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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합금 박육 부품 다이캐스팅 주조시 오버플로우 형상 및 
주입속도가 주조 품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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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Overflow Geometry and Injection Speed on the Casting Product 
during the Magnesium Alloy Die-casting Process for Thin-walled Electronic 

Housing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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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sting defects such as gas traps and oxide particles must be removed in the die-casting process 
in order to obtain good cast products. Experimental research is costly and time-consuming, so computer 
simulations are typically performed in advance and then compared to experimental results. In this paper, 
a magnesium alloy die-casting process for a thin-walled mobile phone housing with 0.4mm thickness was 
investigated.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important parameters such as overflow geometry and 
injection speed on surface defect and solid fractions. The overflow shape and second plunger speed were 
determined by simulations and experiments using an actual manufacturing process. In addition, the 
simulations predicted in this study showed in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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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그네슘은 구조용 합금 중에서 가장 가볍고, 우수한 기계

적 성질 및 가공성 등을 보유하고 있어 매우 복잡한 형상의 

부품을 다양한 공정을 통해 생산이 가능하다 [1]. 또한, 비강

도, 부식 저항성, 용접성 및 진동 감쇠능이 우수하여 기계의 

수명을 증가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파 차폐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부품에 적용되고 있다 [2-5]. 대부분의 마그네

슘 합금은 용탕의 유동성이 좋아서 복잡한 형상이나 얇은 치

수의 부품도 제조가 가능하고, 알루미늄이나 아연에 비해 낮

은 체적 비열로 금형의 마모를 줄일 수 있어 사용수명을 연장

할 수 있다 [6]. 최근의 마그네슘 관련 연구에서는 가전제품, 

통신기기 및 컴퓨터용 박육부품 등의 적용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기술의 발달로 단가가 낮은 고품질의 주조제품

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주

*Corresponding Author: Jeong-Whan Han
[Tel: +82-32-860-7543, E-mail: jwhan@inha.ac.kr]
Copyright ⓒ The Korean Institute of Metals and Materials

조제품 생산업계에서는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성 있는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물을 제조하는 금속의 용융점이 낮고, 유동성이 좋아야 하

며, 응고시 수축결함이 적어야 하기 때문에 충진 및 응고 과

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량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밀주조용 AZ91D 마그네슘 합금의 다이캐스팅 공정

에서는 빠른 사출속도에 의한 주조결함 발생확률이 높기 때

문에 다이캐스팅의 공정 변수가 유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이 보고되고 있다 [7-9]. 기존의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소재는 주로 자동차부품으로 적용되어 부품표면의 미세결함

과 표면처리 신뢰성이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IT 기기분야의 노트북, 휴대폰 등의 외장부품에 적용되면서 

기술적으로 표면 품질 불량으로 인한 수율 저하 및 신뢰성 확

보기술 부족으로 인한 품질비용 증가가 시장확대의 문제점

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조 시 결함의 제어를 위하여 실험적으

로 평가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보고 되었으나, 기존의 방법들

은 대부분 경험에 의존한 시행착오에 의해서 주조방안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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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비용과 시간 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범용성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적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10-14]. 이러한 이유로, 주조현장에서 컴퓨터 해석을 통한 

주조 공정변수를 제어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15-17]. 특히 다이캐스팅 공정의 경우 다양한 공정변수에 

따른 결함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 해석을 통한 주조공

정 설계를 통하여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얻

을 수 있다.

특히 1 mm이하의 두께를 가지는 박육성형부품에서 용탕

의 온도보다 낮은 슬리브, 플런저 팁, 금형 등을 만나면 급속

하게 냉각되는 현상이 심화되므로 초기 유입된 개재물 및 생

성된 산화물이 미쳐 빠져나가지 못하고 캐비티(cavity)내 응

고하여 결함으로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콜드셧(cold shut)이

나, 미성형(insufficient filling), 기공(porosity)등의 주조결함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플런저의 속도 및 금형의 온도, 오버

플로우(overflow)의 위치 등 부품에 따라 작업조건을 최적화

하여야 한다. 또한, 공기 혼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플런저의 

속도를 두 단계로 이동시키는 방법도 적용되고 있다 [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 예로 두께 0.4 mm의 휴대폰 외

장재(mobile phone housing) 제작을 위하여 3가지 오버플로

우 형태(half, close, open type)를 적용하여 진행하였고 이를 

통한 온도 분포 및 고체 분율에 대한 해석을 통해 개재물의 

혼입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캐비티 내 산화물 분포와 적

정 오버플로우 형태를 제시하였다. 또한 2차 사출속도를 변

경하여 해석을 진행하였고, 적정 사출속도 조건을 확인하였

다. 위에 내용을 종합하여 실제 휴대폰 외장재 금형에 적용하

여 생산된 제품과 비교 분석하여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형 박육 전자제품의 마그네슘 합금

의 다이캐스팅 공법의 적용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

로 판단된다.

2. 해석 방법

2.1. 수치해석

산화물을 포집한 용탕이 잘못된 오버플로우 설계로 인하

여 배출되지 못하고 그대로 응고되어 캐비티 내 잔존 할 경

우, 표면결함 및 기계적 특성을 저하시킨다. 산화물 추적 및 

응고거동의 통합적 모델링을 통해 캐비티 내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의 최소화를 위하여 수치해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

구는 상용 주조 해석 소프트웨어로 사용되고 있는 FLOW 

3D[19]를 사용하였고, 이는 다이캐스팅 공정에서 공기 혼입 

및 응고에 대한 해석을 진행 할 수 있다 [17,20]. 또한, 누적 

표면 스칼라 기법을 사용하여 액체 금속의 자유 표면에 산화

막이 형성되는 것을 추적하였다. 이 방법은 산화막 결함이 금

속 흐름의 자유 표면에서 일정한 속도로 누적되어 산화막의 

양이 각 메쉬(mesh)의 스칼라에 의해 기록 된다. 스칼라는 벌

크 유체와 함께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surface 

defect분포에 대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1]. 

 휴대폰 외장재를 주조하는데 있어서 다이캐스팅의 주형 

내 용탕의 유동을 비압축성이라 가정하고, 지배방정식은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2].

∂
∂
∇･  (1)

여기서 F는 셀에서 유체가 차지하는 부피(m3), t는 시간

(sec), u는 유체의 속도벡터(m/s)이다. 산화물의 추적 알고리

즘은 (2)식을 셀로 통합하고 VOF[23] 방법으로 나타낸다. 질

량 및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2)

∂
∂
∇･ 

∇
∇  (3)

여기서, , ,  그리고 f는 각각 압력(Pa), 밀도(kg/m3), 동

점도(m2/s) 그리고 마찰계수(-)이다. (3)식의 압력항을 정확하

게 계산하기 위해 나타낸 Poisson 방정식으로 압력항을 다시 

나타낼 수 있다.




∇ ∂

∂
∇･･∇∇ (4)

여기에서 D는 확산계수(m2/s)이다. 다이캐스팅 공정의 응

고과정은 금형과 옹탕의 열전달을 통해 이루어 지는데 본 연

구에서 응고과정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된 방정식 (5)는 금형

과 용탕에서의 열전달을 나타내는 기본방정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5)

이 때, ,  ,   그리고 은 각각 heat flux(W/m2), 열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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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rmo-physical properties of the casting and mold
Materials Property Value Unit

Casting

Thermal conductivity of liquid 72 W/(m･k)
Thermal conductivity of solid 254 W/(m･k)
Specific heat of liquid 1050 J/(kg･k)
Specific heat of solid 1034 J/(kg･k)
Dynamic viscosity 1.25E-8 m2/s
Density of liquid 1.81 kg/m3

Density of solid 1.79 kg/m3

Liquidus temperature 871 k
Solidus temperature 703 k

Mold
Thermal conductivity 25 W/(m3k)
Specific heat 0.46 J/(kg3k)

Table 2. Initial conditions for the simulation
Classification Condition
Flow mode Incompressible

Viscous fluid Renormalized group (RNG) 
model

Numerical approximations Explicit
Material AZ91D

Mold SKD61
Pouring temperature 630 ℃

Mold temperature 200 ℃
Plunger velocity, first stage 0.6 m/s

Plunger velocity, second stage 2.76, 3.5, 4.15 m/s
Tip diameter 74 Φ

Fig. 1. The solid models of the mobile phone housing with (a) 
half type, (b) close type, (c) open type overflows and (d) mesh 
generation.

계수(W/m2K), 용탕온도(K), 금형온도(K)를 나타내며 모두 

온도에 의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1/  계면의 열저항에 

대한 항으로서 과 는 용탕과 금형의 열전도도, 와 는 

용탕과 금형에서 가장 가까운 cell node의 거리를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6)

2.2. 해석 조건

다이캐스팅용 마그네슘 합금 부품의 일반적인 두께는 2~4 

mm이나, 휴대폰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 mm내외로 제조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얇은 시료는 산화물이나 기포 등이 조

금만 유입되어도 재질 특성이 국부적으로 크게 저하된다. 따

라서 주조결함을 최소화하고 고품위 다이캐스팅 부품을 제

조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최적 조업 조건을 설정해야 하는 것

은 물론이고, 금형을 설계 할 때도 탕구속도, 탕도, 오버플로

우 및 가스벤트 등의 크기, 위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먼저 오버플로우 형상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오버플로우의 형상을 고정시키고, 저속구간은 0.6 

m/s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고속구간은 2.76 m/s, 3.5 m/s, 4.15 

m/s로 플런저의 2단 사출속도조건의 변경을 통해 충진시간

을 제어하고 용탕의 유동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표 1과 2는 수치해석에 적용된 물리적 성질 및 초기 조건

을 나타내었으며, 금형은 SKD61D로써 초기 온도를 200 ℃
로 설계하였다. 그림 1에는 해석을 진행한 오버플로우 형상

에 대해서 나타내었고 그림 1 (a), (b), (c)는 각각 혼합형(half 

type), 폐쇄형(close type), 개방형(open type)을 나타낸 것이

며, (d)에는 개방형을 메쉬 생성하여 나타내었다. CAD 형상 

데이터를 STL형식으로 만든 후 이를 변환하여 사용하였고, 

0.4 mm의 박육제품을 해석하기 위하여 총 메쉬수는 약 

3,000,000개로 설정하였다.

3. 실험 방법

연구에 적용된 소재는 다이캐스팅용 중 Mg-9Al-1Zn 

(AZ91D)합금을 선정하였는데, 이 합금계는 마그네슘 합금

계 중 가장 많이 사용되며 주조상태 및 열처리를 하여 사용되

고 있다.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은 독일 FRECH사의 200톤의 

핫 챔버 방식의 장비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AZ91D 마그네

슘 잉곳(ingot) 3 kg을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250 ℃로 예열

하여 투입하였으며, 용융된 마그네슘 합금은 핫 챔버(hot 

chamber)방식의 다이캐스팅 장비에서 구즈넥을 통하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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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filling behavior with half type overflow at (a) 0.017 s, (b) 0.0178 s, (c) 0.0186 s and (d) 0.019 s.

된 제품의 금형으로 주조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 이 때, 실

험한 공정 조건은 여러가지 오버플로우 형상에 따른 실험을 

하였고, 해석 조건과 동일하게 용탕온도 630 ℃, 몰드온도 

200 ℃ 저속 사출속도 0.6 m/s 그리고 고속사출속도는 2.76 

m/s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시편의 두께는 0.4 mm로 내부결함이 미세할 것으로 판단

되어 시편의 밀도를 이용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용하

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밀도 측정 장치인 

AD-1653장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부력에 의하여 물 안

에서의 무게를 측정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시편의 밀도를 계

산하여 기공율을 계산하였고, 사용된 식은 다음과 같다.




 (7)

 × 
  (8)

여기에서, 은 물체의 무게, 은 물 안에서 물체의 무

게, 는 물의 밀도, 는 기공율, 는 시편의 밀도, 는 이론

밀도를 나타낸다.

다이캐스팅 내부기공을 광학현미경에 의한 미세조직관찰

을 통해 조사하고자 휴대폰 외장재의 단면을 분석하였다. 미

세조직은 1 ml HNO3 + 24 ml water + 75 ml Ethylene glycol

로 부식시킨 후 관찰하여 내부의 기공을 확인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오버플로우 형상 변화에 따른 해석결과

다이캐스팅법은 캐비티 내에 용탕을 압입하는 방법으로, 

개재물을 포함한 용탕이 용탕 충진시에 오버플로우로 방출

되지 않고 캐비티 내에 남아서 충진방해물로 작용하여 최종 

충진부의 충진부족을 야기하거나, 캐비티 내에 남아서 수축 

결함등의 결함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적절한 오버플로우와 

가스벤트의 설계를 통해 신속히 금형공간에서 개재물 및 가

스를 포집한 용탕을 방출하여 결함을 최소화 해야 한다. 오버

플로우 및 가스벤트의 적절한 설치위치는 용탕의 흐름이 어

려운 곳이나 금형온도가 통상 낮은 곳에 한쌍으로 설계하여 

탕흐름 및 용탕의 충진을 개선하지만, 그 설치와 용량이 잘못

되면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먼저, 개방형의 오버플로우의 캐비티내 용탕의 충진거동

은 그림 에 나타내었다. 2차 사출속도는 경험적 자료를 바탕

으로 게이트 충전 후 0.017초 후에 전환하여 용탕을 충진하

였고, 탕도를 지나 게이트를 통과한 후 캐비티로 향하는 순차

적인 충진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초기 용탕의 충진거동은 용

탕이 캐비티의 오른쪽 측면에 선행 충진되는 것을 그림 2(a)

에서 나타내었다. 그러나, 캐비티 중간에 위치한 돌출부가 선

행 주입된 용탕의 유동을 간섭하여 용탕의 충진이 비교적 평

행하게 주입되고 있으며, 후속 충진되는 용탕과 달리 선행 용

탕은 과냉되어 오버플로우로 향하고 있는 것은 그림 2(b)에 

나타내었다. 그림 2(c)는 캐비티의 우측 상단에 용탕이 선행 

충진 된 후 최종적으로 왼쪽 오버플로우가 충진되는 것을 나

타낸다. 그림 2(d)는 선행 충진된 용탕이 오버플로우로 배출

되지 못하고 고립영역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오른쪽 부분이 선행 충진되고 왼쪽의 오버플로우에 충진

이 되는 시간차를 보이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제품의 오른쪽 

상단부분이 온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쇄형의 경우도 개방형과 유

사한 충진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용탕을 배출하는 최

종 충전부인 오버플로우에서 용탕의 배출이 완전히 이루어

지기 전에 그림 3(c)와 같이 캐비티의 상단부에서 용탕의 정

체 형상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과냉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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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filling behavior with close type overflow at (a) 0.017 s, (b) 0.0178 s, (c) 0.0186 s and (d) 0.019 s.

Fig. 4. The filling behavior with open type overflow at (a) 0.0172 s, (b) 0.0178 s, (c) 0.0186 s and (d) 0.019 s.

Fig. 5. The solid fraction during filling of (a) half type, (b) close type and (c) open type.

탕의 고립을 예측한 그림 3(c)의 해석결과로 용탕의 최종 충

진 후 캐비티내 온도본포를 해석한 그림 3(d)의 결과를 예상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방형의 경우 초기 용탕의 충진거동은 

혼합형 및 폐쇄형과 유사하지만 그림 4(c)와 같이 최종 충진 

부인 캐비티 상단에서 과냉된 용탕이 오버플로우로 순차적

으로 배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종 충진 완료 후에도 그림 

4(d)와 같이 캐비티내 전체적인 온도본포는 매우 양호하게 

해석되었다. 결과적으로 개방형은 적절한 크기 및 위치의 오

버플로우 설계로 선행 충진된 용탕이 응고 되기 전에 오버플

로우로 양호하게 배출되어 용탕의 최종충진완료 후에 캐비

티 내 균일한 온도본포를 유지하므로 캐비티 내 용탕의 응고 

시 불균일한 온도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결함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그림 5(a), (b), (c)는 금형과 용탕의 열전달을 통해 발생하

는 초기 용탕의 응고 거동을 나타내었다. 혼합형과 폐쇄형은 

응고거동의 시작이 캐비티 내에서 발생하지만 개방형은 오

버플로우에서 응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

는 이유는, 혼합형의 경우 오른쪽 부분이 선행 충진되고 왼쪽

의 오버플로우에 충진이 되는 시간차를 보이고 있으며, 최종

적으로 제품의 오른쪽 상단부분에 온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개방형의 경우도 초기 충진 과정은 유사하나 

최종부위에서 동일한 충진이 되나 오버플로우에서 용탕을 

빼주는 현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신속하게 용탕이 흐르

지 못하고 고립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제품상단

의 온도분포가 전체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폐쇄형

의 경우 초기 충진거동은 혼합형 및 개방형과 유사하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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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surface defects analysis after solidification of (a) half type, (b) close type and (c) open type.

Fig. 7. The solid fraction of the open type during filling after (a) 
2nd plunger speed 2.76 m/s, max=0.17, (b) 2nd plunger speed 3.5 
m/s, max=0.154 and (c) 2nd plunger speed 4.15 m/s, max=0.158. Fig. 8. The surface defects analysis of the open type after (a) 2nd

plunger speed 2.76 m/s, max=0.012, (b) 2nd plunger speed 3.5 
m/s, max=0.012 (c) 2nd plunger speed 4.15 m/s, max=0.017.

의 최종부위인 오버플로우 부분에서도 용탕이 고립되지 않

고 순차적으로 충진이 된다. 따라서, 혼합항 및 폐쇄형은 용

탕이 오버플로우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응고되어 산화물 또

는 기공이 캐비티 내부에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선행 

충진되어 응고된 용탕이 충진 방해물로 작용하여 미충전이 

발생하는 등 주조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고려할 수 있다.

캐비티 내 산화물은 레이들링 방식으로 용탕을 이송할 때 

용탕이 공기중에 노출되어 산화물이 유입된다. 또한, 탕도에

서 난류현상으로 인한 산화물 및 기공들이 캐비티 내로 유입

되어 오버플로우로 배출되지 못하고 캐비티 내 응고되어 잔

존 할 경우, 작은 양이라도 재질 특성이 국부적으로 크게 저

하된다. 특히 마그네슘 같은 경우 MgO로 산화되는 것이 매

우 쉽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막힘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그

림 6 (a), (b), (c)에서는 탕도를 통해 용탕과 함께 산화물 및 

기공의 유입가능성을 가정하여 오버플로우 설계가 개재물을 

포집한 용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나타내었다.

그림 6의 해석 결과와 같이 혼합형, 폐쇄형에서는 산화물 

및 기공을 포집한 용탕이 오버플로우로 충분히 배출되지 못

하고 응고되어 캐비티 내에 잔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

과를 종합하여 보면 캐비티 내로 용탕이 주입될 때 용탕은 필

수적으로 산화물 및 기공을 포집하게 된다. 다이캐스팅 공정

은 금형과 용탕의 빠른 열전달에 의한 급속한 냉각이 진행되

므로 산화물 및 기공을 포집한 용탕은 캐비티 내 정제현상 없

이 오버플로우로 순차적으로 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

나 혼합형과 폐쇄형은 산화물 기공을 포함한 선행 용탕은 냉

각이 진행되고 오버플로우로 배출되지 못하고 유동의 고립

영역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개방형의 경우에는 결함 발생

가능성이 혼합형 및 폐쇄형보다 낮게 해석되었으며, 발생 부

위도 오버플로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사출속도의 변화에 따른 해석결과

충진과정에서 용탕의 유동속도는 부품의 품질과 금형 모

두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서 충진속도가 매우 느린 경우 높

은 열손실과 함께 탕회, 탕경 등의 불량을 유발한다. 반면 너

무 빠른 용탕의 충진속도는 난류 유동으로 인하여 금형 내의 

개재물이 용탕 내에 포집되어 배출되지 못하고 응고가 종료

되면 캐비티 내에 주조결함으로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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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practical production of the mobile phone housing ; (a) 
half type, (b) close type, (c) open type overflow and (d) 
comparison of porosity obtained from half and open type 
overflow.

Fig. 10. Optical micrographs showing the porosity comparison of 
(a) half type and (b) open type.

구에서는 가장 결함 발생 확률이 적은 개방형의 오버플로우

로 형상을 고정하고 2차 사출속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알

아보았다.

그림 7은 용탕과 금형 사이에서 용탕이 최종 충진 된 후 캐

비티 내 응고거동을 나타내었다. 용탕의 응고거동해석은 최

종 응고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핫스팟 등의 결함을 예측할 

수 있다. 2차 사출속도의 조건이 3.5와 4.15 m/s에서는 캐비

티 내 고체 분율의 값이 비교적 낮지만 캐비티 우측 상단에서 

응고가 시작되어 용탕의 충진거동에 방해물로 작용할 가능

성이 높다. 사출속도가 2.76 m/s의 조건에서 고체 분율은 비

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용탕이 캐비티를 완전히 

채운 후 오버플로우에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캐비티 

내 균등한 응고 양상은 수축결함이 존재할 확률이 낮고, 후속 

충진 시 캐비티내 후육부(thick wall)까지 장애물의 간섭 없

이 용탕의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건전한 부품 설계를 예

상할 수 있다.

그림 8의 산화물 분포도 해석에서는 본 연구의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빠른 용탕의 충진 속도는 난류성 유동거동

으로 인하여 산화물 및 공기의 양이 증가하여 용탕 내에 포

집, 유입되고 응고가 종료된 후 캐비티내에 주조결함으로 잔

존하는 것을 수치해석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8의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사출속도가 2.76 m/s의 조건

에서는 극히 일부분에서만 존재하는 산화물이 3.5 m/s와 

4.15 m/s의 사출속도 조건에서는 캐비티 내에 크게 발생하였

다. 그러므로, 건전한 주조품 및 효울적 생산을 위해서는 

2.76 m/s의 2차 사출속도 조건이 공정 조건 중에 가장 적합하

다고 판단 된다.

4.3. 결함분석 비교

수치해석 결과 0.4 mm의 휴대폰 외장재를 제조하기 위하

여 시제품으로 제작한 혼합형, 폐쇄형 및 개방형 방안의 오버

플로우 형상에서, 그림 9와 같은 실제 시편을 제작하였고 수

치해석 결과와 비교검토 하였다. 다이캐스팅의 주요결함으

로는 내부결함과 표면결함으로 대별되고 특히 주조분할, 탕

경계 및 탕 무늬가 전 불량의 80%를 점한다. 실제 주조품을 

비교해 보면 동그란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수치해석에 

의해 도출된 공정으로 양산된 개방형의 건전한 부품과 달리 

개방형 및 폐쇄형의 경우는 냉각된 용탕이 후속 용탕의 충진

에 의해 오버플로우로 충분히 빠져 나가지 못하고 오버플로

우가 존재하는 영역에서 응고되어 표면 결함을 형성하는 수

치해석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즉, 용탕이 오버플

로우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선행응고 되면서 탕회불량으로 

제품 내에 탕흐름의 자국들이 나타난 것이다.

시편 내에 존재하는 작은 기공 등의 추가적인 내부결함을 

분석하기 위해 아르키메데스 분석법을 시행하였다. 실험 방

법에서 나와 있듯이 저울을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여 밀도

를 계산하여 기공율을 예측하였고, 이론 밀도는 1.81 g/cm3으

로 정하였다. 그림 9의 네모난 점선 부분 위치의 시편을 통해 

혼합형과 개방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개방형에서는 13.6%의 

기공율이 분석되었으며, 개방형의 설계에서는 4.15%의 기공

율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내부의 기공을 확인

하기 위하여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학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결과 개방형의 경우 기공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개방형의 경우 기공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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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비교를 이용하여 수치해석

을 통한 주조공정 해석의 유사함을 확인하였고, 선행 공정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 0.4 mm 두께의 박육 전자제품 외장재를 개발

하기 위한 다이캐스팅 공정개발의 일환으로 휴대폰을 대상

으로 한 주조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휴대폰외장재 내 용

탕의 열/유동 해석 및 신화물 분포를 해석하였고 주조 시 발

생하는 주조결함의 최소화 및 부품개발단계에서의 최적 주

조방안 설정의 기초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오버플로우 설계에 따라 캐비티 최종 말단 부위에서 용

탕이 고립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온도 분포 및 산화물 거동 

해석을 통해 개방형 오버플로우 사용시 결함 발생 확률이 가

장 적음을 확인하였다.

2) 수치해석을 통해 2차 사출속도의 조건변화에 따른 용탕

의 유동현상을 예측하였고, 개방형인 경우에 2.76 m/s의 2차 

사출속도 조건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산화물 및 응고거동 해석 결과를 실 주조품과 비교하여 

해석의 타당성을 증명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충전 

이동 경로 및 결함 발생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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