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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recently developed Al 2013 alloy was T8-tempered and, to improve the strength and corrosion-

resistance, slight amounts of Zr of 0.2 wt% and 0.5 wt%, respectively, were added and the mechanical properties were analyzed.

For microstructure and precipitate analysis, OM observation, XRD analysis, and TEM analysis were performed, and for the

mechanical property analysis, hardness and tensile strength tests were done. Also, in order to determine the corrosion rate

according to the Zr content, a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test was performed and the propert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size of the precipitate varied with the content of Zr and was finest at Zr content of 0.2 wt%; it grew larger at 0.5 wt%,

at which point the hardness value accordingly showed the same trend. On the other hand, as calculated from the aspect of

chemical bonding among atoms, it was confirmed that the tensile strength and the corrosion-resistance increased with the same

trend.

Key words Al alloy, T8-tempered, Zr, property.

1. 서  론

알루미늄 합금은 철강에 비해 약1/3정도의 비중을 가

지면서, 기계적, 내식성 특성이 우수하여 각종 구조물, 기

계장비, 설비등 널리 사용되어오고 있다. 그 중 현재 용

융 아연 도금 장치 설비는 대부분 Al합금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Al 합금 소재에 기계적, 부

식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2013 합금(Al-1.7Cu-1.0Mg-0.8Si-0.15Cr wt%)은 압출재

로서 파이프형상으로 압출하는 판재로서 담금질 후, 성

형, 시효 처리를 실시하는 공정이 가능한 고강도 알루

미늄 합금보다 성형성이 우수한 합금이며, 2013-T6재는

2024-T3재와 동등한 강도를 유지하고 내식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2023-T3재의 대체용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2013합금은 T8조질처리로도 고강도화가 가능한 것이 확

인되었다.1)

Al-Cu계 합금에 강도와 연성 향상에 효과적인 원소들

(Cd, Mn, Si, Fe, Ti 등)을 첨가하여 상변화 및 시효거

동 등에 대한 연구2-5)가 꾸준히 되어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Al 합금계에 미량의 Zr을 첨가하면 결정립이 미세

화되고 입계의 우선부식을 입내의 전면부식으로 바꾸게

되어 내응력 부식성이 향상되고 용접이 개선되었다는 보

고6~8)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발된 Al 2013-T8합금에

†Corresponding author

E-Mail : djyoon@scnu.ac.kr (D. -J. Yoon, Sunchon Nat'l Univ.) 

© Materials Research Society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l 2013-T8 합금에서 Zr 첨가에 따른 기계적 특성 분석 445

미량의 Zr을 첨가하여 Zr의 첨가량에 따라 변화하는 미

세조직 및 기계적특성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합금의 융점 차이로 인해 용해시간이 길어지고 편석 발

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소모성 진공아크용해로(VAR)

를 이용하여 모합금을 제조한 후 유도용해로(용융온도 :약

800 oC ~ 900 oC)를 이용하여 주형에 넣어 합금을 제작하

였다.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2013 합금 성분이

며, 비교를 위하여 각각 0.2, 0.5 Wt%의 Zr을 첨가하여

총 3종류의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용해 후 주형을 제거한 잉곳을 진공열처리로를 이용하

여 540 oC에서 24시간 균질화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열

처리시 5.5 × 10-5 Torr의 진공도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승

온속도는 5 oC/min, 냉각은 노냉으로 진행하였다. 그 후

열간압연은 500 oC에서 이루어졌다. 용체화처리는 수직 튜

브로를 이용하여 540 oC에서 1시간동안 시행되었으며 물

에 바로 떨어뜨려 급냉 처리하였다. 그리고 냉간압연은

2.4 mm에서 2.0 mm로 가공도 16.6 %로 실시하였다. 마

지막으로 인공시효는 수직 튜브로를 이용하여 170 oC에

서 8시간 동안 행한 후 수냉처리 하였다.

미세조직 및 석출물 등의 분석을 위하여 OM 관찰,

XRD분석, TEM(TECNAI F20 UT)분석을 실시하였으며,

OM 관찰용 부식액 조건으로는 25 ml 메탄올, 25 ml 염

산, 25 ml 질산, 1 drop 불산을 혼합하여 20-30초 간 실

시하였다.

TEM관찰용 박막시료는 집속이온빔(FIB_Versa 3D)을

이용하여 기계연마로 약 200 μm 두께로 만든 후 −20 oC

초산메탄올(HNO3 : CH3OH = 1 : 3)을 전해액으로 사용하

여 전해연마법으로 제작하였다. 

기계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경도와 인장강도 시험을 실

시하였으며 우선 경도는 장비명이 Mitutoyo HM-200, 하

중은 100 g으로 측정 포인트는 3회 측정하여 평균값으

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인장강도는 경도정밀공업(주)에서

제작된 KDPI-130-1 모델로, 인장속도 5 mm/min, 인장하

중 500 kgf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Zr의 함량에 따른 부식률을 알아 보기 위해 동전

위 분극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부식액 으로 NaCl 3.5 wt%,

스캔속도는 1 mV/S 의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각 Zr 함량에 다른 미세조직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광학현미경(200배율)을 이용하여 관찰 하였으며, XRD를

이용하여 상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을 보면 Zr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석출물로 추

측되는 상들이 더 많이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입내 쌍정 또한 많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Yun et

al.6)에 따르면 Zr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결정립이 미세

화 된다고 하였으나 본 결과에서는 뚜렸한 결정립 미세

변화를 찾을 수 없었는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콜드롤링

에 의해 기계적 가공이 더해진 결과라고 추측된다. 

형성된 석출물 및 상의 종류는 XRD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Fig. 2에 나타내었다. 그림상으로는 높은 Al

피크에 비해 워낙 작은 피크들이라 잘 보이진 않았으나,

Fig. 1. Micro structure image of the Zr content.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2013 aluminum alloy(wt%).

Composition Cu Mg Si Cr Al

wt% 1.7 1.0 0.8 0.15 Bal. Fig. 2. XRD analysis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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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θ‘(CuAl2), β‘(Al3Zr)등으로 추측되는 미세 피크들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0.5 wt%Zr을 첨가했을 때 더 많은 미

세피크들이 생성되었다. 또한 Zr의 함량을 더 할수록 격

자간의 거리가 각각 2013일 때는 4.0491 Å, 2031-0.2Zr

은 4.0494 Å, 2031-0.5Zr은 4.0498 Å로 아주 미세한 차

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에 나타낸 TEM 이미지로 Zr 함량에 따른 석출

물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검은 점들이 석출물

에 해당되며 EDS로 성분 확인 결과 Al과 Cu로 확인되

어 거의 대부분 CuAl2에 해당하는 θ‘상(tetragonal 구조)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출물의 크기는 Zr의 함량에 따라 사이즈와 격자상수

가 달라지고, Zr이 0.2 % 첨가되었을때 석출물은 가장 작

은 사이즈(약 10 nm)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Zr 첨가량이 0.5 %일 때 보다 0.2 %일 때 석출물

의 사이즈를 미세화 시키고 0.5 %일 때는 석출물의 크

기가 다시 커졌음을 알 수 있었다. 

경도와 인장강도를 통해 기계적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다음의 Table 2와 Fig. 4에 각각 나타내었다. 

경도와 인장강도, 연신율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면 Zr

의 함량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경도

의 경우 큰 차이는 아니지만 0.5 % Zr을 첨가했을 경우

Zr을 0.2 % 첨가 했을 때 보다 적은 경도 값을 보였는

데, 이는 앞에서 말했듯이 석출물 사이즈와도 관련이 있

으며 또한 θ‘(CuAl2)등의 석출물이 생성되고, 시효까지 하

게 되면서 Zr 이 θ‘상의 석출에 영향을 끼쳐 시효경과

거동을 변화5,6) 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장강도와 연신율은 보통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 이 또한 Zr의 첨가의 영향으로 앞서 보고6-9) 된 결

과와 같이 Zr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와 연신

율이 증가하는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Zr의 첨가량이 0.5 wt%일 때 국소적으로 석출물의 크

기와 격자구조가 커지면서 경도의 값은 하락했지만 인

장 강도의 값은 상승한 것은 넓은 의미로 생각해서 XRD

미세피크에 해당하는 β‘(Al3Zr)석출물의 생성과, Zr의 고

용경화 작용으로 결국 인장강도는 높아졌을 것이라고 추

측하였다. 

마지막으로 Zr함량에 따른 내식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

전위 분극시험을 실시하였고 Fig. 5에 결과를 나타내었다. 

Potential(Ecorr, V)은 open circuit 조건에서 표준전극

에 대하여 부식되는 시편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전위를

말하며 전체의 전위영역에서 전류밀도(Icorr, A)가 낮을

수록 내식성이 우수함을 나타낸다.10,11) 

Fig. 3. TEM images(× 9900) and θ'(CuAl2)precipitates structure.

Fig. 4. Tensile strngth and elongation graphs for the Zr content.

Table 2. Value of Micro Vickers Hardness.

Hardness(Hv)

Al 2013 132.1

Al 2013-0.2Zr 134.8

Al 2013-0.5Zr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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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 함량에 따라 Ecorr(V), Icorr(A) 값으로 Al 2013은

−1.32 V, 6.91 × 10-5, Al2013-0.2Zr은 −1.15 V, 2.17 × 10-

5, Al2013-0.5Zr은 −1.17 V, 1.0 × 10-5으로 Icorr(A)값으

로 보았을 때 가장 낮은 값을 가진 Al2013-0.5Zr이 내

식성이 가장 좋을 것 이라고 판단하였고 Table 3에 나

타낸 것과 같이 부식률이 Al2013-0.5Zr이 가장 낮은 값

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M. Morinaga 등은 원자간의 화학결합을 나타내는 파

라미터로 원자반경(합금원소 주변의 국소변형은 전위변형

장과 상호작용으로 전위운동을 방해하는 마찰효과를 만

들어 결국 강도의 상승을 일으킴)과 전기음성도(원자간

화학결합의 세기변화로 전위에너지에 직접 관계하는 물

성값이 변화함)로 나타내었으며, 이 두 가지 파라미터는

강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12) 본 연구에 사용된 합

금 또한 이온반경과 전기음성도를 이용하여 식 1,2를 이

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이온반경의 자료는 R. D.

Shannon,13) 전기음성도의 자료는 A. L. Allred14)에 의해

정리된 값을 사용하였다. 
 

식 112)

식 212)

여기서 Xi는 합금성분 I의 몰분율, Ri와 Φi는 각각 합

금원소 i의 원자반경과 전기음성도, RAl와 ΦAl는 각각 모

금속 Al의 원자반경과 전기음성도이다.

Fig. 6과 Fig. 7에 나타낸 것과 같이 Zr 함량에 따라

나타낸 합금의 강도가 ΔR(합금 중의 격자변형의 평균치)

과 ΔΦ(합금 중의 전하이동량의 평균값)가 증가함에 따

라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M. Morinaga

등이 제시한 결과와 같은 경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이론값인 이온반경과 전기음성도을 이용하여 강

도를 예측할 수 있는 연구 결과에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Al 2013 합금에 미량의

Zr을 첨가하는 것은 기계적 성질 및 내식성에 우수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험적, 이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

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l 2013-8T 소재에 Zr의 첨가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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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ons between Tensile strength and ΔR for the Al alloys.

Fig. 7. Relations between Tensile strength and ΔΦ for the Al alloys.

Fig. 5.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for the Zr content.

Table 3. Corrosion Rate for the Zr content.

Corrosion Rate(mpy)

Al 2013 29.839

Al 2013-0.2Zr 9.321

Al 2013-0.5Zr 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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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기계적, 부식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Zr의 함량에 따라 석출물의 크기가 달라졌으며, Zr

함량의 증가에 따라 인장강도와 내식성이 증가하였다. 

2) 인장강도와 내식성은 Zr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

자간의 화학적결합 측면으로 계산했을 때와 같은 경향

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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