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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그네슘합금 부품을 제조하는 방법은 다른 금속재료와 마찬가지로 주조에 의한 방식과 주조된 빌렛

혹은 슬라브를 압연, 압출 혹은 가공함으로써 2차 성형품을 제조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

데 2차 성형 가공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주조 부품의 경우, 사형주조, 중력주조, 정 주조, 다이캐스팅,

그리고 반용융 성형 기술 등을 사용하여 제조되고 있는데, 각각의 주조 혹은 제조 방식은 사용하는 부

품의 적용조건, 형상, 요구특성 및 사용수량, 사용합금의 주조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대부분의 마

그네슘합금 부품은 다이캐스팅에 의해 제조되고 있으나[1], 최근 빌렛 및 판재의 연속주조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가공재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

본 고에서는 마그네슘합금의 주조기술과 관련하여, 현재 상용화되어 있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이캐스팅 및 관련 기술의 현황, 그리고 제조 부품의 응용현황에 대해 언급하고, 이와함께 기술적인 제

반사항이 취약한 마그네슘 합금의 연속주조에 대한 기술현황을 기술함으로써 마그네슘의 연구 및 실용

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술개발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다이캐스팅 기술

2.1 기술의 개요
다이캐스팅이란 금속 용탕을 고속, 고압으로 금형내부로 주입시켜 주조하는 공정으로서 통상적으로

고압다이캐스팅(high pressure die casting)을 지칭한다. 일반적인 다이캐스팅 주조법의 특징은 다른 주조법

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제품의 생산성이 높다.

- 생산주기(cycle time)가 약 30~40초임.

마그네슘합금의 주조기술



19기계와재료/ 2004·7

특 집

- 동일형상의 제품을 단시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함.
●실형상에 가까운 제품(near net shape)성형으로 기계가공량이 매우 적고 환경친화적이다.
●제품의 표면이 미려하고 깨끗하다.
●두께가 얇고 형상이 복잡한 제품을 정 하게 성형할 수 있다.
●금형의 반복사용이 가능하여 (50,000~500,000 shot) 경제성이 높다.
●응고속도가 높아 결정립이 미세(10~20㎛)하여 제품의 기계적성질이 매우 우수하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다이캐스팅기술은 마그네슘을 비롯한 알루미늄, 아연 등의 저융점 금속을 중

심으로 적용이 되어 왔다. 마그네슘합금은 흔히 알려져 있는 비강도 및 굽힘 탄성률 등의 기계적 특성

이 우수하다는 점 이외에도, 금형과의 반응성이 알루미늄에 비해 적고, 용탕의 유동성이 우수하여 주조

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도가 낮아 관성이 적기 때문에 탕구속도를 크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두께

0.7mm의 박판제품도 성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자동차 부품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부품, 일반

산업용 부품, 그리고 박판을 요하는 휴대폰케이스 및 노트북PC 케이스 등의 3C (camera, computer, and

communication)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림 1)[3]-[4].

그림 1. 마그네슘합금 다이캐스팅 부품의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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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마그네슘협회(International Magnesium Association, IMA)에 의하면, 순 마그네슘은 알루미늄합금 제

조시 첨가되는 합금원소로서의 수요가 가장 많으며, 마그네슘합금 부품 제조에 소요되는 양은 전체의

약 38%정도로 알려지고 있다[1]. 이 중, 생산되는 마그네슘합금 부품의 약 90% 이상이 다이캐스팅에 의

해 제조되고 있다(그림 2). 특히 그 수요량이 1992년 이후부터 연간 약 10-12%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향

후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림 3).

마그네슘합금은 위에서 언급한 장점들이 있지만, 산화력이 매우 커서 용탕이 공기 중에 노출될 때 발

화 혹은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 산화물이 쉽게 유입될 뿐 아니라, 열을 보유할 수 있는 능이 작기 때문

에 냉각속도가 빨라서 탕구속도(gate speed)가 충분히 커야 된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콜드셧(cold

shut) 이나, 미성형(insufficient filling), 기공(porosity) 등의 주조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플런저의 속도

및 금형의 온도, overflow의 위치 등 제품에 따라 작업 조건을 최적화 하여야 한다.

2.2 다이캐스팅의 구분
고압다이캐스팅은 가압방식에 따라 콜드챔버 (cold chamber)와 핫챔버 (hot chamber) 다이캐스팅으로

구분할 수 있다. 

2.2.1 콜드챔버 다이캐스팅

콜드챔버 방식은 그림 4(a)에 표시한 바와 같이 래이들을 이용하여 shot sleeve에 용탕을 주입시킨 다

음 플런저를 이용하여 가압, 주조하는 방식으로 용탕과 사출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조 압력을 높

일 수 있어서, 치 하고 균일한 조직이 요구되고 두께가 두꺼운 중·대형 부품 제조에 많이 사용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약 90%정도가 이 콜드 챔버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약 4500톤급 정도의 대용량 기

계까지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다.

마그네슘합금의 경우 래이들링 방식으로 용탕을 이송할 때, 용탕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발화되거나

산화물이 유입되므로, 최근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용탕이송장치가 다양하게 개량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림 2. 2002년도 세계 마그네슘 사용 현황[1] 그림 3. 마그네슘합금의 세계 지역별 다이캐스팅 부품
적용량 변화 추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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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Meridian Magnesium Co.를 비롯한 대형 마그네슘합금 다이캐스팅 주조 업체에서는 자동 급탕장치

를 이용하여 인스트루먼트 패널 (instrument panel) 등을 비롯한 대형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

그림 4. 마그네슘합금의 다이캐스팅 방식[5]

2.2.2 핫챔버 다이캐스팅

핫챔버 다이캐스팅 방식은 그림 4(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사출 실린더를 용해로 내에 설치하여 고온

의 용탕이 열손실이 거의 없이 금형에 유입이 되도록 가압하여 주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공기의

유입이 적고 산화물의 생성이 적으며 성형 사이클이 빨라 생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압력을 받는

표 1.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방식의 특성 비교

(a) 콜드챔버공정 (b)핫챔버공정

구 분

급탕방식

사출용량(ton)

사출속도, Mg(m/sec)

주조압력, Mg(MPa)

소모부품

장 점

단 점

생산제품

수동 혹은 자동 래이들 진공 용탕 주입방식

12~4500

3~6 (기준 3)

30~70(4,400-10,000 psi)

낮음(금형슬리브, 팁, 도가니)

-중·대형 부품 적합
-후육제품에 적합
-주조압을 높일 수 있음
-소모품이 저렴하고 교체가 간편

-주조사이클이 늦음
-용탕온도제어가 용이하지 않음
-가스혼입 및 산화물 유입
-자동급탕 시스템이 요구됨

중·대형 후육제품
( ~10 kg)

중·소형 박육제품
(< 2~3 kg)

-소모품 교환 및 가격이 고가임
-부품교체에 시간이 많이 걸림
-주조압이 낮아 후육제품에 부적합

-주조사이클이 빠름
-결함이 적고, 박육부품제조 가능
-주조압에 비해 넓은 면적제품 생산가능
-용탕온도제어가 용이

Gooseneck injection type

1~1000

2~3

20~30(2900-4,400 psi)

보통(구스넥, 피스톤, 도가니)

Cold chamber Hot chamber

유압식 클램프
유압식 클램프

금형
구스넥

피스톤

용탕흡입구

샷 실린더

용탕

금형

샷슬리브
(shot sleeve)

피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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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넥이 항상 고온에 노출되어 있고, 실린더 및 노즐 부분을 압력 폐(pressure-sealing)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형의 후육 부품보다 소형·박육 부품을 제조하는데 적합하다. 핫챔버 다이캐스팅 기계는

최대 사출 용량이 콜드챔버 다이캐스팅 기계의 약 1/4 정도로서 현재 50톤~1000톤 용량이 사용되고 있

다. 마그네슘합금을 이용하여 중·대형 자동차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대부

분 콜드챔버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포함하는 3C부품 및 소형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업체들이 핫챔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표 1에 콜드챔버 및 핫챔버 다이캐스팅 방식의 특성을 비교하 다.

2.3 다이캐스팅 조업 조건의 결정
다이캐스팅 부품의 품질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특히, 합금소재의 특성,

공정 매개 변수, 그리고 금형 및 부품의 설계 조건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통상적으로 다이캐스팅 부품

을 설계할 때는 부품의 두께, 충진시간, 국부적 과열 조건, 표면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마그네슘

합금 부품의 일반적인 두께는 2-4 mm이나, 3C 부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1mm 내외로 제조되고 있다. 이

와 같이 얇은 시료는 산화물이나 기포 등이 조금만 유입되어도 재질 특성이 국부적으로 크게 저하되며,

따라서 주조 결함을 최소화하고 고품위 다이캐스팅 부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최적 조업 조건을

셋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형을 설계할 때도, 탕구속도 (gate velocity), 탕도(runner), 오버플로우

(overflow) 및 통풍구(vent) 등의 크기, 위치 등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적정 게이팅 시스템과 주조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핵심요소 중의 하나는 충진시간 (filling time)이다.

충진시간이란, 용탕이 게이트를 통과하여 금형내에서 제품을 이루는 공동(cavitiy)을 충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이것은 제품의 평균 두께와 용탕의 응고범위 및 주입온도,  금형의 온도에 향을 받게

되는데, 최근에 북미다이캐스팅협회 (North American Die Casting Association, NADCA)에서 제시한 충진시

간(t)을 나타내는 탕구방정식(gating equation)은 다음과 같다[5].

t = 0.0346 (Tm-Tf + 2.5S)/(Tf-Td)) T                           (1)

여기에서 T는 부품의 평균 두께(mm)이고, Tm은 용탕의 온도(°C), Tf는 용탕의 최저 유동온도(°C),

Td는 금형의 온도(°C)이며, S는 용탕 공급이 가능한 최대의 고상분율 (%)이다. 예를 들어, AM60

(Tm=670°C, Tf=610°C, S=30%) 합금을 이용하여 두께 2mm의 부품을 다이캐스팅으로 제조할 때

(Td=200°C), 위의 식을 이용하여 금형 충진시간(t)을 계산해 보면 약 22ms 가 된다.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시 탕구속도 (gate speed)는 통상적으로 30-50 m/s이나, 3C부품과 같이 박형제품

의 경우에는 100 m/s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탕구속도가 크면 금형의 마모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다. 일단, 충진시간과 탕구 속도가 결

정되면, 총 탕구 면적(gate area) 및 피스톤의 사출속도를 다음 그림 5의 노모그램(nomogram)[5]을 이용하

여 결정할 수 있다. 이들 파라미터에 대한 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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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품의 형상 및 두께를 이용하여 다이 충진시간(sec)을 결정한다.

2. 부품의 geometry를 이용, 부품의 부피(dm3)를 결정한다.

3. 위의 1, 2 값의 연장선에 의해 용탕유동속도 (metal flow rate, dm3/sec)를 결정한다. (직선 ①)

4. 원하는 탕구속도(m/s)를 임의로 선정한다.

5. 앞의 3, 4에서 결정된 값의 연결 직선으로부터 탕구의 단면적(cm2)을 구한다. (직선 ②)

6. 앞의 3에서 결정된 Volume flow rate 및 피스톤의 직경(cm) 연결직선으로부터 피스톤의 속도 (shot

speed)를 결정한다. (직선 ③)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두께 2mm시료의 부피가 0.4 dm3 이라고 하면, 그림 5의 직선 ①로부터 용탕

유동속도는 20 dm3/sec가 되는데, 이 때 원하는 탕구속도를 50 m/s로 하면, 이 값과 용탕유동속도를 연결

하는 직선 ②로부터 적정 탕구 단면적은 4 cm2가 된다. 한편, 플런저의 속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이캐

스팅 기계의 플런저 직경이 80 cm라고 하면, 이 값과 용탕유동속도를 연결하는 직선 ③으로부터 사출시

의 피스톤 속도는 약 4.5 m/s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탕구단면적과 피스톤의 사출속도를 결정하기 위한 환산 노모그램[5]

2.4 기타 마그네슘합금 다이캐스팅 기술
마그네슘합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 일본 및 미국 등지에서 기존의 다이캐스팅기술이나 플라스



24 마그네슘 합금의 주조기술

특 집

틱 사출 기술을 응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마그네슘합금 성형기계를 개발하여 양산에 적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그 중 멀티슬라이드 다이캐스팅(multi-slide die casting, MSDC)기술, 그리고 소딕플러스사에서

개발한 Mg-Plus 몰딩기술 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2.4.1 멀티슬라이드 다이캐스팅

멀티 슬라이드 다이캐스팅(Multi-slide Diecasting : MSDC) 제조방법은 국의 Dynacast 사에서 개발한

다이캐스팅 방식으로 본래 소형부품의 아연 다이캐스팅을 위해 개발되었던 기술인데, 최근에 이를 응용

하여 마그네슘합금 부품의 제조에 적용하고 있다[6]. 일반 다이캐스팅 금형에서 2개의 반쪽금형을 사용하

고 이 중 가동축이 1개인 것과는 달리, 멀티슬라이

드 다이캐스팅에서는 그림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통상 각각 90°씩 나열되어 있는 4개의 가동 슬라

이드 금형을 사용한다. 금형의 구성은 다이블록

(die block), 슬라이드(slide), 크로스헤드(crosshead),

및 커버판(cover plate)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다이

블록 표면에는 제품 캐비티 및 러너 역할을 하는

코어가 함께 결합되어 있어 이곳으로 용탕이 주입

된다. 이들 다이블록은 슬라이더에 부착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크로스헤드를 통해 이들 슬라이더

가 개폐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커버판

은 금형의 위쪽에 부착되어 이들을 볼트로 고정시

키는 역할을 한다.

MSDC 방식은 가동축이 복수 구동방식이기 때문에 싸이클 타임이 6초 미만으로써 핫챔버 방식의 다

이캐스팅에 비해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고,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또한, 금형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금형교체시간이 짧으며, 금형 예열온도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금형 개발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금형설계에서 초기양산까지의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그러나, 핫챔버 다이캐스팅에 비해 사출압력이 낮아 200g 이하의 소형부품의 성형에만 적

용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단점이다. 멀티슬라이드 다이캐스팅 기계는 현재 캐나다의 Techmire 사가 성형

장비를 제작·공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를 이용한 마그네슘합금 부품의 생산 및 개발에 대한 연

구를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2.4.2 마그네슘 Injection Molding

마그네슘 인젝션 몰딩(injection molding)기술은 최근 일본의 플라스틱 사출 회사인 Sodick Plustech 사에

서 개발한 기술로서, 기존의 다이캐스팅 기술 중에서 용탕 공급 방식을 변형시켜 개발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유사한 기술로서 일본의 JSW에서 제작·공급하는, 기존의 반용융 성형기술을 이용한 틱소몰딩

(thixomolding) 방식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틱소몰딩은 마그네슘합금을 반용융 상태에서

사출하여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인 반면, 이 기술은 마그네슘합금을 660°C까지 가열, 완전히 용융시켜 사

출함으로써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그림 6. MSDC 금형의 구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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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odick Plustech사에서 개발한 마그네슘 Injection Molding 기계인‘Mg-Plus’의 구조도 [7]

이 장치에는 두 개의 플런저가 있는데, 그림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부에는 용해 실린더, 하부에는

사출 실린더가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 소재는 봉상의 마그네슘합금을 이용하며, 용해 실린더에서 가열

히터에 의해 소재가 용융되면, 용탕이 인젝션 실린더로 이동되고, 사출 플런저의 이동에 의해 노즐부를

지나 금형으로 충진, 성형된다. 이 방식에서는 공급되는 봉상 형태의 마그네슘합금이 온도 구배에 따라

반용융 합금이 생성되고, 이것이 가압시 부피 팽창에 의해 자체 봉효과를 일으켜 산소를 차단하게 되

며, 따라서 다이캐스팅과 달리 SF6 가스 등을 주입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재의 사용량

및 전력소비가 적고, 구스넥, 피스톤 및 링 등 고가의 소모성 부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봉재 소재의 가격이 잉곳트에 비해 비싸고, 성형기의 인젝션 용량이 최

대 350g 정도로 작으며, 최대 사출속도가 2.5m/sec로 낮기 때문에 전자부품용 소형 부품에만 적용할 수

있다[8]. 이 기술은 현재 일본 최대의 다이캐스팅 업체인 쯔쿠바(筑波) 다이캐스팅공업사에서 휴대폰, 디

지털카메라, 노트북 등의 소형 케이스 부품을 제조하는데에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도입된 바 없다.

3. 연속주조기술

3.1 기술의 개요
금속의 연속주조에 대한 아이디어는 1840년대에 Bessemer에 의해 제안되었으나 원리가 제안된 후 약

50여년이 지나서 실제 공정으로 채택[9]되기 시작하 으며, Rossi (Junghaus) process라는 이름으로 oscil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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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mould를 사용하는 설비를 통해 알루미늄, 마그네슘, 동 등의 합금에 먼저 적용되었다. Rossi

(Junghaus) process는 완전한 연속주조 방법으로 500mm/min이상의 속도로 연속주조가 가능한 기술로서,

나중에는 short mould를 이용하는 semi-continuous형의 수직 연속주조(vertical direct chill)공정으로 변화되면

서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의 연속주조에 보급되었다. 그 후 2차대전을 전후하여 chain caster, articulater

mould caster, twin roll caster, belt caster 등이 개발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이와 같은 연속주조의 원리가 혼

합되어 하나의 공정으로 이용되기도 하 다.

개발된 연속주조기술은 용탕이 응고하는 mould의 구조적 차이로 구분[10]할 때 고정형 주형과 이동형

주형으로 구분된다. Tundish에서 mould로 유입된 용탕이 mould의 단면형상으로 응고되고 응고된 소재는

mould의 내부를 지나 취출되는 고정주형방식의 연속주조와, 유입된 용탕과 mould가 동일한 방향 및 속

도로 이동하면서 용탕을 응고시키는 이동주형 방식의 연속주조가 있다. 지금까지 알루미늄 합금이나 마

그네슘 합금의 대량생산에는 고정주형방식이 이용되었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이동주형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고정주형방식의 연속주조는 또한 주조하는 방향에 따라서 수직식과 수평식의

연속주조로 구분할 수 있으나 원하는 소재의 형상, 시장규모, 단위시간당 생산량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하

여 주조방법을 선택한다. 특히 소량 다품종소재의 수요가 커지고 수직공정으로는 제조가 불가능한 소단

면적 형상재의 제조에는 수평연속주조기술이 보다 적합하다. 

반면 고정주형(stationary mould)방식으로 보급된 연속주조공정과 비교하여 이동주형 방식은 판재나 선

재를 연속적으로 주조하면서 압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재의 편석이 적고 조직이 균일한 합금의 제조

에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공성이 좋고 응고온도 범위가 좁은 순 금속이나 저합금 소재의 제조

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3.2 고정형 주형방식의 수직연속주조
고정형 주형방식의 연속주조는 대량생산되고 있는 알루미늄 합금뿐 아니라 동합금, 아연합금 등의 제

조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수직형 연속주조법과 수평형 연속주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형 주

형방식의 수직연속주조(VDC:Vertical Direct Chill Casting)는 오래전 시작된 공정기술이지만 최근 십여년

간 발표되는 연구결과가 지금까지 발표된 전체 논문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한 연구[11]가 수행

되는 공정기술로서 Rautomead, Outukumpu 등이 대

표적인 연속주조 설비회사이다. 국내에도 관련 설비

들이 수입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그 원리는 이동하

지 않고 수냉되는 mould내에서 용탕의 응고가 일어

나는데 용탕과 mould와의 접촉에 의한 결함을 억제

하기 위해 윤활재를 사용하거나 air gap을 형성시키

는 system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열전달 효과의 감소, 형성되었던 shell의 재용해,

새로운 형태의 표면결함 형성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이슈화되고 있다. 그러나 고정형 주형방식

중 수직 연속주조(vertical direct chill) 방식은 가장 안정된 공정이며 관련 요소기술이 확립된 기술이기 때

그림 8. 고정형 주형방식의 수직연속주조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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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마그네슘의 연속주조에 가장 먼저 적용된 방식이다(그림 8). 특히 마그네슘 분야에서는 수요시장

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연속주조 연구의 대부분이 수직연속주조 공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간 알루

미늄을 수직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하던 많은 기업들도 설비를 개선하여 마그네슘의 연속주조를 위한 투

자를 시작하 다.

마그네슘 합금의 수직연속주조 공정은 합금의 용해, 합금화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압출 및 압연에 이르

기까지 종합적인 공정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합금에 따른 주조기술의 최적화와 형상 및 칫수의 제어

등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부분이 특허화되어 있으나 주조과정중 발생하는 hot tearing 현상이나 hot

cracking 등에 관해서는 많은 국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해결점을 찾고 있다.

마그네슘의 수직연속주조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12-13]으로는 첫째가 안전성 문제이며 그 외에 생

산성과 품질을 들 수 있다. 특히 마그네슘은 쉽게 발화하고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연속주조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과제는 작업자와 주위환경의 안전에 있다. 따라서 마그네슘의 연속주조에서는

mould상부로 부터 용탕의 spill out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이져를 이용 용탕의 level을 제어할 뿐 아니라

mould내 용탕의 표면에 overflow 센서를 부착하는 동시에 용탕의 표면을 카메라로 상시 체크하여 이미지

분석기를 통해 감시한다. 또한 mould의 하부를 빠져나가는 소재에 미응고 용탕의 누출을 억제하기 위해

역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미지 분석기를 통해 상시 분석하며, 누탕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경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한편 용해로에서 용해된 용탕을 주조기의 mould까지 분배하기 위한 시스템

은 기존의 알루미늄과는 달리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며 이와 같은 시스템과 용탕의 냉각 시스템

이 서로 연관되어 적절히 운 되어야 한다.

그림 9는 LKR Magnumcast사의 pilot형 수직연속주조 설비와 호주의 o.d.t engineering사의 수직연속주조

공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 설비를 이용하여 연속주조한 LKR Magnumcast사의 직경 480mm크기

AZ31 billet와 780x240mm 크기의 AZ31 slab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LKR Magnumcast사에서는 이와 같

이 수직연속주조에서 발생가능한 hot tear의 억제를 위한 연구를 수행중에 있다. Hot tear의 발생은 hot

cracking sensitivity(HCS)와 연관되며 직경 240mm 크기의 billet에 대해 서로 다른 주조 속도로 연속주조한

경우 HCS값의 변화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주조속도가 커질수록 HCS의 값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일정한 주조조건에서 billet의 중심부가 표면에 비해 hot tearing에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 LKR Magnumcast사 및 o.d.t engineering사의 마그네슘 수직연속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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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Z31 billet의 주조속도에 따른 hot cracking sensitivity(HCS)

한편 연속주조재의 표면상태 및 미세조직 변화를 보면, 연속주조재의 표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알

루미늄에 비해서는 표면결함의 발생빈도 및 크기가 크다. 이는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알루미늄과 산화거

동이 상이하며, 즉 산화가 급격히 진행되며, mould로 사용되는 재질이나 윤활유와의 반응성이 크기 때문

에 마그네슘 연속주조재의 표면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그네슘의 연속주조에서 주조속도는 공정의 안정성과 billet의 품질에 의해 제한되는데, billet의 품질은

hot tearing이나 거시편석 그리고 미세조직으로 대변된다. 그림 12는 서로 다른 속도로 연속주조한 마그네

슘 billet의 sump형상과 미세조직으로 주조속도가 다른 경우 sump의 깊이가 달라지고 따라서 응고거동에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조속도가 느린 1.2mm/sec의 경우 주조속도가 2.2mm/sec로

빠른 주조재에 비해 조직이 균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조재의 hot crack은 주조속도가 2.2mm/sec이

상일 경우 billet의 주상정조직에서 뿐 아니라 billet의 중심부에서도 확인되었다. Hot tearing의 경우에는

mushy zone에 공급되는 용탕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거나 주상정조직의 network이 형성되어 부분

적으로 인장응력이 형성되는 부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그네슘의 미세조직은 연속주조에서 sump가 형성되기 때문에 같은 주조속도로 연속주조 하는

(a) (b)

그림 10. 수직연속주조한 마그네슘 billet 및 slab
(a) 크기 400mm의 AZ31합금 billet, (b) 780x240mm크기의 AZ31합금 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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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billet의 중심부와 가장자리부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 13은 연속주조한 billet의 중심부와 가

장자리부의 미세조직을 나타낸 사진으로 가장자리부의 결정립에 비해 중심부의 결정립이 조대한 경향

을 나타낸다.

그림 12. AZ31 billet의 주조속도에 따른 sump크기 및 결정립분포(직경 250mm)

그림 13. 직경 180mm 크기 AZ31 billet의 부위별 미세조직

3.3 고정형 주형방식의 수평연속주조
소단면적 소재, near-net shape의 형재, 파이프 등의 연속주조에는 수직연속주조에 비해 수평연속주조

가 용이하다 (그림 14). 그 외에도 수평연속주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14]으로 인해 많은 비철합금의 연속

주조에서 적용되고 있다.

- 낮은 dross와 높은 회수율

- 다양하고 용이한 형상변화 및 낮은 초기 설비비

- 자동화(무인화) 용이하며 주조가공비를 절감

- Billet의 운송이 용이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수평연속주조에 의해 생산되는 소단면적 소재는 기존의 대단면적 소재의 후

공정인 주조, 균질화처리, 압출 및 압연단계를 최소화하여 직접 소단면적 소재나 판재를 제조하기 때문

에 제조공정이 크게 단축되고 공정비가 낮은 장점이 있다. 또한 소단면적의 경우, billet 제조에 비해 2~3

▶Billet rim Billet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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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이상의 주조속도를 낼 수 있으므로, 높은 냉각속도에 의해 조직이 미세하고 정출하는 상들이 균일하

게 조직내에 분포하는 등 일반적인 주조제품과는 달리 압출한 제품에 상당하는 기계적 특성을 나타낸

다.  

그림 14. 수평연속주조기술의 모식도

호주의 AMC(Australian Magnesium Corperation)는 정부연구소인 CAST(Cooperative Research Center for

Cast Metal Manufacturing)와 공동으로 마그네슘 slab형상의 수평연속주조 공정을 개발하 으며 실용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15).  또한, 노르웨이의 Norsk Hydro에서는 작은 형상의 thixotropic feedstock

bar를 수평연속주조 방법에 의해 제조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도 AZ91합금의 thixo-feedstock에

EMS(Electromagnetic Stirring)기술을 적용하는 연구가 수행중에 있다. 이와 같은 수평연속주조의 경우에

도 수직연속주조와 같이 응고계면에서 형성되는 sump의 향으로 billet이나 slab의 중심부와 가장자리부

의 미세조직에 차이가 있다 (그림 16).

그림 15. 호주의 AMC에서 개발된 마그네슘 수평연속주조기술

한편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마그네슘 판재의 수평연속주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

으며 그림 17과 같이 폭 120mm크기의 판재를 연속주조하는데 성공하 으며 기업화연구를 수행중에 있

다. 마그네슘 판재의 수평연속주조는 기존에 slab를 연속주조하여 다단계의 열간압출 및 열간압연에 의

해 판재를 생산하는 공정을 탈피하여 최소한의 압연공정으로 박판을 제조하는 공정기술로서 실용화가

완료되게 되면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큰 기술이다.

Gas

Ingot

Cooling water

Flying sawMould
Lubricant

Tun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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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연속주조한 AZ31 합금 slab(420x130x1800)의 표면상태 및 내외부 미세조직

그림 17. 수평연속주조에 의한 마그네슘 합금 판재제조

3.4 이동형 주형방식의 연속주조
이동형 주형방식은 용탕이 움직이는 mould와 같은 속도로 이동하면서 응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정

형 주형방식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mould재질의 thermal cycling이 중요한 인자이며 일반적으로 cooling

zone이 길기 때문에 높은 주조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판재나 선재를 연속적

으로 주조하면서 압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재의 편석이 적고 미세조직이 균일한 합금의 경우에 적용

된다.  

그림 18은 지금까지 개발된 이동주형방식의 연속주조에 대한 주조원리를 도식화한 것이다. a) 및 b)는

wheel 및 band를 이용한 연속주조법으로서 a)는 Properzi[15] b)는 Mann공정[10]으로 불리운다. 비교적 많이

알려진 Properzi공정은 수냉되는 wheel이 Cu재질의 rim와 steel side plate로 구성되며, mould는 수냉되는

steel band에 의해 감싸지게 된다. 용탕은 nozzle을 통해 mould에 공급되고 wheel을 따라 회전하는 동안 응

고되어 상향으로 취출된다. 

같은 원리지만 회전하면서 냉각되는 0.5~1.5mm의 steel belt를 주형으로 하여 판재를 제조하는 Hazelett

공정[16]은 c)의 주조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Belt는 주조방향으로 6~9̊ 정도 경사지게 하며, belt의 양측에

용탕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dam-block을 설치하는데 dam-block의 위치와 높이에 따라 제조되는 판재

의 폭과 두께가 결정된다. 이 방식은 후술되는 roll방식에 비해 냉각지역이 긴 특징이 있으며 제조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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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pinch-roll 등을 지나 곧바로 소정의 두께로 열간압연하여 권치할 수 있는 설비들로 구성된다.

반면 band 대신 단절된 chill block[17]을 사용하는 Hunter-Douglas법이나 Alusuisse CasterⅡ법의 주조원리

(d)는 비교적 두꺼운 판재의 제조에 적합한 설비이다. Mould로 사용되는 금속 block은 내부에 수냉 hole

을 가공(Hunter-Douglas법)하여 냉각하거나 금속 block에 냉각수를 분사하는 spray chamber(Alusuisse

CasterⅡ법)가 있다. 이외에는 최근에 마그네슘의 연속주조에 실용화 연구가 수행중인 기술로서, 냉각되

는 roll과 roll사이에서 용탕을 응고시키는 twin roll 주조법[18](e, f)이 있다 (그림 19-20). 판재를 직접 주조압

연하는 방법으로 주조방향이 수직일 경우(e)에 Hunter-Engineering법, 주조방향이 수평(f)일 경우에

Pechiney-Coquillard법[19](3C, Caster-Ⅰ)으로 불리운다. 수냉되는 roll의 틈새에 삽입되는 nozzle의 끝으로부터

roll의 중심점까지 약 40~50mm의 사이에서 용탕은 응고냉각되며 용탕의 응고 및 냉각시 최대 20%정도

의 단면수축을 위한 하중을 받게 된다. 이 공정은 냉각속도가 200~600℃/sec정도로 매우 빨라 조직이 미

세하고 균일한 특징이 있다. 

두께 5mm이하의 마그네슘 합금 판재를 연속주조 및 압연하는 twin roll 연속주조/압연법은 호주의

CSIRO에서 pilot plant를 구축하여 설비를 해외에 판매 중에 있으며, 연속주조한 판재의 특성을 평가 중에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포항공과대학과 RIST에서 관련설비를 구축하여 기초연구 및 실용화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그림 19. 마그네슘 twin roll주조법의 모식도

그림 18. 이동주형 방식의 연속주조원리
a) wheel caster,  b) band caster, c) twin band caster, d) hazelett proc, e) roll caster, f) rell caster

(a)

(d) (e) (f)

(b) (c)

Tundish

Casting
Tip

Cast

drum 1

drum 2

solidification

molten
metal

casting
nozzle

solid strip

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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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호주에서 실용화 연구 중인 twin roll caster

한편,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Properzi법으로 불리우는 wheel-band형 연속주조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그림 21-22와 같이 wheel-band 연속주조는 국내외적으로 마그네슘 판재의 제조에 처음으로

시도된 연속주조기술로서 기존의 Al을 연속주조하는 설비를 개선하여 제작하 다. 설계 제작된 실험실

규모의 wheel-band 연속주조기는 폭 50mm크기의 판재를 6,000mm/min의 속도로 연속 주조할 수 있는

설비로서 냉각속도가 크기 때문에 주조재의 조직이 미세하여 후공정인 압연특성이 우수하고 성형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 21. Wheel-band 연속주조기술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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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Wheel-band 연속주조기를 이용한 마그네슘 판재 제조

4. 결 언

본 고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자동차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마그네슘합금의

주조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특징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 다. 다이캐스팅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에 적용되어 왔으며, 자동차 부품을 비롯한 대형 부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

를 비롯하여 일본, 대만 등지에서는 3C 부품이 적용대상품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핫챔버 다이캐

스팅이 많이 행해지고 있고, 자동차 부품을 주류로 하고 있는 북미 및 유럽 등지에서는 콜드챔버 다이

캐스팅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3C 부품의 경박단소화에 따라 마그네슘합금의 MSDC나 Injection

Molding과 같은 신기술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고품위의 부품 제조 및 불량률 감소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연속주조에 대해서는 다른 비철합금의 연속주조와는 달리 지금까지 개발 및 실용화된 연속주조

기술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으며, 관련기술들이 노하우로 분리되어 발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마그네슘 합금 연속주조 공정기술 개발에 대한 활발한 투자로 인해 관련 요소기술이 확립

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연속주조재의 시장인 가공용 마그네슘 합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측되는 시점에 국내에서도 관련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다. 향 후, 다이캐스팅 및 관련 신기술을 비롯하여 마그네슘합금의 연속주조에 대한 따른 요소기술의 개

발과 공정확립을 위해 보다 많은 정부의 기술개발 투자 노력과 산학연을 망라한 협동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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