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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microstructural development of 99% magnesium alloy sheet manufactured

using twin roll casting (TRC) process. Herein, a plate with a thickness of 5 mm was manufactured using the TRC

process, homogenization heat treatment was performed at 400oC for 2-32 h, and finally, the change in microstruc-

ture was evaluated via optical microscopy and textural analysi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late manufactured

using the TRC process was not destroyed and was successfully rolled into a plate. Microscopic observation sug-

gested that the dendritic cast structure was arranged along the rolling direction. And the central layer of the rolled

plate, where was present in a liquid state at the beginning of rolling, solidified later during the TRC process to

form central segregation. The initial cast structure and inhomogeneous structure of the plate were recrystallized

by homogenization heat treatment for only 2 h,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segregated part of the central layer

became homogeneous and recrystallization occurred. Grain growth occurred as the heat treatment time

increased, and secondary recrystallization occurred, wherein only some grains were grown. The textural analy-

sis, which was conducted via X-ray diffraction, confirmed that the relatively weak basal plane texture developed

using the TRC process was formed into a random texture after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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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그네슘과 그 합금은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조용 금속재료 중에서 가장 가볍고 높은 비강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환경규제가 강화되며 에너지 소모

의 절감이 필수적인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 및 수송

장비의 경량화에 알맞은 금속재료로써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그러나 조밀육방(HCP) 결정구조를

갖는 마그네슘 및 합금은 소성변형 시 상온에서의

비기저면 슬립의 임계분해전단응력(CRSS, critical

resolved shear stress)이 커 작동이 어려우므로 기저

면(basal plane) 슬립(slip)과 쌍정(twinning)을 통해

변형이 이루어진다[2]. 그러나 슬립계의 수가 적은

기저면 슬립과 쌍정만으로는 변형이 매우 제한적이므

로, 일반적으로 비기저면의 CRSS가 급격히 낮아져

원활한 슬립이 가능한 200~250oC 이상의 온도에서

열간가공 한다. 이와 같이 가공 및 성형을 위해 공

정온도를 높이면 공정비용이 증가하고, 여러 단계의

공정을 반복하여 진행하므로 생산성이 감소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속주조공정이 제

안되었다. 연속주조공정은 1800년대 처음 개발된 공

정으로 철강의 공정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고안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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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초기의 모델은 수직연속주조공정으로 두 개의

롤을 일정한 간격을 주어 최종두께를 정하고 롤 사

이에 용탕을 직접 주입하여 판재, 봉재 등의 원하는

형태로 제품을 가공할 수 있다. 처음 공정이 제안된

후, 알루미늄 및 동 합금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연

속주조공정이 확립되었고, 1900년대에 마그네슘 및

합금에 적용을 시도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하는 등

효율적인 공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4, 5]. 여러 형

태의 연속주조공정 중 연속주조압연(TRC, twin roll

casting)공정은 용융상태에서 롤 간격을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최종 두께까지 바로 압연이 가능한 공정으로,

가열 및 압연을 반복수행하여 최종 두께에 도달하는

기존 압연공정에서와 같이 가열로 소모되는 에너지가

없으며, 공정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시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판재가공에 최적화된 공정이다.

마그네슘 및 합금의 TRC 공정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나, 초기 연속주조압연 마그네슘 판재에

서는 공정 후의 미세조직이 균일하지 않음이 보고되

고 있다[6, 7].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개발 및 첨

가원소에 따른 미세조직, 집합조직에 관한 많은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합금을 TRC 공정을 통하

여 두께 5 mm의 판재를 제조하였으며, 초기 압연판

재의 주조조직 및 불균일한 미세조직 개선을 위해,

일반적으로 350~450oC의 범위에서 균질화 열처리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400oC에서 2~32시간 동안 균

질화 열처리하여 시간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를 광학

현미경 및 집합조직 관찰을 통해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0.6 wt.% Zn과 소량의 Al 및 Ca

를 첨가한 마그네슘합금을 710oC의 용탕에서 용융한

후, 연속주조압연기의 롤러 간격을 조절하여 두께

5 mm 판재를 제조하였다. 공정을 통하여 제조된 판

재의 초기 조직을 균질화하기 위하여 400oC에서 2,

4, 8, 16, 32시간 동안 열처리(homogenization treat-

ment) 후 공냉(air cooling) 하였다. 

공정을 통하여 제조된 판재와 균질화 열처리 과정

의 미세조직 발달을 분석하기 위하여 Fig. 1에 나타

낸 것과 같이 ND-면(normal direction plane), TD-

면(transverse direction plane)의 미세조직을 관찰하

였다. 미세조직은 광학현미경(BX41M-LED)을 사용

하여 관찰하였다. 절단한 시편을 SiC paper를 사용

하여 #400, #800, #1000, #1500, #2000, #2400,

#4000 순으로 연마 후, diamond paste를 사용하여

3 μm, 1 μm, 0.3 μm까지 미세연마 하였다. 부식액으

로 picric acid solution(100 ml D.I. water, 100 ml

ethanol, 6 ml acetic acid, 2 g picric acid)을 사용

하여 에칭(etching) 하였다. 광학현미경 관찰 후 압

연판재의 첨가원소의 분포와 석출물 및 중심편석 부

위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전계방사주사전자현미경

(FE-SEM MAIA III)을 사용하여 EDS 분석을 하

였다.

초기 및 균질화 처리 후 시편의 경도측정을 위해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 시험기(MMT-X3)를 이용하여

ND-면에 2 kgf의 하중으로 16회 반복 측정하여 평

균값을 얻었다.

공정에 따른 집합조직의 변화는 X-선 회절기

(Bruker AXS D-5005)를 이용하여 ND-면에서

{1010}, {0002}, {1011}, {1012}, {1120}, {1013}

6개의 극점도(pole figure)를 측정하여 거시적인 집합

조직을 분석하였다. 극점도는 Schulz 반사법을 이용

하여 시편을 70°까지 5°간격으로 기울이며 각 기울

기에서 360°를 회전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된 극점도

를 이용하여 방위분포함수(ODF, orientation distri-

bution function)를 계산하여 집합조직을 해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연속주조압연(트윈롤 주조, TRC)공정으로 제조한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observation plane

in TRC sheet, ND-plane, RD-plane, and TD-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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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마그네슘합금 5 mm 압연판재의 ND-, TD-면에

서 발달한 미세조직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초기 압

연판재에서는 수지상 형태의 주조조직이 발달되었음

을 알 수 있다. 두께 전체의 미세구조를 보여주는

Fig. 2(a)에서 보듯이 수지상의 주조조직은 압연 방

향에 따라 기울어 배열되며 형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심부에는 편석(central segregation)이 발생하

고 있으며 자세한 형태는 Fig. 2(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용융상에서 바로 압연되며 표면부에서 먼

저 응고되고 급격히 중심부위까지 응고가 진행되었으

나, 중심부에서는 표면과 동시에 응고되지 못하고 서

서히 응고되어 고체 수지상 사이에 중심편석을 형성

한 것으로 판단된다[6]. 즉 5 mm 두께의 판재는

TRC공정만으로는 균일하게 제조되지 않음을 보여주

는 결과이다. 

이러한 불균일한 초기 압연판재의 각 부분의 정확

한 성분을 분석한 EDS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2(a)에서 보았던 압연방향으로 배열된 수지상의

area 측정결과, Mg 기지(Matrix)로 구성되어있음을

Fig. 3(a)에서 확인할 수 있고, 수지상의 경계면 영

역에서 여러 point 측정결과 Fig. 3(b)에서 나타나듯

첨가원소인 Zn과 Ca가 다량 분포되어있음을 확인하

였다. 문헌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는 수지상의

경계면에 MgZn
2
, Mg

2
Ca 상이 분포되어 Zn과 Ca

가 높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8].

Fig. 2(b)에서 보았던 중심편석 부위의 EDS 측정결

과, 이 부분에서도 첨가원소인 Zn과 Ca가 더 많이

함유되며 편석을 형성한 것을 Fig. 3(c)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초기 압연판재를 400oC에서 균질화 열처리한 후

Fig. 2. Optical micrograph of TRC initial sheet (a) TD-plane (b) segregated part of the center, TD-plane (c) ND-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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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한 미세조직 변화를 Fig. 4, 그리고 평균 결정립

크기 변화를 Fig. 6에 나타내었다. 2시간의 열처리만

으로도 초기 수지상의 주조조직 및 불균일한 조직이

사라지고 재결정이 완료되었으며, Fig. 4(b)의 TD-면

에서 관찰된 초기에 존재하던 중심부 편석 또한 2시

간의 열처리를 통해 첨가원소의 편석이 사라지고 균

질하게 되었음을 EDS 측정결과 Fig. 3(d)에서 확인

하였다. 균질화 열처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정립

성장이 일어나며, 일부 결정립만 성장하는 2차재결정

이 나타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Fig. 5에

32시간 열처리 한 후 발달한 큰 결정립을 나타내었

다. 균질화 열처리 시간에 따른 결정립의 크기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선분법을 이용하여 결정립 크

기를 측정하였다. 2시간 열처리 결과 평균 21.40 μm

의 크기의 결정립을 형성하였으며 열처리 시간이 경

과하며 4시간에서 평균 21.10 μm, 8시간에서

22.88 μm, 16시간에서 23.88 μm, 32시간에서 32.59

μm의 결정립을 형성하였다. 열처리 시간의 경과에

따라 8시간부터는 서서히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단일 결정립의 최소크기는 2시간에서

1.71 μm이고, 최대크기가 16시간에서 140.72 μm로

측정되었다. 32시간 균질화 처리를 진행한 Fig. 5의

조직사진에서 볼 수 있듯 평균적인 크기의 결정립

사이에 133.3 μm의 비이상적으로 성장한 결정립과

Fig. 3. EDS analysis result from the TD-plane (a) area mapping of initial sheet, dendrite (b) point mapping in several points

of the dendrite edge area (c) area mapping of initial sheet, central segregated part (d) area mapping after homogenization at

400oC for 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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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μm의 미세한 결정립들이 혼재되어있다. 관찰한

미세조직과 Fig. 6에 나타낸 균질화 열처리 후

TRC 판재 ND면의 결정립 크기의 분포를 통해 일

부 결정립만 성장하는 2차재결정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2차재결정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첨가원소로

사용한 Zn과 Ca의 입계고착효과로 인한 결정립 미

세화의 역할로 인해 평균 결정립 크기보다 작은 결

정립이 다수 존재하여 입계의 계면에너지가 커지며,

Fig. 4. Microstructure of TRC sheet, initial and after homogenization at 400oC for 2, 4, 8, 16, 32 hours (a) ND-plane (b)

TD-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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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2차재결정의 구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9, 10]. 즉, 400oC에서 균질

화가 진행되며 비교적 고온에서의 풀림으로 인해 석

출물로 고착되어 있던 입계가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주위 결정립을 소멸시키며 성장하였다고 판단된다.

초기 압연판재 및 균질화 열처리 후 압연판재의

경도 측정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초기 5 mm

판재의 경도는 59.8 HV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균

질화 열처리 2시간을 거치며 47.8 HV로 감소하였고

4~32시간이 경과되며 47.7 HV, 49.1 HV, 46.4 HV,

46.6 HV로 나타났다. 이는 2시간의 균질화 열처리에

서 이미 작은 결정립으로 재결정되며 압연 초기 집

적되었던 응력이 해소되며 경도값이 낮게 나타났고,

열처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정립 크기가 커짐으

로 경도값이 감소하여야 하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

고 오히려 8시간에서 경도값이 상승하며 일정한 경

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일부 결정립만 성

장하는 2차재결정으로 인해 측정된 경도값의 불균일

성이 커 편차가 나타났다고 판단되며 열처리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집합조직 분석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측정

된 극점도에서 초기 압연판재에서는 기저면이 압연방

향으로 약간 기울어진 비교적 강한 집합조직이 형성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Fig. 8(a)). 마그네슘 판

재의 대칭압연에서는 일반적으로 (0001) 기저면이 압

연면에 평행하게 정렬되는 강한 집합조직이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1, 12]. 연속주조압연한 초기

마그네슘 압연판재에서는 대칭압연에서와는 다르게

기저면이 압연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진 집합조직이 방

위분포함수(ODF)의 강도가 12.56로 비교적 강하게

발달하였고, 균질화 열처리 후에는 형성되었던 기저

면 집합조직이 무질서한 집합조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2시간의 열처리만으로 ODF 강도가 8.34로

감소하였고, 열처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무질

서하게 배열되며 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0001) 기저면 집합조직이 강하게 발달하면, 이후 추

가적인 가공을 할 때 원활한 성형이 이루어지지 않

으므로 균질화 열처리를 통하여 무질서한 집합조직을

형성한 것은 바람직한 결과로 판단된다.

Fig. 5. Optical micrograph showing the abnormal grain

growth after homogenization at 400oC for 32 hours, ND-

plane.

Fig. 6. Average grain size and distribution, after homogeni-

zation at 400oC for 2, 4, 8, 16, 32 hours, ND-plane.

Fig. 7. Micro vickers hardness from the ND-plane, initial

and after homoge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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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연속주조압연(트윈롤 주조, TRC) 공정으로 제작한

99% 마그네슘합금 판재의 초기 미세조직 및 균질화

열처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미세조직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초기 압연판재에서는 압연방향에 따라 변형된

수지상의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수지상의 경계면에서

Ca와 Zn이 높은 함량을 나타내어 Mg
2
Ca, MgZn

2

상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판재의

중심부에도 편석이 일어나 Ca와 Zn의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400oC에서 2시간의 열처리만으로도 판재 초기의

불균일한 조직 및 주조조직과 초기에 존재하던 중심

부 편석이 사라지고 균일하게 재결정되었다. 열처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정립 성장이 일어나고, 일부

결정립만 성장하는 2차재결정이 나타나 단일 결정립

의 크기가 최대 140.72 μm로 형성되었다.

3. 경도는 초기 압연판재에서는 59.8 HV, 2시간 열

처리 후 균질화되며 재결정이 완료되어 47.8 HV까지

하락하였으며, 열처리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는 나

타내지 않았다. 

Fig. 8. Texture presented by the measured pole figure and ODF at Φ=0°, 45° section (a) initial (b) 400oC, 2 hours (c)

400oC, 8 hours (d) 400oC, 3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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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기 마그네슘합금 판재에서는 기저면이 압연방

향으로 약간 기울어진 비교적 강한 집합조직이 형성

되었고, 균질화 열처리를 통해 무질서한 집합조직으

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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