도에서 사각 금형에 주조 하였다.

설계된 합금에 형성된 2차상을 예측 하기 위해 JMatPro7.0

software를 사용하여 Mg database의 Equilibrium mode 이

용하여 생성되는 2차 상분율을 예측하였으며, 고분해능 X-선

회절 분석기(HR-XRD, SmartLab)을 이용하여 제조된 합금

의 상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미세 조직 분석을 위해 광학

현미경(OM, Nikon MA200), 에너지분산분석기(EDS, EDAX)

가 설치된 주사전자 현미경(SEM, FEI QUANTA 200F)을

사용하였다. 또한 생성된 2차상의 회절 패턴 분석을 위해 투

과전자현미경(TEM, JEOL 2001, FX)을 이용하였으며, 시편

의 전처리는 이온 밀링기(Gatan, Model 600)를 사용하였다.

발화 온도 측정은 시차 열분석기(DTA, TA instrument SDT

Q600)를 사용하였으며 측정 조건은 Dry air gas 분위기,

373~1,573K 온도 범위에서 283K/min 속도로 측정 하였다.

상온 및 고온 인장 시험은 ASTM B557-84 규격에 따라

주조된 사각 블록에서 가공하여 1.0mm/min 의 속도로 측정

하였다. 또한 크리프 시험은 423K에서 하중변화에 따른80,

90, 100 및 110MPa 조건으로 수행 하였으며, 100MPa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398, 423, 448 및 473K 조건으로 크리

프 시험을 수행하였다.

3. Results

3.1 Ignition temperature

DTA를 이용한 발화 온도 측정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

다. Fig.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ZE41, ZW82, ZWO8203

및 ZWO8205의 발화 온도는 각각 868.71K, 1,098.16K,

1,158.96K 및 1,188.03K로 측정 되었다. 본 연구에 설계된

합금의 발화 온도는 ZE41 합금 보다 높은 발화 온도를 보

Table 1. Nominal chemical compositions of tested alloys (wt.%)

Alloys Mg Zn Y Ca Zr

ZW82 Bal. 8.0 1.6 - 0.6

ZWO8203 Bal. 8.0 1.6 0.3 0.6

ZWO8205 Bal. 8.0 1.6 0.5 0.6
Fig. 1. The DTA results for determining the ignition temperatures of

ZW82, ZWO8203 and ZWO8205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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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발화 저항성은 산화반응에 대한 깁스 자유 에너지 변

화와 합금원소의 고용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2]. ZE41

합금에 첨가된 희토류 원소(RE)는 대부분 Ce 및 La으로 구

성 되어 있다. Y. M. Kim 등에[12] 따르면 첨가된 합금

원소가 산소와 반응 시 음의 깁스 자유 에너지 값을 갖고,

Mg 기지에 높은 고용한을 갖게 될 경우 온도가 증가 됨에

따라 Mg 기지로 고용된 원자가 Mg 표면에서 산화막을 형

성하여 발화 저항성이 향상 된다고 보고 하고 있다. 그러므

로 고온에서 Y 원소의 고용도는 Ce와 La과 같은 합금 원

소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산소와 반응에 있어서 음의 깁

스 자유 에너지를 가지므로 온도가 증가됨에 따라 Y 원자가

Mg 기지에 고용되므로 발화 저항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12]. 또한, Ha 등에[11] 따르면 Ca 첨가 시

용탕 표면에 얇고 치밀한 CaO-MgO 산화막을 형성하여 발

화 저항성을 높인다고 보고 되고 있다.

3.2 Microstructure and phase analysis

Fig. 2(a)~(c)는 JMatPro의 Equilibrium mode 이용하여

생성된 이차상의 유형과 상분율(wt.%)이 계산된 결과이다.

JMatPro 계산 결과에 따르면 W상(Mg3Zn6Y)은 약 850K

에서 생성되었고 그 분율은 I상(Mg3Zn6Y) 형성과 함께 감

소 되었으며, 이는 W상(Mg3Zn6Y)이 I상(Mg3Zn6Y)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ZW82 합금에 생성된 2

차상은 I상(Mg3Zn6Y)이고 423K에서 상분율은 9.45(wt.%)

이다. Ca이 첨가된 ZW82 합금의 경우 Ca을 포함하는 상

의 생성과 함께 다른 구성 상의 분율이 미미하게 변하였다.

ZWO8203, ZWO8205 합금의 경우 구성상은 I상(Mg3Zn6Y)

상과 Ca2Mg6Zn3 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423K에서 상분율은

각각 9.95, 1.58(wt.%)과 9.93, 1.91(wt.%)로 JmatPro 계산

결과 나타났다. 계산된 결과로부터 ZW82, ZWO8203 및

ZWO8205 합금의 I상(Mg3Zn6Y) 분율은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 보이고 있으며, Ca 함량 증가에 따라 Ca2Mg6Zn3 상분

율이 증가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은 HR-XRD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측정된 세합금에

서 공통적으로 α-Mg, I상(Mg3Zn6Y) 및 W상(Mg3Zn3Y2)

의 diffraction peak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W상(Mg3Zn3Y2)의

경우 낮은 intensity를 보이고 있다. Ca 첨가된 ZWO8203과

ZWO8205 합금의 경우 Ca2Mg6Zn3 diffraction peak이 관

찰 되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매우 약한 diffraction peaks 을

갖는 unidentified상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4는 본 연구에 설계된 합금의 광학 현미경 관찰 결과

를 나타내었다. 주조된 합금은 전형적인 dendritic 미세 구조

를 보이고 있으며, α-Mg와 결정립계에 2차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5는 주사전자현미경 (SEM)

Fig. 2. The types of phases and their phase fractions (wt.%) in (a) ZW82, (b) ZWO8203 and (c) ZWO8205 alloys predicted using the
equilibrium model.

Fig. 3. The HR-XRD results for (a) ZW82, (b) ZWO8203 and (c) ZWO8205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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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BSE(backscattered electron) image 관찰 결과를 나타내

었으며, Table 2는 SEM-EDS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ZW82, ZWO8203 및 ZWO8205 합금의 SEM image명암

차이에 따라 Mg, Zn 및 Y 요소로 구성되었으며(‘a’와 ‘b’로

표시) 해당 구성은 I상(Mg3Zn6Y)과 유사하며, JMatPro 및

XRD 결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EDS 분석

결과 높은 Mg 함량은 주변 α-Mg과 electron beam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결과이다. ZW82에서 다른 밝은 대비의 Mg-

Zn-Y상(‘c’로 표시) 이 추가로 관찰되었으며,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구성은 I상(Mg3Zn6Y) 보다 W상(Mg3Zn3Y2)에

더 가까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Ca 첨가됨에 따라서 I

상(Mg3Zn6Y) 주변에서 Mg, Zn 및 Ca 원소로 구성된 Fig.

Fig. 4. The optical microstructures of as-cast (a) ZW82, (b) ZWO8203, and (c) ZWO8205 alloys.

Fig. 5. SEM images of (a) ZW82, (b) ZWO8203 and (c) ZWO8205 alloys.

Table 2. The EDS analysis results on the SEM image in Fig. 5.

Alloys Area
Chemical composition (at.%)

Possible phase
Mg Zn Y Ca Zr

ZW82

ⓐ 61.17 32.40 6.42 - - I-phase (Mg3Zn6Y)

ⓑ 66.19 28.89 4.92 - -

ⓒ 71.84 19.89 8.26 - - W-phase (Mg3Zn3Y2)

ZWO8203

ⓐ 54.89 39.19 5.92 - - I-phase (Mg3Zn6Y)

ⓑ 36.91 54.91 8.18 - -

ⓒ 70.69 21.91 - 7.39 - τ-Ca2Mg6Zn3

ⓓ 68.23 23.77 - 8.00 -

ZWO8205

ⓐ 62.01 33.22 4.77 - - I-phase (Mg3Zn6Y)

ⓑ 51.50 41.74 6.74 - -

ⓒ 67.23 24.03 - 8.74 - τ-Ca2Mg6Z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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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 및 (c)에서 관찰 되었으며,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

이 EDS 분석 결과는 Ca2Mg6Zn3에 가까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Fig. 6에 투과전자현미경(TEM) 관찰에 따른 SAD 패

턴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6(a)와 (c)의 SAD 패턴은

각각 icosahedral 구조의 2, 5-fold symmetry 보이고 있으

며, 이것은 I상(Mg3Zn6Y)의 전형적인 특성과 일치한다

[13,14]. 또한, Fig. 6(b)의 SAD 패턴은 [112] 면에서 FCC

구조를 갖는 W상(Mg3Zn3Y2)과 일치 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

다[2]. ZWO8205의 경우, [2-21] 면에서 Hexagonal 구조와

일치하는 SAD 패턴을 갖는 Ca2Mg6Zn3 상이 관찰되었으며

Fig. 6에 나타내었다[15]. 상분석 및 미세조직 분석 결과로부

터, ZW82 합금의 2차 상은 I상(Mg3Zn6Y)과 낮은 분율의

W상(Mg3Zn3Y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a 첨가된 ZWO8203

과 ZWO8205 합금의 경우 I상(Mg3Zn6Y)과 Ca2Mg6Zn3 상

으로 구성되어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3 Mechanical properties

상온 및 423K에서의 인장 시험 결과는 Table 3 나타내었

다. ZW82, ZWO8203 및 ZWO8205합금의 상온 인장 항

복 강도는 각각 123.85±2.38, 139.50±1.91 및 134.52±1.80

MPa로 측정 되었다. ZWO8203과 ZWO8205합금의 상온

인장 항복 강도는 Ca 함량의 첨가에 따른 2차상의 분율 증

가로 인해 ZW82합금 보다 높아 졌으며, ZWO8203합금의

항복 강도가 ZWO8205합금의 항복 강도보다 더 높은 결과

Fig. 6. The TEM images and corresponding SAD patterns of secondary phase in the as-cast alloys : (a) I-phase (Mg3Zn6Y) and (b) W-phase
(Mg3Zn3Y2) in ZW82 alloy; (c) I-phase (Mg3Zn6Y) and (d) Ca2Mg6Zn3 in ZWO8205 alloy.

Table 3. The tensile properties at room temperature and 423 K of ZW82, ZWO8203 and ZWO8205 alloys.

Alloys Temperature TYS (MPa) UTS (MPa) E (%)

ZW82
R.T 123.85±2.38 204.47±2.18 4.74±0.58

423 K 110.99±1.78 163.92±5.56 9.33±2.21

ZWO8203
R.T 139.50±1.91 222.0±9.35 4.75±0.96

423 K 122.75±3.86 170.75±11.53 8.48±2.38

ZWO8205
R.T 134.52±1.80 195.86±9.12 3.89±0.83

423 K 116.42±2.43 156.93±12.84 8.3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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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고 있다. ZW82, ZWO8203 및 ZWO8205합금의

연신율은 각각 4.74±0.58, 4.75±0.96 및 3.89±0.83%로 측

정 되었다. ZW82와 ZWO8203합금의 연신율은 거의 유사

한 값을 갖고 있지만 ZWO8205의 연신율은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상온 인장 시험 결과로부터 ZW82 합금에

Ca 함량이 0.3 wt.% 첨가 될 때 항복, 인장 및 연신율이

증가하였으며, Ca함량이 증가 됨에 따라 상온 인장 물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423K에서 ZW82, ZWO8203 및

ZWO8205의 인장 항복 강도는 각각 110.99±1.78, 122.75

±3.86 및 116.42±2.43MPa로 측정 되었다. 상온 인장 시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423K에서 인장 항복 강도는 Ca 함량을

0.3(wt.%)까지 증가하였으며, Ca 함량이 증가 됨에 따라 인

장 항복 강도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측정된

합금들 중에서 ZWO8203합금의 상온 및 423K에서 인장 물

성은 ZW82 및 ZWO8205합금의 인장 물성보다 우수 결과

를 보이고 있다. Fig. 7에 423K에서 하중 100MPa 조건에

따른 크리프 시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Table 4에 100시간

까지의 크리프 변형률 및 2차 크리프 속도 값을 나타내었다.

ZW82, ZWO8203 및 ZWO8205합금의 크리프 변형률은 각

각 0.661, 0.315 및 0.434%로 측정되었으며, 인장 물성 결

과와 유사하게, ZWO8203합금의 크리프 변형률 및 2차 크

리프 속도는 ZW82 및 ZWO8205합금 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4. Discussion

4.1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ZW82, ZWO8203 및 ZWO8205합금에 생성되는 2차 상

을 JMatPro의 Equilibrium mode 를 통한 계산결과를 통해

예측 할 수 있었으며, XRD, SEM 및 TEM 분석을 통해

생성된 2차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JMatPro 결과에 따르면

I상(Mg3Zn6Y)의 분율은 거의 동일하지만, Ca 함량의 증가에

따라 Ca2Mg6Zn3 상의 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JMatPro의 계산 결과에서 최종 응고 완료 이

후 I상(Mg3Zn6Y)만 보여 주지만 XRD, SEM 및 TEM의

결과에서 W상(Mg3Zn3Y2)도 일부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Mg-Zn-Y합금에서 응고 되는 동안 발

생되는 포정 반응(Peritectic reaction)에 의한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Alok S. 등[16]에 따르면 W상(Mg3Zn3Y2)은

응고 초기단계에 공정 반응(eutectic reaction)으로 생성되고

응고가 진행 됨에 따라 I상(Mg3Zn6Y)으로 변태 될 수 있

다고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상태도 및 JMatPro 계산 결과

는 평형 상태에 기초한 결과이지만, 실제 주조 공정에 있어

서 응고 거동은 비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W상(Mg3Zn3Y2)은

I상(Mg3Zn6Y)으로 전부 변태되지 않고, I상(Mg3Zn6Y) 주변

에서 관찰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조된 상태에서 Mg-

Zn-Y합금에 I상(Mg3Zn6Y)과 W상(Mg3Zn3Y2)은 밀접한 관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ZW82합금에 Ca 첨가는

Ca2Mg6Zn3 상을 형성하고 Ca 함량증가에 따라 상분율은 증

가 될 수 있다. K. Kubok 등에 따르면 Ca 첨가된 Mg-Zn계

합금에서 생성된 Ca-Mg-Zn 3원계 상은 Ca2Mg6Zn3 상이며

Ca 함량 증가에 따라 그 분율 또한 증가 한다고 보고 되

었다[15].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또한 Mg-Zn계 합금에 소량의 Ca 첨가로 생성된 Ca2Mg6Zn3

상은 기계적 성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17]. 따

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Ca 함량이 0.3wt.%

첨가 시 상온 및 고온 기계적 특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그러나 Ca 함량이 0.5wt.% 첨가 되었을 경우 오

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F.Naghdi 등에[18] 따르

면 Ca2Mg6Zn3 상은 취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응력 하에

서는 쉽게 미세 균열이 발생하고, Ca2Mg6Zn3 상 내부 또는

Ca2Mg6Zn3 상과 기지와의 계면에서 생성된 균열은 결정립계

를 따라 쉽게 전파되어 파단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일정 분율 이상의 Ca2Mg6Zn3 상이 형성하게 되면 기계적

특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ZW82합금에 0.5wt.% 이상의 Ca 첨가 시, 일정 분율 이상

의 Ca2Mg6Zn3 상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온 및 고온 기계적

물성이 감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고온 크리프 시험 결과는 고온 항복 강도 결

Fig. 7. Creep curves of ZW82, ZWO8203 and ZWO8205 alloys:
under the 100 MPa/423 K.

Table 4. Creep strain and secondary creep rate under the 100 MPa/
423 K.

Alloys
Creep strain at 

100 h
Secondary creep rate 

(/s)

ZW82 0.661 5.62E-09

ZWO8203 0.315 3.13E-09

ZWO8205 0.434 4.91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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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ZWO8203합금의 크리프

변형율은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크리

프 특성은 주로 2차상의 열적 안정성에 의존하게 되므로 열

적 안정상의 존재는 고온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동안 결정립

계 이동(migration) 및 미끄러짐(sliding)을 억제 하기 때문이

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ZW82합금에 Ca 0.3wt.% 첨가

시 Ca2Mg6Zn3 상의 생성으로부터 추가적인 입계 방해 효과

로부터 고온 기계적 물성을 향상 될수 시킬 수 있었지만,

Ca2Mg6Zn3 상의 열적 안정성은 I상(Mg3Zn6Y) 보다 낮다고

알려져 있으므로[10,20], Ca 함량이 0.5wt.% 첨가로부터

Ca2Mg6Zn3 상분율의 증가는 오히려 고온 물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ZW82합금에 Ca 함량이

0.3wt.%를 넘어서면서 Ca2Mg6Zn3의 상분율 증가는 오히려

상온 및 고온 기계적 물성을 악화 시킨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2 Creep behavior

본 연구에서 ZWO8203합금의 인장 및 크리프 특성이

ZW82 및 ZWO8205합금 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ZWO8203은 MEL Ltd.에서 설계된 ZE41(T5) 합금보다 우

수한 인장 및 크리프 특성을 나타내었다[21]. 100MPa/423-

473K 및 423K/80-110MPa 크리프 시험 조건에서 ZW82,

ZWO8203 및 ZWO8205합금의 2차 크리프 속도 결과는

Table 5 나타내었다. 2차 크리프 속도 값을 토대로 시험에

측정된 조건에 따라 응력 사이의 상관 관계를 Fig. 8에 나

타내었으며, 온도 의존성 상관 관계를 Fig. 9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2차 크리프 속도( )는 Arrhenius equation을 따

른다.

(1)

A: 재료 상수(materials-related constant), σ: 응력(applied

stress), R: 가스 상수(gas constant), Q: 활성화 에너지

(activation energy), n: 응력 지수(stress exponent) 및 T:

절대 온도(K) 이다. 식 (1)로 부터 주어진 온도에서 log

와 log σ의 기울기는 응력 지수(n)로 나타낼 수 있으며 특

정 응력 범위에서 Arrhenius plot(ln  versus 1/T)로 부터

활성화 에너지(Q) 값을 산출 해낼 수 있다. 응력 지수(n) 및

활성화 에너지(Q) parameter 값은 특정 범위의 응력 및 온

도에서 재료에 대한 주요 크리프 변형 거동을 유추하는데 사

용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합금에 대한 크리프 변형

메커니즘의 평가는 Fig. 8 및 Fig.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응력 지수(n) 및 활성화 에너지(Q) 값을 계산함으로써 제안

될 수 있다.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423K에서 ZW82

의 응력 지수는 낮은 응력(80-100MPa)에서 n = 1.32 및 높

은 응력(100-110MPa)에서 훨씬 높은 n = 14.55의 두 단계의

거동을 나타낸다. 반면에 ZWO8203 및 ZWO8205 합금의

응력 지수(n)는 측정된 모든 조건에서 각각 n = 2.67과 n =

4.02를 나타내었다. 응력 지수(n) 값이 2에 가까울수록 주된

크리프 변형 기구는 결정립 미끄럼(sliding)으로 알려져 있으

며[22], ZW82합금의 경우 비교적 높은 하중 조건에서 응력

지수(n) 값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power-law

break down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ZWO8205합금의 경우 응력 지수(n) 값이 4~6 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해당 크리프 변형 기구는 전위 상승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2,24]. Fig. 9는 ZW82, ZWO8203 및

ZWO8205합금이 활성화 에너지 (Q) 값을 계산한 결과이고,

그 값은 각각 24.33, 20.75 및 27.91 kJmol–1 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조재 Mg 합금의 저응력 영역에서 활성화에너지(Q)

값은 약 48kJmol–1으로 그 값보다 비교적 낮은 값을 보이고

·

· Anexp
Q

RT
-------–

⎝ ⎠
⎛ ⎞=

·

·

Fig. 8. Applied stress dependence of secondary creep rate for
ZW82, ZWO8203 and ZWO8205 alloys at 423 K.

Table 5. Secondary creep rate of ZW82, ZWO8203 and ZWO8205 alloys at the 100 MPa and 423 K.

Alloys

Secondary creep rate at 423 K,  (/s) Secondary creep rate at 100 MPa,  (/s)

Creep stress (MPa) Creep temperature (K)

80 90 100 110 398 423 448 473

ZW82 4.22×109 6.26×109 5.62×109 2.25×10-8 3.56×109 5.62×109 8.85×109 1.11×10-8

ZWO8203 1.72×109 2.06×109 3.13×109 3.78×109 1.92×109 3.13×109 3.38×109 5.66×109

ZWO8205 2.16×109 2.64×109 4.91×109 7.36×109 2.20×109 4.91×109 5.69×109 9.15×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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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6]. 또한, 앞선 연구에서 P. Zhao 등과 H. Uchida

등에[22,26] 따르면 Mg-5Al-1Sr합금의 423~448K 범위에서

활성화 에너지 값(Q)은 22 kJmol–1으로 이때 크리프 거동은

활성화 에너지(Q) 값이 30 kJmol–1에 가깝기 때문에 creep-

induced precipitation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크리프 시험 측정 결과로부터 ZW82,

ZWO8203 및 ZWO8205합금의 크리프 거동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었으며, ZW82합금 경우 낮은 하중 조건(80-100MPa)

에서 결정립 미끄럼(sliding)이 지배적이며, 비교적 높은 응력

조건(100-110MPa)에서는 power-law break down이고, Ca 첨

가된 ZWO8203 및 ZWO8205합금의 경우 모든 응력 조건에

서 결정립 미끄럼(sliding)과 전위 상승 효과에 지배적인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온도 조건에 따른 크리프 거동

은 측정된 모든 조건에서 creep-induced precipitation이 지

배적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

후 크리프 거동과 미세조직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추

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5. Conclusion

본 연구에서 icosahedral 상을 갖는 Mg-Zn-Y합금에 Ca

첨가에 따른 인장 및 크리프 거동이 연구되었으며, 주요 결

론은 아래와 같다.

(1) Ca 첨가된 ZW82합금의 발화 온도는 ZW82보다 우수

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Ca 첨가는 Mg-Zn-Y합금의

발화 저항성을 향상시킨다.

(2) ZW82, ZWO8203 및 ZWO8205합금의 미세조직 관찰

결과 dendritic α-Mg 및 2차 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 설계된 모든 합금에서 비슷한 양의 I상

(Mg3Zn6Y)이 존재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Ca

첨가된 ZW82합금의 경우 I 상생성과 함께Ca2Mg6Zn3

상이 생성되며, Ca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Ca2Mg6Zn3상

분율이 증가한다.

(3) ZW82합금에 Ca 함량이 0.3 wt.% 첨가 됨에 따라

Ca2Mg6Zn3 형성으로부터 상온과 고온에서 높은 인장

강도와 우수한 크리프 특성 보이고, ZE41합금보다 우

수한 상온 및 고온 기계적 물성을 나타냈다. 반면, Ca

함량이 0.5 wt.% 첨가 될 경우 결정립계에 취성이 강

한 Ca2Mg6Zn3 상분율의 증가는 오히려 상온 및 고온

기계적 물성을 감소시켰다.

(4) 크리프 시험 측정 결과 ZW82합금의 경우 비교적 낮

은 하중 조건(80-100MPa/423K)에서의 크리프 변형

기구는 결정립 미끄럼(sliding)을 나타내었고, ZWO8203

및 ZWO8205 경우 측정된 하중 조건(80-110MPa)에

서 결정립 미끄럼(sliding)과 전위 상승 효과에 지배적

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온도 조건에 따른

크리프 변형 기구는 creep induced-precipitation이 지

배적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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