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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dding Ca on the microstructur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s-cast Mg-11Li-3Zn-1Sn(wt%) alloys

were investigated. Mg-11Li-3Zn-1Sn-0.4Mn with different Ca additions (0.4, 0.8, 1.2 wt%) were cast under an SF6 and Co2

atmosphere at 720 oC. The cast billets were homogenized at 400 oC for 12h and extruded at 200 oC. The microstructural and

mechanical properties were analyzed by OM, XRD, SEM, and tensile tests. The addition of Ca to the Mg-11Li-3Zn-1Sn-0.4Mn

alloy resulted in the formation of Ca2Mg6Zn3, MgSnCa intermetallic compound. By increasing Ca addition, the volume fraction

and size of Ca2Mg6Zn3 with needle shape were increased. This Ca2Mg6Zn3 intermetallic compound was elongated to the

extrusion direction and refined to fine particles due to severe deformation during hot extrusion. The elongation of the 0.8 wt%

Ca containing alloy improved remarkably without reduction strength due to the formation of fine grain and Ca2Mg6Zn3

intermetallic compounds by Ca addition. It is probable that fine and homogeneous Ca2Mg6Zn3 intermetallic compound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increase of mechan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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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그네슘 합금은 초경량의 이점과 동시에, 진동, 충격

에 대한 흡수성이 탁월하고, 전기전도도, 열전도도, 가공

성 및 피로 충격 특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1) 마

그네슘 합금은 주조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기

계적 물성이 우수한 가공재(압출, 압연 등)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 특히 마그네슘 합금은 크게

Mg-Zn계 합금과 Mg-Al계 합금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Mg-Zn계 합금은 주조, 가공용 합금으로서 석출강화용 합

금이며, 내식성도 비교적 우수하다. 그러나 주조시 주조

조직의 결정립 조대화에 의한 열간 균열, 미세한 기공,

용접 및 가공성 저하 등의 결점이 있다.3) 또한 낮은 크

립 저항성 때문에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케이스 등의 동

력전달계 부품에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4) 또한 육방 밀

집 결정구조(HCP)로 인하여 상온 슬립계가 제한되어 있

어 성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Li을 첨가함으로써 결정구조를

체심 입방 결정구조(BCC)로 변화시켜 성형성을 향상시

키는 연구와 마그네슘에 여러 가지 합금원소들을 첨가

하여 마그네슘 합금의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 그러나 Li이 과다하게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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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내부식성을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다.6) 이와 같은 내부식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한 방안으로 Ca을 첨가하는데 이는 Ca이 산화막을 형

성하여 내부식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7,8) Mg 합금에

Ca의 첨가는 가공성 향상을 위해서 연구가 시작되었으

나, 조직이 미세화 되고,7,9) Mg보다 산소친화력이 큰 Ca

이 먼저 산화되면서 표면에 치밀한 산화층이 생성되어

보호성 피막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산화를 억제시켜 내

산화성 및 내식성을 향상시키고, Mg의 발화온도를 상승

시킨다.4,7,10,12) 그러나 Ca의 첨가가 Mg-Li계 합금의 미

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7,13)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Mg-11Li-3Zn-1Sn-0.4Mn 합금에 Ca

첨가량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2.1 합금 제조 및 압출 공정

본 연구에 사용된 마그네슘 합금은 시효경화능과 강도

및 성형성이 비교적 우수한 Mg-11Li-3Zn-1Sn-0.4Mn 합

금이다. 여기서 Li은 결정구조를 HCP에서 BCC로 변화

시켜 성형성 향상에 기여하고, Sn은 압출 및 압연과 같

은 소성변형 시 균열 발생 억제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

며, Mn은 결정립 미세화로 강도증가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합금원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원소의

첨가량을 고정시키고, 산화방지와 결정립미세화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Ca의 함량을 0.4, 0.8, 1.2

wt% 로 변화시키며 합금을 제조하였다. Mg 합금은 SF6+

CO2 가스 분위기에서 출탕온도 720 oC로 중력주조에 의

해 제조하였다. 주조 후에 압출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압

출은 직경 70 mm 및 길이 100 mm의 압출용 빌렛으로

가공하여 압출다이스 온도 150 oC, 빌렛 온도 200 oC, 압

출비 37:1로 봉상압출 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2.2 분석 및 평가

주조 및 압출된 합금에 대하여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OM),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용해 미세조직을 관찰하였으며,

주조 및 압출된 합금에 대해서는 압출방향으로 평형면

을 평행하게 가공한 후 5 g picric acid + 97 ml ethanol

용액으로 부식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FE-SEM 측

정은 JEOL JSM-7000F 내에서 가속전압 20 kv의 조건

으로 측정하였다. 압출된 마그네슘 합금에 대하여 상온

에서 인장시험을 통해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KS B

0801 8호 시험편(평행부 직경 6 mm, 표점간 거리 32

mm)으로 압출방향과 인장축이 일치하도록 가공하여 준비

한 후 Shimadzu 만능재료시험기를 사용하여 초기 strain

rate 1 × 10−3\/s 조건에서 시험을 진행하였다. 연신율은 시

험기에 부착된 신율계 카메라를 통하여 시험전과 시험

후의 표점간 거리의 차이로 산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주조 후 Mg 합금의 미세조직

Fig. 1 에 마그네슘 합금의 Ca 첨가량에 따른 주조재

의 광학현미경 조직관찰 사진을 나타내었다. 0.4 wt%의

Ca이 첨가된 합금의 경우 결정립이 약 730 μm 이상으

로 조대한데 반해 0.8 wt%의 Ca이 첨가된 합금에서는 약

470 μm 이하로 결정립 사이즈가 미세화 되었다. 또한

1.2 wt%의 Ca이 첨가된 합금에서 0.8 wt%의 Ca이 첨가

된 합금과 유사한 결정립사이즈를 나타내었다. Ca이 첨

Fig. 1. OM images of the as-cast Mg-3Zn-1Sn-0.4Mn-11Li-xCa alloys, x = 0.4Ca (a), 0.8Ca (b) and 1.2C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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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 모든 합금에서 다수의 석출상이 관찰되었다. 

Fig. 2는 Mg-11Li-3Zn-1Sn-0.4Mn-xCa (x = 0.4, 0.8 및

1.2 wt%) 합금 주조재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나타내

었다. Fig. 2의 SEM 사진에서와 같이 Ca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석출물의 양과 크기가 증가하였다. Ca의 첨가

량에 따른 image analysis의 분석결과 Ca의 첨가량이 증

가함에 따라 석출물의 체적 분율이 5.1 %, 6.5 %, 8.1 %

로 점차 증가하였다. 또한, 석출물은 크게 4가지의 다른

형상으로 나타났으며, 형상에 따른 성분 또한 다르게 나

타났다. 특히 Ca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needle 형상

을 가지는 상들의 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Ca 첨가량에 따라 제조된 Mg-11Li-3Zn-1Sn-0.4Mn-xCa

주조재의 EDS 분석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주조재

에서 관찰된 4가지의 석출물 형상과 조성을 나타낸 EDS

분석결과이다. 석출물에 대한 구분을 종횡비로 나눠 종

횡비가 가장 작은 형태의 석출상은 Mg2Sn상으로 Sn의

낮은 첨가량으로 인해 석출상의 양이 적고 기지내에 분

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횡비가 가장 큰 석출

상은 MgZn상으로 Zn의 첨가량이 3 wt%로 인해 주 석

출상으로 주로 결정립경을 따라 존재하고 기지내에도 다

수 분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횡비가 중간인

석출상은 MgSnCa상으로 Ca의 첨가량이 늘어감에 따라

더욱 많은 수의 석출물이 관찰되었고, 결정립경과 기지

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의 첨가량이 늘어감

에 따라 기지와 결정립경에 석출상과 debonding 현상을 띄

는 석출물이 존재하게 되는데 EDS 분석결과 Ca2Mg6Zn3

상으로 Ca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debonding 현상도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wt%의 Li이 첨가되어 α-Mg

상은 검출되지 않았고, β-Li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EDS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Mg2Sn, MgZn, MgSnCa, Ca2Mg6Zn3 상등 4개의 석출

상 들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SEM images of Mg-3Zn-1Sn-0.4Mn-11Li-xCa alloys, x = 0.4Ca (a), 0.8Ca (b) and 1.2Ca (c).

Fig. 3. EDX results at of the as-cast Mg-3Zn-1Sn-0.4Mn-11Li-xCa alloys, x = 0.4, 0.8 and 1.2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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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압출 후 Mg 합금의 미세조직

Fig. 4에 압출 후 Mg-11Li-3Zn-1Sn-0.4Mn-xCa (x =

0.4, 0.8, 1.2 wt%) 합금의 SEM 관찰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Ca이 첨가된 모든 합금에서 압출가공

에 의해 석출물들이 압출방향으로 늘어서 있으며, 파쇄

되어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동적 재결정으

로 인해 등축의 결정립 조직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

다. 결정립의 크기는 주조재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Ca의

첨가량 0.4 wt%에서 50 μm 이상으로 조대한데 반해, 0.8

wt%의 Ca이 첨가된 합금에서는 결정립의 크기가 10 μm

이하로 미세해짐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1.2 wt%의 Ca이

첨가된 합금에서 결정립의 크기가 40 μm 정도로 0.8 wt%

의 Ca이 첨가된 합금에 비해 다소 조대해 짐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Ca2Mg6Zn3 정출상의 증가로 인해 de-

bonding 현상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Ca이 Mg 합금

의 결정립 크기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압출공정에 의한 새로운 석출상

의 증가나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조재와 같이 β-

Li상과 Mg2Sn, MgSnCa, Ca2Mg6Zn3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3.3 압출 후의 기계적 특성

Fig. 5와 Table 1에 세 종류의 Mg 합금의 압출 후의

인장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0.4 wt%

의 Ca이 첨가된 합금에서 인장강도 152.9 MPa, 연신율

43.2 %의 결과를 나타내었고, 0.8 wt%의 Ca이 첨가된 합

금에서 가장 높은 인장강도(162.3 MPa)와 연신율(60.7 %)

를 나타내었다. Ca의 첨가에 의해 MgSnCa 및 Ca2Mg6Zn3

상이 형성됨으로써 압출시 동적재결정에 의해 결정립이

미세화됨에 따라 강도 및 연신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

된다. 1.2 wt%의 Ca이 첨가된 합금의 인장강도는 0.8

wt%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연신율이 46 %로 감소하였

다. 이는 합금에 고용되는 Ca의 양이 포화 및 조대화되

어 많은 양의 Ca2Mg6Zn3상이 생성되어 Ca이 결정립 미

세화요과에 기인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압

출 중에 debonding 현상이 더욱 증가하여 석출물과 기

지간의 결합이 약해서 연신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Fig. 6에서와 같이 연신율이 가장 큰 0.8 wt%의 Ca이 첨

Fig. 4. SEM images of the as-extruded Mg-3Zn-1Sn-0.4Mn-11Li-xCa alloys, x = 0.4Ca (a), 0.8Ca (b) and 1.2Ca (c).

Fig. 5. Nominal stress-nominal strain curves of the as-estruded Mg-

3Zn-1Sn-0.4Mn-11Li-xCa alloys, x = (0.4, 0.8 and 1.2 wt%).

Table 1. Tensile properties of the Mg-11Li-3Zn-1Sn-0.4Mn-xCa

alloys, x = (0.4, 0.8 and 1.2 wt%).

Alloys
YS

(Mpa)

UTS

(Mpa)

Elongation

(%)

Mg-3Zn-1Sn-

0.4Mn-11Li

0.4Ca 132 152.9 43.2

0.8Ca 141.5 162.3 60.7

1.2Ca 145 161.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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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 합금에서 dimple의 깊이와 크기가 가장 크며, 모

든 합금에서 dimple 내부에 석출물이 관찰되었다. 1.2

wt%의 Ca이 첨가된 합금에서는 dimple 내부에 다수의

Ca2Mg6Zn3 석출물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석출물과 모상

인 Mg 합금 사이에서 debonding에 의한 크랙의 발생에

의해 파단이 진행되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 결  론

Mg-11Li-3Zn-1Sn-0.4Mn 마그네슘 합금의 Ca 첨가량

에 따른 주조재 및 압출재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Mg-11Li-3Zn-1Sn-0.4Mn-xCa 합금 주조 시 Ca의

첨가량이 늘어남에 따라 결정립 크기가 730 μm이상에서

470 μm이하로 감소하였고, 석출물의 분율 또한 5.1 %,

6.5 %, 8.1 %로 증가하였다.

2) Mg-3Zn-1Sn-0.4Mn-11Li-xCa 합금 압출재에서도 Ca

의 함량에 따라 석출물의 양이 증가하였고, 결정립크기

가 50 μm이상에서 10 μm이하로 감소하였다. 또한 압출

가공으로 인해 석출물들이 압출방향으로 늘어선 형태를

띄고 있었으며, 동적 재결정으로 인해 등축 조직을 나

타내었다.

3) 압출재의 경우 0.8 wt%의 Ca이 첨가된 합금에서

162.3 MPa의 가장 높은 인장강도를 나타냈으며, 연신율

또한 60.7 %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Ca의

결정립 미세화효과와 다량의 석출물 형성의 결과로 인

한 것으로 사료된다.

4) Ca의 첨가량이 1.2 wt% 합금에서 0.8 wt% 합금에

비해 연성과 강도가 감소한 이유는 Ca2Mg6Zn3 석출물과

기지간에 debonding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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