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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주조공정으로 제조한 Al-8.0Zn-2.5Mg-2.0Cu 합금 판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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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natural and pre-aging on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l-

8.0Zn-2.5Mg-2.0Cu aluminum alloy sheet fabricated by twin roll casting were investigated. Immediately

after solution treatment, the Al-8.0Zn-2.5Mg-2.0Cu alloy sheet had a yield strength of 173 MPa and

elongation of 19.5%. The hardness of the Al-8.0Zn-2.5Mg-2.0Cu alloy sheet increased sharply for 48 hours

with natural aging and then increased gradually for up to 336 hours. After 1 week of natural aging, the

yield strength was 371 MPa and the elongation was 12.5%. The yield strength after bake hardening

treatment at 180 °C for 30 minutes was 519 MPa immediately after solution treatment, 534 MPa after

natural aging. The fine GP zones generated by natural aging caused local deformation in the aluminum

matrix, which reduced the elongation. In addition, they were mostly dissolved during the bake hardening

treatment, and some GP zones served as the nuclei of the metastable η . Pre-aging at 120 °C for 10 minutes

minimized the decrease in elongation by natural aging, and improved the yield strength after baking

hardening. The elongation before bake hardening treatment increased to 21%, and the yield strength after

bake hardening treatment increased to 573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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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의 연비규제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규제가 심화

됨에 따라 차체의 경량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경량화를 위해 기존 철강 소재를 대체하기 위한 경량 소재

중 하나인 알루미늄 합금은 비강도, 내식성, 재활용성 등이

우수하여 점차 그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1-4]. 현재

자동차 차체에 적용되고 있는 알루미늄 합금 판재로 강도

와 성형성이 우수한 가공 경화형 Al-Mg계(5000계) 판재와

소부경화성이 뛰어난 시효 경화형 Al-Mg-Si계(6000계) 판

재가 주로 사용 되고 있다 [5]. 최근에는 경량화 효율이

높고 보다 고강도인 차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비강도가 우

수한 Al-Zn-Mg-Cu계(7000계) 합금을 차체에 적용하기 위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6-8]. 

일반적인 알루미늄 차체 제작 과정은 판재 프레스 성형

한 차체 부품에 대하여 표면처리 및 도장 공정을 거친 후,

페인트 경화를 위해 170 ~ 180 oC 에서 20 ~ 30 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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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경화처리를 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9,10]. Al-Zn-

Mg-Cu계 알루미늄 합금은 시효 경화형 합금으로, 소부경

화처리 공정에서 시효 석출을 통한 추가적인 강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용체화 처리 후 프레스 성형까지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온에 방치됨에 따라

자연 시효 과정을 거치게 되며, 판재의 물성은 용체화 처

리 직후와 차이를 나타낸다 [3,11]. 대표적인 Al-Zn-Mg-

Cu계 합금인 7075합금의 경우 용체화 처리 후 자연시효

과정에서 연신율의 저하는 작다고 알려져 있으나 [12,13],

항복강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이는 성형 압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스프링백(Spring-back) 발생 정도를 심화시킨

다 [14]. 또한 용체화 처리 후 자연시효된 7075 합금을

소부경화처리할 경우, 불균일하고 조대한 시효 석출상

(MgZn2)이 형성되어 강도 상승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13]. 또한 기존 차체용으로 사용되는 Al-Mg-Si계 합

금의 경우에는 예비시효(Pre-aging) [3,15,16] 및 예비변형

(Pre-straning) [16-18] 등의 도입에 의한 자연시효 억제를

통하여 소부경화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으나, Al-Zn-Mg-Cu계 합금에 대한 자연시효

억제 및 이를 통한 소부경화성 향상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박판주조법으로 제조한 고강도 Al-8.0Zn-

2.5Mg-2.0Cu 합금 판재의 소부경화특성에 미치는 자연시

효 및 예비시효의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용체화처리

후 자연시효 및 소부경화처리 등 열처리공정에 따른 기계

적 특성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예비시효처리 공정의 도입

을 통한 소부경화능의 향상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미

세조직 및 시효거동 분석을 통하여 예비시효처리가 소부경

화처리 후 최종 Al-8.0Zn-2.5Mg-2.0Cu 합금 판재의 기계

적 특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 사용한 Al-8.0Zn-2.5Mg-2.0Cu 합금 판재는

박판주조공정(twin roll casting, TRC)으로 제조하였다. 박

판주조법은 용탕으로부터 주조와 열간압연을 단일공정으로

수행하는 공정생략형 저비용 제조공정이기 때문에 소재의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냉각 속도

가 103 oC/s 정도로 매우 크기 때문에 미세한 주조 조직을

얻을 수 있으며, 정출상의 크기를 미세화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19,20]. 전기로를 사용하여 720 oC에서 Al, Zn

및 Al-Mg, Al-Cu 모합금을 용해한 후, 아르곤가스 주입

하에 10분간 교반하여 탈가스처리를 하였다. 준비된 알루

미늄합금 용탕을 690 oC에서 안정화시킨 후, 노즐로 주입

하여 박판주조재를 제조하였다 [21]. 제조한 박판주조재의

화학조성을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분석기(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rometer, ICP-OES,

ICAP-6500, Thermo Scientific, U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으며, 이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제조된 초기 두께 5.5 mm인 Al-8.0Zn-2.5Mg-2.0Cu 합금

판재에 대하여 조직 균질화 및 잔류응력 제거를 목적으로

400 oC에서 1시간 열처리 후, 두께 3.0 mm까지 열간압연을

행하였다. 열간압연된 판재는 다시 400 oC에서 1시간 열처

리 후 냉간압연하여 두께 0.8 mm의 판재를 제조하였다.

제조한 두께 0.8 mm의 Al-8.0Zn-2.5Mg-2.0Cu 합금 판

재에 대하여 470 oC에서 1시간 유지 후 수냉하는 용체화

처리를 실시하였고, 예비시효 및 소부경화처리 등 인공시

효는 오일배스(WHB-11, Daihan, Korea)를 이용하였다. 이

때, 자연시효는 상온에서(평균 20 oC) 수행하였고, 예비시

효처리는 60 ~ 150 oC 온도범위에서 10 ~ 240분간 수행하였

으며, 소부경화처리는 180 oC에서 30분간 유지 후 수냉하

였다.

용체화처리된 Al-8.0Zn-2.5Mg-2.0Cu 합금 판재의 미세

조직 관찰을 위해 연마기(polishing machine, ALLIED)를

이용하여 기계 연마 후 전해 에칭을 하였고, 광학현미경

(optical microscope, OM, Nikon, MA200)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판재의 시효처리 조건에 따른 경도 값 변화는 마이크로

비커스경도계(HM-122, Mituto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으며, 경도측정은 하중 200 g, 유지시간 9초의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강도 및 연신율의 특성변화는 인장시험기(Instron

5982, Instron, USA)로 측정하였으며, ASTM E-8M 규격에

따라 압연방향과 인장방향이 일치하도록 시편을 채취하였다.

인장시험 시 cross head speed는 1.5 mm/min이였으며, 연

신율은 25 mm 신장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연시효 및 인공시효처리 조건 변화에 따른 석출물의 생

성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시차주사열량기(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DSC, Pyris Diamond DSC, Perkin-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Al-8.0Zn-2.5Mg-2.0Cu alloy sheets fabricated by twin roll strip casting and rolling processes.

wt% Si Fe Cu Mn Mg Cr Zn Ti Al

ICP 0.030 0.19 2.00 0.089 2.68 0.23 7.93 0.029 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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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mer, USA)를 이용하여 열량변화를 측정하였다. 시편은

약 30 ~ 40 mg의 디스크 형으로 채취하였으며, 20.0 ml/min

의 질소 가스 분위기에서 10 oC/min의 승온 속도로 열량정

보를 분석하였다. 또한, 생성상 관찰 및 분석을 위해 가속

전압이 160 kV인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JEOL-2100F, JEOL, Japan)을 이용하

였다. 관찰용 시편은 두께 80 ~ 100 µm 크기의 박편을 기

계적인 연마로 제조하고 Nital (25% HNO3+75%CH3OH)

용액을 이용하여 –20 oC, 15 V 조건에서 제트폴리싱(jet

polishing)하였다.

3. 실험결과

3.1 박판주조 Al-8.0Zn-2.5Mg-2.0Cu 합금 판재의

자연시효 거동

용체화처리된 Al-8.0Zn-2.5Mg-2.0Cu 초기 소재의 표면

부터 중심부까지의 단면(transverse direction, TD)을 관찰

한 미세조직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판재 표면부

의 경우 약 6.9 μm, 중심부의 경우 약 7.1 μm로 결정립

크기의 편차가 거의 없는 완전히 재결정된 미세한 등축정

의 미세조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체화처리된 Al-8.0Zn-2.5Mg-2.0Cu 합금 판재의 자연

시효에 따른 경도 변화를 측정하여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경도 값은 용체화처리 직후 (자연시효 10분) 95

Hv에서 자연시효 시간의 경과에 따라 48시간까지 급격히

상승하여 147 Hv로 나타났고, 48시간 이후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Al-

8.0Zn-2.5Mg-2.0Cu 합금 대비 Zn 및 Mg 첨가량이 비교

적 낮은 A7075 합금의 자연시효 거동과는 차이가 있었다.

기존 보고된 A7075 합금 박판주조재의 경우 유사한 가공

및 열처리 공정을 거쳤으나 약 96시간 자연시효 시 경도

값이 수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본 연구에서는 충

분한 자연시효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용체화처리 후 1

주일(168시간) 동안 상온에서 방치하는 것을 자연시효 조

건으로 설정하였다.

자연시효 유/무에 따른 Al-8.0Zn-2.5Mg-2.0Cu 합금 판

재의 소부경화처리 전/후 인장특성 변화를 그림 3에 비교

하여 나타내었다. 용체화처리 직후 인장강도 397 MPa, 항복

강도 173 MPa, 연신율 19.5%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1주일

간의 자연시효 후 인장강도 538 MPa, 항복강도 371 MPa,

Fig. 1. Microstructure of the solution treated Al-8.0Zn-2.5Mg-
2.0Cu alloy sheet (RD = Rolling Direction, ND = Normal
Direction).

Fig. 2. Effect of natural aging time on micro-Vickers hardness of the
solution treated Al-8.0Zn-2.5Mg-2.0Cu sheet.

Fig. 3. Effect of natural aging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before
and after bake hardening of Al-8.0Zn-2.5Mg-2.0Cu sheets (S.T.:
Solution Treated at 470 oC for 1 h, N.A.: Natural Aging for 1 week,
B.H.: Bake Hardened at 180 oC for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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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율 12.5%로 강도가 급증하였지만 연신율의 저하가 매

우 크게 나타났다. 또한, 용체화처리 직후 소부경화처리 한

경우 인장강도 519 MPa, 항복강도 436 MPa, 연신율

9.0%의 수준을 보였으나, 1주일 간 자연시효 후 소부경화

처리 한 경우 인장강도 580 MPa, 항복강도 534 MPa, 연

신율 9.3% 수준으로 강도가 향상되었다. 일반적인 차체 제

작 공정을 고려하면 용체화처리 후 차체 성형을 수행하기

때문에 높은 연신율 및 낮은 항복강도의 확보가 중요하며,

최종 소부경화처리 후에는 내덴트성(dent resistance) 확보

를 위한 높은 항복강도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앞서 확인된

Al-8.0Zn-2.5Mg-2.0Cu 합금판재의 자연시효에 의한 급격

한 연신율 저하는 차체 성형의 자유도를 제한하며, 따라서

자연시효의 억제를 통한 연신율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박판주조 Al-8.0Zn-2.5Mg-2.0Cu 합금 판재의

예비시효 거동

자연시효에 의한 연신율의 저하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

로 본 연구에서는 Al-8.0Zn-2.5Mg-2.0Cu 합금에 대하여

예비시효 공정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용체화처리 후 각각

60, 90, 120, 150 oC에서 10분부터 240분까지 예비시효처

리를 수행하고 1주일간 자연시효를 수행한 판재에 대하여

소부경화처리 전/후 경도측정을 실시하고, 이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이 때, 소부경화처리 전/후의 경도 값 증가분

을 ΔHv(HvafterB.H.– HvbeforeB.H.)로 나타내었다. 그림 4(a)는

60 oC에서 예비시효처리한 경우이며, 10분간 예비시효처리

한 경우 158 Hv, 240분 동안 예비시효처리한 경우 168

Hv로 경도 값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소부경화처리 후에는

각각 186 Hv와 195 Hv로 경도 값이 약 30 Hv 증가하

였으며, 60 oC에서 10분간 예비시효처리한 경우 경도 값의

증가분(ΔHv)이 33.1 Hv로 가장 높았다. 그림 4(b)는

90 oC에서 예비시효처리한 경우이며, 10분간 예비시효처리

한 경우 158 Hv, 240분 동안 예비시효처리한 경우 173

Hv로 경도 값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60 oC에서 예비시효

처리한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소부경화처리 후에

는 각각 181 Hv와 190 Hv로 90 oC에서 30분간 예비시효

처리한 경우 ΔHv가 27.8 Hv로 가장 높았다. 그림 4(c)는

120 oC에서 예비시효처리한 경우이며, 10분간 예비시효처

리한 경우 162 Hv였고, 60분까지 경도 값이 급격히 증가

하였다. 소부경화처리 후에는 예비시효처리 시간이 증가할

Fig. 4. Micro-Vickers hardness of Al-8.0Zn-2.5Mg-2.0Cu sheets before and after bake hardening at 180 oC for 30 min: the pre-aged (P.A.) at
(a) 60 oC, (b) 90 oC, (c) 120 oC, (d) 15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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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경도 값이 감소하며, 120 oC에서 10분간 예비시효처

리한 경우 ΔHv가 30.6 Hv로 가장 높았다. 그림 4(d)는

150 oC에서 예비시효처리한 경우이며, 10분간 예비시효처

리한 경우 177 Hv, 240분 동안 예비시효처리한 경우 198

Hv로 시효처리 경과에 따른 경도 값의 상승폭이 다른 예

비시효처리 온도와 비교하여 매우 두드러졌다. 그러나, 추

가적으로 180 oC에서 30분간 소부경화처리를 실시한 경우

예비시효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소부경화처리 후의 경도 값

이 소부경화처리 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예비시

효 온도가 높아 유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소부경화처리 전

η 상이 대부분 석출되어, 추가적인 소부경화처리 시 석출상

이 조대화 되거나 η상으로 변태함으로써 과시효가 발생하여

경도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2,23]. 차체용 판재

로 사용하기위해서는 소부경화처리 전 높은 성형성을 나타

내야하고 소부경화처리 후에는 높은 항복강도를 나타내는

것이 요구된다. 즉 소부경화처리 전 경도 값이 낮고, 소부경

화처리 후 경도 값 증가분이 큰 조건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60, 90, 120 oC에서 10분간 예비시효처리를 수행하는 조건을

각 온도별 최적 조건으로 선정하였고, 소부경화처리 전 경

도 값 향상이 크고 소부경화처리 후 경도 값 증가분이 작은

150 oC는 부적절한 예비시효처리 온도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선정된 예비시효처리 조건(60, 90, 120 oC X 10

분)을 달리한 인장시편을 준비하고 소부경화처리 전/후 인

장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60 oC

에서 10분간 예비시효처리 후 일주일간 자연시효한 경우

인장강도 542 MPa, 항복강도 386 MPa, 연신율 10.7% 이

고, 소부경화처리 후 인장강도 586 MPa, 항복강도

548 MPa, 연신율 10.2%로 소부경화처리 후의 항복강도는

증가하였으나 소부경화처리 전 낮은 연신율을 나타내었다.

90 oC에서 10분간 예비시효처리 후 자연시효한 경우에는

인장강도 581 MPa, 항복강도 399 MPa, 연신율 17.9% 이

고, 소부경화처리 후 인장강도 603 MPa, 항복강도

556 MPa, 연신율 11.1%로 소부경화처리 전 비교적 큰 파

단연신율과 소부경화처리 후 추가적인 강도 향상도 관찰되

었다. 마지막으로 120 oC에서 10 분간 예비시효처리 후 자

연시효한 경우 인장강도 566 MPa, 항복강도 410 MPa, 연

신율 21% 이고, 소부경화처리 후 인장강도 608 MPa, 항

복강도 573 MPa, 연신율 9%로 소부경화처리 전 가장 높

은 파단연신율과 소부경화처리 후 가장 우수한 항복강도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경도 및 인장특성 평가를 통하여

Al-8.0Zn-2.5Mg-2.0Cu 합금에 대한 예비시효처리의 도입

은 자연시효에 의한 연신율 저하를 억제하고, 부가적인 강

도 향상 또한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고 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시효 시간의 증가에 따라

경도 값이 수렴하는 A7075 (Al-5.5Zn-2.5Mg-1.5Cu) 합금

과 달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Al-8.0Zn-2.5Mg-2.0Cu 합금

의 경우 336시간(2주)까지 지속적인 경도 값 증가를 나타

내었다. 열역학계산 소프트웨어인 FactSage (버전 7.2)를

사용하였으며, FTlite (FactSage light metal intermetallic

compounds and alloy solutions)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A7075 및 Al-8.0Zn-2.5Mg-2.0Cu 알루미늄 합금의 온도에

따른 주요 첨가원소(Zn, Mg, Cu)의 알루미늄 기지내 고용

도를 계산하고, 이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Al-

8.0Zn-2.5Mg-2.0Cu 합금의 경우 A7075 합금 대비 Zn

및 Cu의 첨가량이 높기 때문에, 용체화처리 온도인

470 oC에서 기지 내에 높은 Zn 및 Cu 고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다량 고용된 Zn는 Mg과 함께

Al-Zn-Mg-Cu계 합금의 주 시효석출상인 η(MgZn2)상을 형

성시킨다. η(MgZn2)상의 경우 Zn와 Mg의 결합 질량비는

5.38:1 수준이므로, 기지 내 Zn의 고용량 증가는 자연시효

에 대한 구동력을 충분히 높여 GP zone의 형성을 촉진함

으로써 경도 값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24]. 또한 Cu의 경우에도 기지 내에 고용되어 자

연시효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25],

자연시효에 의한 소재의 경화가 더욱 증대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자연시효에 의한 기계적 특성 변화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DSC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7에 나타

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일반적인 7000계 합금의 시효거

′

Fig. 5. Tensile properties before and after bake-hardening treatment
according to pre-ag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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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다음과 같다 [26-29].

SSSS (Supersaturated solid solution) → GP zones 

→ η  → η

Al-Zn-Mg-Cu계 합금의 시효거동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

에서는 용체화처리에 의해 생성된 과포화 고용체(SSSS)에

서 Zn, Mg이 풍부한 구형의 GP zone이 점진적으로 생성

되고 시효처리 과정에서 주요강화상인 η 상으로 변태되거

나 용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31]. 용체화처리된

Al-8.0Zn-2.5Mg-2.0Cu 합금 판재의 경우, 90 oC ~ 300 oC

범위에서 4개의 피크가 관찰된다. 피크 1, 2는 각각 GP

zone 용해와 η 상 석출과 관련이 있고, 피크 3은 η →

η(η2) 변태, 피크 4는 η(η1) 석출과 관련이 있다 [30,32].

용체화처리 후 1주일간 자연시효한 경우, GP zone 용해

및 η 상의 석출피크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자연시효에 의

해 생성된 다량의 GP zone이 승온 시 η 상 석출을 용이

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9]. 즉, 그림 2 및 그림 3에

서 확인한 자연시효에 의한 경도, 강도 증가 및 연신율 감

소는 용체화처리 후 자연시효에 의해 생성된 다수의 GP

zone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33,34]. 용체화처리 후 2

주일간 자연시효 한 경우 1주일간 자연시효한 경우와 유

사한 경향을 보이며, 자연시효 시간이 증가해도 GP zone

용해피크(1)의 크기가 크게 증가하거나 고온부로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정 크기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된다 [30,35].

예비시효처리공정 도입에 의한 기계적 특성 향상의 원인

을 규명하기 위하여 미세조직(TEM) 및 시효석출상의 용해

/석출 거동(DSC)을 분석하였다. 그림 8에 용체화처리 후

각각 60, 90, 120 oC에서 10분간 예비시효처리한 Al-

8.0Zn-2.5Mg-2.0Cu 합금 판재의 DSC 분석결과를 나타내

었다. 60 oC에서 10분간 예비시효처리 후 자연시효한 경우,

기존 용체화처리 후 자연시효한 DSC 그래프와 유사한 경

향을 보이며 시효온도 및 시간이 충분치 않아 GP zone이

임계크기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하여 용해에 의한 흡열반응

이 자연시효한 Al-8.0Zn-2.5Mg-2.0Cu 판재와 유사하게 나

′

′

′ ′

′

′

Fig. 6. Thermodynamically calculated (a) Zn, (b) Mg, (c) Cu
solubility in aluminum matrix in Al-Zn-Mg-Cu alloys. 

Table 2. Solubility of Zn, Mg, Cu in aluminum matrix of Al-Zn-Mg-Cu alloys at solution treatment (470 oC, ST) and room (25 oC, NA)
temperatures.

Alloy Temper Temperature
Solubility in aluminum matrix (wt%)

Zn/Mg ratio
Zn Mg Cu

A7075
ST 470 oC 5.497 2.308 1.431 2.38

NA 25 oC 0.010 0.330 6.699×10-6 -

This study
ST 470 oC 7.966 2.308 1.497 3.45

NA 25 oC 0.013 0.181 1.157×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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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계크기로 성장하지 못한

GP zone은 전위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방해하지 못하며, 따

라서 인장변형 시 국부적인 변형을 야기함으로써 낮은 연

신율 특성(그림 5, P.A.(60 oC × 10 min) + N.A.)을 나타내

는 것으로 판단된다 [33,34]. 반면 90 oC 에서 10분간 예

비시효처리 후 자연시효한 경우 114 oC 부근에서 발생하는

GP zone 용해 피크가 약화되며, 고온부로 약 10 oC 정도

이동하였으며, 이는 예비시효과정에서 GP zone의 크기가

성장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크기가 성장한 GP zone의

경우 인장변형 중 전위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

기 때문에 소재 내부에 균일한 변형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장변형 시 연신율이 크게 향상한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 5, P.A.(90 oC × 10 min) + N.A.). 마지막으로

120 oC에서 10분간 예비시효처리 후 자연시효 한 경우 GP

zone 용해피크가 더욱 약화되고 고온부로 이동하게 되는데,

GP zone이 충분히 성장하여 용해온도에서 열적 안정성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9는 자연시효 및 예비시효조건에 따른 고배율 미세

조직 사진 및 FFT (Fast Fourier Transformation) 패턴이

며, 주요 상은 GP zone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9(a)

는 용체화처리 후 자연시효한 경우이며, 알루미늄 기지 내

에 미세한 GP zone이 불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9(b)는 60 oC에서 10분간 예비시효처리 후

자연시효한 경우이며, 예비시효처리를 도입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그림 9(a)의 경우와 유사하게 GP zone이 불균일하

게 분포하고 있었다. 그림 9(c)는 90 oC에서 10분간 예비

시효처리 후 자연시효한 경우이며, 그림 9(a)의 경우와 비

슷한 분포를 나타내지만 GP zone의 크기가 다소 성장하였

다. 마지막으로 그림 9(d)는 120 oC에서 10분간 예비시효

처리 후 자연시효한 경우이며, 보다 성장된 GP zone이 균

일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연시효 또는

낮은 예비시효 온도(60 oC, 10분) 조건의 경우 GP zone의

형성이 불균일하여 인장변형 시 국부적인 변형을 유도하여

조기파단을 야기함으로써 낮은 연신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예비시효처리 온도가 높을수록 구형의 GP

Fig. 7. DSC curves of the Al-8.0Zn-2.5Mg-2.0Cu sheets after
solution treatment and natural aging.

Fig. 8. DSC curves of the Al-8.0Zn-2.5Mg-2.0Cu sheets pre-aged at
60, 90, 120 oC for 10 min with natural aging for 1 week.

Fig. 9. The TEM micrograph take from natural aged Al-8.0Zn-
2.5Mg-2.0Cu sheets in [001]Al zone axis: (a) without pre-aging, (b)
60 oC for 10 min, (c) 90 oC for 10 min, (d) 120 oC for 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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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이 보다 균일하게 생성되는 것이 관찰되며, 균일하게 분

포하고 있는 GP zone에 의하여 인장변형 시 국부적인 변형

이 억제됨으로써 연신율이 보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5].

예비시효처리에 의한 소부경화처리 후 강도 향상의 원인

을 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인 TEM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림 10은 자연시효 후 소부경화처리 한 샘플과 기계적특성

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난 예비시효조건(120 oC × 10분) 에

서 소부경화처리 한 샘플의 고배율 미세조직 사진 및 FFT

패턴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a)는 자연시효 후

소부경화처리 한 경우이며, 고배율 미세조직 사진에서 얻

어진 FFT 패턴을 분석결과 디스크 형태의 석출물은 η 상

의 회절패턴으로 확인되었으나 [36], 그 분포가 균일하지

않고 부피분율이 작았다. 반면 120 oC에서 10분간 예비시

효처리 후 소부경화처리한 경우(그림 10(b)), η 상의 크기

는 비슷하나 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석출물의 분포가 상

대적으로 균일하였다. 앞서 언급한 DSC 분석결과(그림 7,

8) 및 소부경화처리 전 미세조직(그림 9) 결과를 고려하면,

자연시효 또는 낮은 예비시효 온도(60 oC, 10분) 조건에서

형성된 GP zone의 경우 그 크기가 작아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일반적인 Al-Zn-Mg-Cu계 합금의 인공시효처리 온도인

120 oC 보다 높은 소부경화처리 온도(180 oC)에 의하여 충분

히 용해될 수 있으며 [37], 따라서 핵생성 사이트(nucleation

site)가 불충분하여 η 상의 생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분율

이 작고 불균일하여 강도 또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

면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예비시효처리를 수행한 경우

(120 oC, 10분)에는 GP zone의 크기가 충분히 성장하여

DSC 결과(그림 8)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용해

가 상당히 지연되며, 용해되지 않고 잔류한 GP zone이

η 상의 핵생성 사이트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

문에 높은 분율의 균일한 η 상이 형성됨으로써 강도가 향

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120 oC에서 10분 수행하는 예비시효조건의 도입을 통하여

박판주조법으로 제조한 Al-8.0Zn-2.5Mg-2.0Cu 합금판재의

자연시효에 의한 연신율 감소를 개선하고, 소부경화처리 후

높은 강도 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박판주조법으로 제조한 고강도 Al-8.0Zn-

2.5Mg-2.0Cu 합금판재의 소부경화 특성에 미치는 자연시

효 및 예비시효의 영향에 대하여 미세조직, 기계적 특성

및 열분석 결과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고찰하였으며,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박판주조 및 압연으로 제조한 두께 0.8 mm인 Al-8.0Zn-

2.5Mg-2.0Cu 합금판재를 용체화처리 후 자연시효 하였을

경우 초기에 경도 값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72시간 이후

부터 336시간까지 경도 값이 서서히 증가하였으며, DSC

분석결과 다량의 GP zone의 생성이 경도 상승의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용체화 처리한 직후 판재의 인장특성은 항복

강도 173 MPa, 연신율 19.5%의 수준을 보였으며, 1주일

동안의 자연시효처리 후에는 항복강도 371 MPa, 연신율

12.5%로 급격한 연신율의 저하를 관찰할 수 있었고, 이는

높은 용질 함량으로 인해 GP zone 생성이 촉진되어 연신

율의 저하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Al-8.0Zn-2.5Mg-2.0Cu 합금판재에 대하여 다양한 예비시

효처리 공정 도입 후 기계적 특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120 oC에서 10분간 예비시효처리를 도입한 경우 연신율이

21% 수준으로, 용체화처리 직후(연신율 20%)와 유사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예비시효에 의하여 임계크기 이상

으로 성장한 GP zone이 알루미늄 기지내 균일한 변형장을

형성하고 따라서 인장 시 균일한 변형을 유도하기 때문에

연신율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Al-8.0Zn-2.5Mg-2.0Cu 합금판재에 대하여 120 oC에서

10분간 예비시효처리 후 소부경화처리를 수행할 경우 가장

높은 강도를 나타냈다. 이는 적절한 예비시효처리의 도입

을 통하여 충분히 성장한 GP zone이 소부경화처리 시 보

다 균일한 핵생성 사이트로서 작용함으로써 높은 분율의

균일한 η 상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주요사업

(PNK5990)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

립니다.

′

′

′

′

′

′

Fig. 10. The TEM micrograph in [011]Al zone axis of bake
hardening treated Al-8.0Zn-2.5Mg-2.0Cu sheets: (a) without pre-
aging, (b) pre-aged at 120 oC for 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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