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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 열처리에 의한 Al-Mg-Si 합금의 비등방성 석출물 형상을
 고려한 확률 의존적 석출강화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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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d a constitutive equation to predict the change in yield strength according to

the behavior of β″ metastable precipitates, which have a profound effect on strength among materials

precipitated during the T6 heat treatment of Al-Mg-Si alloy. The β″ precipitate is a metastable phase before

it becomes a β (Mg2Si) precipitate, and is distributed in the form of nano-scale rods in the aluminum alloy

matrix. Existing precipitation strengthening models assume the shape of the precipitate to be spherical, and

in that case the equation that depends on the Orowan mechanism with the average precipitate size and

distribution should dominate. However, precipitates are formed in various shapes and sizes by anisotropic

growth. In particular, rod-shaped precipitates are not suitable for the existing precipitation strengthening

model. In this study, an Al-Mg-Si alloy was fabricated by gravity casting followed by T6 heat treatment. The

new precipitation strengthening effect equation proposes that the β″ precipitate affects yield strength during

plastic deformation of the Al-Mg-Si alloy. The proposed precipitation strengthening effect equation

probabilistically considers the Critical Resolved Shear Stress (CRSS), which varies depending on the angle

between the dislocation and the precipitate, when the dislocation passes through a rod-shaped precip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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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료의 기계적 특성 중 항복강도는 탄성변형이 일어나는

한계응력으로, 금속 재료에서 매우 중요한 특성이다. 따라

서, 항복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측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항복강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결

정립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결정립 효과, 용질원소가 금

속 기지 내에 고용되어 영향을 미치는 고용체 효과, 석출

물이 기지 내에 형성되어 나타나는 석출 강화 효과 등이

있다 [1-4]. 

알루미늄 합금은 고강도, 저밀도, 우수한 주조성, 우수한

내식성 및 용접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항공우주 및 자동

차 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5-8]. 여러 알루미늄 합금 중 상온 강도가 우수한

7xxx계 합금이 주로 항공용 소재로 많이 활용되며, 합금

성분 제어 및 열처리를 통해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연

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9-11]. 본 연구에서 사용

한 Al-Mg-Si 합금의 경우, 항복강도에 주로 영향을 미치

는 인자는 석출 강화 효과이다. Al-Mg-Si 합금을 T6 열

처리 할 때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나노 스케일의 준안정

석출물인 β″이 형성되며, 형성된 β″ 석출물이 소성 변형

시 전위의 움직임을 방해하며 강도를 증가시킨다 [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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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g-Si 합금의 T6 열처리를 통하여 형성되는 석출물의

메커니즘은 아래와 같다 [15].

AlSSSS → GP-zones → β″/β′ → β(Mg2Si)

용체화 처리 온도에서 용질 원소는 기지 내에 고용되며,

빠른 온도로 상온까지 칭할 시 Al-Mg-Si 합금은 과표

화 고용체 상태가 된다 [16,17]. 이후 인공시효 온도에서

고용된 용질원소들이 기지 내에서 석출물을 형성하게 되며,

준안정 석출물인 GP-zones, β″, β′을 거쳐 최종적으로 안

정상인 β 석출물이 생성된다. 준안정 석출물 중 β″ 은 나

노 스케일의 미세한 원통형 형상을 지니고 있다 [18].

Orowan은 석출물이 전위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과 이

를 예측하기 위한 식을 제안하였다 [19]. 금속이 소성 변

형 시 전위들이 움직이게 되고, 전위가 움직이는 방향에

석출물이 존재하게 되면, 전위가 석출물을 자르거나, 우회

하여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Orowan 예측식은 석출물의 평균 크기만을 고려하였고, 석

출물의 형상은 완전한 구형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금속 기

지 내에서 실제 석출물의 크기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매

우 다양하며, 정규 분포 형태로 존재한다. 또한 β″ 석출물은

미세한 원통형 형상으로 열처리 시 인공시효 단계에서 석출

물이 완전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석출물이 완전한 구형일

때와 같이 지름과 부피가 일정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닌 원

통형 형상의 두께와 길이가 성장하는 비등방성 (Anisotropy)

성장 특징을 지니고 있어, 석출물이 완전한 구형이라 가정

하는 Orowan 예측식은 정확도가 떨어진다 [20]. 

Huther와 Reppich는 Orowan 예측식에 근거하여 석출물

의 크기에 따라 두 쌍의 전위에 미치는 임계분해전단응력

(critical resolved shear stress, CRSS)이 달라지며, 이를

weak-pair (약 쌍), strong-pair (강 쌍), Orowan 우회

(looping)의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석출강화효과를 설명

하였다 [21]. 최근 Fang 등은 Huther와 Reppich의 제안이

하나의 석출물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으며, 두 쌍의 전

위가 하나의 석출물을 통과하는 위치에 따라 weak,

strong, Orowan 우회가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22]. 하지

만 Huther와 Reppich [21], Fang 등[22]이 제안한 모델은

석출물은 완전한 구형이라 가정한 식이여서 원통형 형상을

보이는 β″ 석출물의 석출강화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예측식들로는 예측하기 어려웠

던, Al-Mg-Si 합금에서 강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석출

물인 β″의 미세한 원통형 형상을 고려한 석출강화효과 예

측식을 새롭게 제안한다 [23].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 사용된 Al-Mg-Si 합금의 조성은 표 1과

같다. 합금은 연속주조를 통해 제조되었으며, 주조 시 용탕

의 온도는 700 oC에서 108 mm/min의 속도로 진행되었다.

Φ 180 mm × 100 mm의 원통형으로 주조된 빌렛을 압축시

험을 실시하기 위해 Φ 10 mm × 15 mm의 원통형 시편으

로 가공하였다. T6 열처리는 관상로를 이용하였으며, 준비

된 시편을 510 oC에서 1시간 용체화처리를 한 후, 190 oC

에서 2, 4, 6, 8 시간 동안 각각 인공시효를 실시하였다.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만능시험기(Instron 5569)를

이용하여 10-1 s-1의 속도로 상온에서 압축시험을 실시하였

다. 열처리된 시편의 β″ 준안정 석출물의 형상 및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FIB (Quanta 3D FEG)로 시편을 제작하였

으며, Cs-corrected STEM (JEOL Co., JEM-ARMF)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열처리 공정에 따른 β″ 준안

정 석출물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상용 열역학 계산 프로

그램인 MacCalc ver. 5.61 (rel 1.003)을 이용해서 항복강

도 예측 구성방정식 제시를 위한 β″ 석출물의 평균 반지

름, 석출물 간 거리, 고용강화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Mg,

Si, Cu의 알루미늄 기지 내에 고용된 농도를 계산한 값을

활용하였다.

3. 석출강화효과 예측 모델 비교

3.1 기존 석출강화효과 예측 모델 [19,21]

Orowan의 연구에 따르면, 석출강화효과는 금속의 소성

변형 시 전위의 움직임과 기지 내에 존재하는 석출물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이다. 석출물은 전위의 움

직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며, 강한 (strong) 장애물과 약한

(weak) 장애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19]. 약한

장애물은 석출물이 작고 약해 전위가 이동 중 석출물과 접

하면 전위선의 휘어짐이 적으며, 전위가 석출물을 전단하

며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한 장애물은 석출물이 크고

단단해 전위가 이동 중 석출물과 접하면 전위선이 광범위

하게 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석출물은 전위에 의해

변형되지 않고 우회 (looping)가 일어나 전위루프를 형성한

다. Orowan은 이를 수식으로 나타냈으며, 이를 식 (1)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Al-Mg-Si alloy (wt.%).

Si Mg Zn Cu Fe Mn Ti Cr Al

6.5 2.0 1.5 2.0 0.5 0.3 0.2 0.2 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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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Δτ는 임계 전단 응력의 증가, α는 상수 (~0.5), G는 전

단탄성계수, b는 버거스 벡터, L은 석출물 간 거리를 의미

한다. 위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석출물 간의 거리가 짧을수

록 전위가 석출물을 지날 때 필요한 전단 응력은 증가함을

의미한다. 식 (1)를 통해 석출물이 강도에 미치는 석출강화

효과를 예측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가정에 기반하였다.

i) 석출물은 완전한 구형 (sphere shape)이다.

ii) 석출물의 평균 크기를 수식에 적용한다.

반면 실제 금속 기지 내에 형성되는 석출물은 완전한 구

형이 아니며, 크기 또한 다양하다. 철계 합금에서 석출되는

시멘타이트(Fe3C)는 구상화 열처리를 통해 구형의 안정된

형상으로 석출되지만, 7055, 7075와 같은 7xxx 계열 알루

미늄 합금에서 석출되는 η′ 석출물, 본 연구에서 사용된

Al-Mg-Si 합금에서 석출되는 β″ 준안정 석출물은 얇은 침

상 혹은 막대형으로 기지 내에 형성되기 때문에 식 (1)로

는 정확한 석출강화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24].

Huther와 Reppich는 한 쌍의 전위와 석출물 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새로운 석출강화효과 예측식을 제안하였

다 [21]. Huther와 Reppich의 연구에 따르면, 한 쌍의 전

위는 선행 전위와 후행 전위 두 개의 전위로 이루어져 있

으며, 소성변형 시 한 쌍의 전위는 금속 기지 내를 미끄러

지듯이 이동한다. 소성변형 시 선행 전위는 역상 경계

(anti-phase boundary, APB)에 접하며, 선행 전위를 뒤따

라 진행하는 후행 전위는 APB를 제거하며 진행한다. 석출

물의 지름과 선행 전위와 후행 전위와의 관계는 약 쌍 전

위 관계와 강 쌍 전위 관계로 구별되며, 이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약 쌍 전위 관계는 석출물의 크기가 작아 석

출물이 선행 전위와 후행 전위 사이에 존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석출물의 크기가 작아 선행 전위가 석출물을 완

전히 전단하며 지나간 후에 후행 전위가 석출물과 접하게

된다. rw는 약 쌍 전위 관계에서 강 쌍 전위 관계로 변하

는 임계 석출물 크기이며, 석출물의 크기가 rw보다 작을

경우 CRSS는 약 쌍 전위 관계의 지배를 받는다. 강 쌍

전위 관계는 석출물의 크기가 커서 선행 전위가 석출물을

아직 완전히 전단 하지 못할 때, 후행 전위가 석출물에 접

하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다. 석출물의 크기가 더 조대화

되었을 때는 전위가 석출물을 전단 하지 못하고 Orowan

우회 현상이 일어난다. rc는 강 쌍 전위 관계에서 Orowan

우회로 전환되는 임계 석출물 크기이며, 석출물의 크기가

rw와 rc 사이의 크기일 때 강 쌍 전위 관계의 지배를 받는

다. 약 쌍 전위 관계일 때 CRSS의 크기는 아래의 식 (2)

과 같다 [22, 25-27].

(2)

γAPB는 APB 에너지이며, b는 버거스벡터의 크기

(b = 0.284 nm), f는 석출물 부피 분율, r은 석출물 반지름,

T는 전위의 선 장력으로 T2 = Gb2/2로 나타내며 G는 전단

탄성 계수이다 (G = 26.2 GPa). 강 쌍 전위 관계일 때와

Orowan 우회 시 CRSS의 크기는 각각 아래의 식 (3)와

식 (4)로 나타낸다.

(3)

τΔ
αGb

L
-----------=

τWeak

γAPB
2b
---------

6γ
APBfr

2πT
----------------
⎝ ⎠
⎛ ⎞

1 2⁄

f–=

τStrong
3

2
---

Gb

r
-------
⎝ ⎠
⎛ ⎞ f

1 2⁄

π3 2⁄
--------

2πγ
APBr

Gb
2

------------------ 1–

⎝ ⎠
⎜ ⎟
⎛ ⎞

1 2⁄

=

Fig. 1. Schematic of relationship between two precipitates.

Fig. 2. Relationship between strengthening and precipitation size.
r
w
 is the critical size to transformation from the Weak-pair to

Strong-pair, r
c
 is transformation from the Strong-pair to Orowan

looping.



518 대한금속 ·재료학회지 제59권 제8호 (2021년 8월)

(4)

L은 석출물 사이의 거리이며 아래의 식 (5)와 같다.

(5)

그림 3은 금속 기지 내에 형성되는 석출물의 크기 분포

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Huther와 Reppich는 실제 금속 기

지 내에 석출되는 석출물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

므로 석출물의 크기에 따라 약 쌍 전위 관계, 강 쌍 전위

관계, Orowan 우회 기구에 따른 응력이 석출강화효과에

미치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 설명하였다. 

3.2 확률 의존적 석출강화효과 예측 모델 [22]

Fang 등은 기존의 석출강화효과 예측식에서 설명한

Huther와 Reppich의 예측식과 같이 석출물 전체의 크기에

따라 약 쌍 전위 관계, 강 쌍 전위 관계, Orowan 우회

기구로 나누어 응력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쌍의 전위

가 석출물 하나를 지나는 위치에 확률적으로 나누어 적용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22]. 그림 4(a)는 전위가 석출물을 지나는 세가지 경우를

나타낸다. 그림 4(b)는 전위가 석출물을 지날 때 약 쌍 전

위 관계, 강 쌍 전위 관계, Orowan 우회 기구로 정해지는

임계 석출물 반지름 크기인 rw, rc 그리고 석출물의 반지름

인 r을 나타낸다. 그림 4(c)는 석출물의 단면을 나타내었으

며, 전위가 석출물을 지날 때 약 쌍 전위 관계 영역은 B-

C 영역 (r<rw, lBC), 강 쌍 전위 관계 영역은 A-B 영역

(rw<r<rc, lAB), Orowan 우회 기구 영역은 O-A (rc<r,

lOA)영역이다. 전위가 약 쌍 전위 관계 영역을 지날 확률

(P1)은 아래의 식 (6)과 같다.

(6)

전위가 강 쌍 전위 관계 영역을 지날 확률 (P2)은 아래

의 식 (7)과 같다.

(7)

전위가 Orowan 우회 기구 영역을 지날 확률 (P3)은 아

래의 식 (8)와 같다.

(8)

위의 식 (7), (8), (9) 각각의 영역을 n개의 부분으로 나

눈 후 각 영역별 평균 CRSS를 나타내는 식은 아래의 식

(9)과 같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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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versus precipitation size.

Fig. 4. Interaction between sphere shape precipitate and dislocation for three differe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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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PWeak는 약 쌍 전위 관계 영역을 지날 때 CRSS의 크기

이며, h1=rw일 때 hi+1은 아래의 식 (10)과 같다. 

(10)

dh=lBC/n이다. τPStrong은 강 쌍 전위 관계 영역을 지날 때

CRSS의 크기이며, h1=rc일 때, hj+1은 아래의 식 (11)와

같다.

(11)

dh=lAB/n이다. τPOrowan은 Orowan 기구 영역을 지날 때

CRSS의 크기이며, h1=rc일 때, hk+1은 아래의 식 (12)과

같다.

(12)

dh=lAB/n이며, Lk는 아래의 식 (13)와 같다.

(13)

전위가 약 쌍 전위 관계, 강 쌍 전위 관계, Orowan 우

회 영역을 지날 확률 식과 각 영역별 응력을 나타내는 식

을 활용하여 확률 의존적 석출강화효과 식은 아래의 식

(14)로 나타낸다.

(14)

Fang 등은 전위가 하나의 석출물을 지날 때 세 영역을

지날 확률과 영역별 평균 응력을 고려하여 확률 의존적 석

출강화효과 식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Fang 등의 이론 또한

석출물이 완전한 구형이라 가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

용된 Al-Mg-Si 합금의 주요 강화 석출물인 β″ 준안정 석

출물은 미세한 막대 형상이어서 Fang 등이 제안한 석출강

화효과 예측식으로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3.3 석출물 형상을 고려한 확률 의존적 석출강화효과

예측 모델

본 연구에서 사용한 Al-Mg-Si 합금의 주요 강화 석출물

인 β″ 준안정 석출물의 석출강화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β″

준안정 석출물의 미세한 막대형 형상을 고려해야 한다. β″

준안정 석출물의 형상을 고려하여 약 쌍 전위 관계, 강 쌍

전위 관계, Orowan 우회 영역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전

위가 석출물을 지나는 각도에 따라 전위가 석출물에 접하

는 면적이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쌍 전위 관계, 강

쌍 전위 관계, Orowan 우회 영역 및 rw, rc를 알 수 있

다. β″ 준안정 석출물의 형상을 고려하여 약 쌍 전위 관계,

강 쌍 전위 관계, Orowan 우회 영역을 나타내는 식은 아

래의 식 (15)와 같다.

(15)

P1은 약 쌍 전위 관계 영역을 나타낸 것이며, θStrong은

약 쌍 전위 관계에서 강 쌍 전위 관계로 변하는 임계 석

출물 반지름 (rw)이 될 때의 각도이다. P2는 강 쌍 전위

관계 영역을 나타낸 것이며, θOrowan은 강 쌍 전위 관계에

서 Orowan 우회 기구로 변하는 임계 석출물 반지름 (rc)

이 될 때의 각도이다. P3은 Orowan 우회 기구 영역이다.

영역별 평균 응력을 아래의 식 (16)으로 나타낼 수 있다.

(16)

θ=90 °일 때, 전위가 석출물을 지나는 단면은 타원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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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teraction between rod shape precipitate and dislocation for
three differe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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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직사각형이다. 그러므로 τPOrowan을 전위가 석출물을

지나는 단면이 타원형일 때와 직사각형일 때 두 경우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확률 의존적 석출강화효과 예측

식인 식 (14)에 식 (15)와 식 (16)을 적용함으로써 Al-Mg-

Si 합금의 β″ 준안정 석출물의 형상을 고려한 석출강화효과

예측이 가능하다.

4. 결과 및 고찰

4.1 항복강도 예측 구성방정식

Al-Mg-Si 합금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고

용강화효과는 알루미늄 합금에 첨가된 합금원소를 기지 내

에 고용시켜, 소성변형 시 전위의 이동을 방해하여 강도가

증가하는 효과이다. 합금원소는 용질 원자로서 용체화처리

시 알루미늄 기지 내에 침입형 혹은 치환형 자리로 용해된

다. 용해된 용질 원자는 주변의 격자를 왜곡시키고 응력장

을 형성하여 소성변형 시 전위의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

역할을 하여 강도를 향상시킨다 [28]. 고용강화는 알루미

늄 기지 내에 고용된 용질 원자의 농도에 의존한다. 주조

재인 Al-Mg-Si 합금의 경우, 합금원소로 첨가된 Cu, Mg,

Si가 고용강화효과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고용강화효과와 용질 원자 농도의 관계는 아래의 식

(17)로 표현할 수 있다 [18].

(17)

σss는 고용강화효과를 의미하며, Ci는 고용된 합금원소의 농

도 그리고 ki는 첨가된 합금원소에 대한 상수이다. kMg = 29.0,

kCu = 46.4, kSi = 66.3이며, 단위는 MPa·wt%-2/3이다.

Al-Mg-Si 합금의 고용강화 효과 식 (17)과 새롭게 제안

한 β″ 준안정 석출물의 형상을 고려한 확률 의존적 석출

강화효과 식을 이용하여 소성변형 시 항복강도를 예측할

수 있는 항복강도 예측 구성방정식을 아래의 식 (18)로 제

안하였다.

(18)

σys는 항복강도, σi는 알루미늄 고유 강도로 10 MPa이며,

Δσss는 고용강화효과, M은 테일러 상수 (M = 3.1) [29], 그

리고 Δτppt는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한 β″ 준안정 석출

물의 형상을 고려한 확률 의존적 석출강화효과식이다.

4.2 기계적 성질 및 미세조직 분석 결과

그림 6(a)는 인공시효 시간에 따른 Al-Mg-Si 합금의 인

장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6 열처리한 시편들의 항복

강도가 열처리하지 않은 시편에 비해 높은 결과를 나타내

었다. 이는 T6 열처리로 인해 합금 기지 내에 석출물이

생성된 결과로 여겨진다. 인공시효 시간에 따른 기계적 성

질을 비교하기 위해 인공시효 시간에 따른 항복강도를 그

림 6(b)에 나타내었다. 인공시효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항

복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30]. 이는 인공시효 시

간이 증가함에 따라 석출물의 크기가 조대화되었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열역학 계산 프로그램 MatCalc를 이용하여

인공시효 시간에 따른 β″ 준안정 석출물의 반지름을 계산한

결과는 2AA, 4AA, 6AA, 8AA의 β″ 준안정 석출물의 반

지름은 각각 2.34, 2.60, 2.64, 2.72 nm이다. MatCalc 계산

결과는 β″ 준안정 석출물을 완전한 구형이라 가정하고 계

산한 결과이기에, 정확한 석출물의 크기 계산 값은 아니지

만, 인공시효 시간이 증가할수록 석출물의 크기가 커지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σSS ΣikiCi=
2 3⁄

σys σi σss M τpptΔ+Δ+=

Fig. 6. (a)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s of the alloys with different artificial aging time. (b) Yield strength of the alloys with different
artificial ag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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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STEM을 이용하여 β″ 준안정 석출물을 관찰한

결과이다.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한 막대 형상의 석출물이 기

지 내에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석출물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2AA의 평균 지름은 0.5±0.04 nm, 길이는

20±0.54 nm였다. 8AA의 평균 지름은 1.1±0.10 nm, 길이는

35±0.12 nm였다. 이는 MatCalc로 계산한 β″ 준안정 석출물

반지름 계산 결과와 경향성이 유사하며, 인공시효 시간이 증

가할수록 석출물의 크기는 조대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4.3 제안된 모델 정확성 평가

그림 8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한 Al-Mg-Si 합금의

석출물 형상을 고려한 확률 의존적 석출강화효과 식을 이

용하여 인공시효 시간에 따른 항복강도의 변화량을 계산하

기 위해 약 쌍 전위 관계, 강 쌍 전위 관계, Orowan 우회

기구가 나타나는 영역의 CRSS를 계산한 그래프이다. APB

에너지는 5 J/m2, β″ 준안정 석출물의 분율이 1.57 × 10-4

vol%일 때 rw는 0.3 nm 그리고 rc는 1.6 nm이다. 이는 β″

준안정 석출물의 형상이 완전한 구형이라 가정하였을 때의

계산 결과이다 [31]. 완전한 구형일 때 rw와 rc 반지름의 원

넓이와 원통형 형상일 때 rw와 rc의 넓이가 같다고 가정한

후 그림 5와 같이 약 쌍 전위 관계, 강 쌍 전위 관계,

Orowan 우회 영역을 계산하였다. 식 (15)를 이용하여 각

영역별 전위가 지나갈 확률과 식 (16)을 이용하여 전위가

석출물 각 영역을 지날 때 평균 응력을 계산하였다. 그 후

식 (14)를 이용하여 석출물의 형상을 고려한 확률 의존적

석출강화효과가 강도에 미치는 응력을 계산하였다. 식 (17)

을 이용하여 고용강화효과가 강도에 미치는 응력을 계산하

였으며, 고용된 합금원소의 농도는 MatCalc 계산 값을 이용

하였다. 식 (18)을 이용하여 2AA의 항복강도를 계산한 경우,

σi는 10.0 MPa, Δσss는 221.0 MPa, MΔτppt는 122.7 MPa 로

2AA의 항복강도 계산값은 353.7 MPa 이다.

그림 9와 표 2는 항복강도 실험값과 Fang 등이 제안한

예측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항복강도 계산값 그리고 본 연

구에서 새롭게 제안한 β″ 준안정 석출물 형상을 고려한 확

률 의존적 석출강화효과 예측식을 이용해 얻은 항복강도

계산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β″ 준안정 석출물의 크기는

MatCalc 계산값과 STEM에서 관측한 실제 석출물의 크기

를 적용하였다. 계산 결과, 기존의 석출물이 완전한 구형이

라 가정하고 계산한 항복강도의 값은 실험값 대비 평균

Fig. 7. STEM Images of β″ precipitates (a)-(b) 2AA, (c)-(d) 8AA.

Fig. 8. Predicted CRSS as a function of β″ precipitate radius.

Fig. 9. Comparison of experimental yield strength with the yield
strength calculated using different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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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MPa 낮았으며, 약 20.4%의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

에서 새롭게 제안한 β″ 준안정 석출물 형상을 고려한 확

률 의존적 석출강화효과 식을 이용하여 예측한 항복강도

계산 값은 실험값과 평균 0.575 MPa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실험값과 0.16% 차이로 매우 우수한 예측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l-Mg-Si 합금의 β″ 준안정 석출물의 형

상을 고려한 확률 의존적 석출강화효과 예측식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기존의 Orowan이 제안한 석출강화효과 예측

식은 석출물의 평균 크기와 석출물의 형상은 완전한 구형

이란 가정에 기반하였다. Huther와 Reppich는 석출물의 크

기에 따라 약 쌍 전위 관계, 강 쌍 전위 관계, Orowan

우회 기구 세가지 영역별로 CRSS가 달라진다고 설명하였

다. Fang 등은 Huther와 Reppich의 예측식이 하나의 석출

물에서 전위가 석출물을 지나는 위치에 따라 약 쌍 전위

관계, 강 쌍 전위 관계, Orowan 우회 기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를 rw와 rc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하지만 Huther와 Reppich [21], Fang 등 [22]의 예측식

역시 석출물의 형상이 완전한 구형이라 가정하였기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Al-Mg-Si 합금의 나노 크기의 미세한 막

대 형상의 β″ 준안정 석출물의 석출강화효과를 정확히 예

측하기 어렵다. 이에 새롭게 제안한 β″ 준안정 석출물의

형상을 고려한 확률 의존적 석출강화효과 예측식을 통해

얻은 항복강도 예측값과 항복강도 실험값을 비교했을 때,

약 0.16% 차이만을 보여 기존의 항복강도 예측식에 비해

훨씬 우수한 예측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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