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Powder Metall. Inst., Vol. 26, No. 1, 22-27, 2019

DOI: 10.4150/KPMI.2019.26.1.22

ISSN 1225-7591(Print) / ISSN 2287-8173(Online)

22

Al-Si계 합금의 분말 크기 및 조성에

따른 반사율 변화 특성

최광묵·채홍준*

고등기술연구원 신소재공정센터

Reflectance Characteristics of Al-Si based Alloys according to Powder Size 

and Composition

Gwang Mook Choi and Hong Jun Chae*

Center for Advanced Materials and Processing,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Yongin 17180, Republic of Korea

(Received February 11, 2019; Revised February 19, 2019; Accepted February 19, 2019)

................................................................................................................................................................................................................................

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powder size and composition on the reflectance of Al-Si based alloys are

presented. First, the reflectance of Al-Si bulk and powder are analyzed to confirm the effect of powder size. Results

show that the bulk has a higher reflectance than that of powder because the bulk has lower surface defects. In addition,

the larger the particle size, the higher is the reflectance because the interparticle space decreases. Second, the effect of

composition on the reflectance by the changing composition of Al-Si-Mg is confirmed. Consequently, the reflectance of

the alloy decreases with the addition of Si and Mg because dendrite Si and Mg2Si are formed, and these have lower

reflectance than pure Al. Finally, the reflectance of the alloy is due to the scattering of free electrons, which is closely

related to electrical conductivity. Measurements of the electrical conductivity based on the composition of the Al-Si-Mg

alloy confirm the same tendency as the reflec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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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산업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요구되는 소재의 특

성은 고강도화, 경량화, 복잡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생산

공정에 대한 경제성도 요구되는 등 부품 소재에 대한 제

조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분말야금(Powder

metallurgy)을 이용한 제품들은 기존 공정에서 구현 할 수

없는 복잡한 형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소재의 고유 물성

을 증가시킬 수 있고,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다양한 소재개발 및 공정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에너지 자원

의 고갈과 환경오염 등에 의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

해짐에 따라 수송기기 및 자동차의 경량화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

해 Al, Mg, Ti과 같은 경량 합금 분말을 이용한 금속 기

반 적층성형(Additive Manufacturing)이 주요 제조공정으

로 각광받고 있다[1-4]. 그 중, Al 합금은 가벼우면서도 동

시에 높은 기계적 강도와 전기전도도를 보이는 소재로[5, 6],

현재 자동차 부품에서는 브라켓, 휠, 커넥터, 엔진 블록 등

소량 제조공정에 적층성형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기간 단

축 및 제조비용 절감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Al 부품 제조를 위한 적층성형은 합금 분말을 레이

저나 전자 빔을 통해 부분 용접하여 적층제조하는 공정으

로, 정교하고 복잡한 형상의 부품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세밀한 형상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지만[7, 8], Al 합금은 열전도도와 광반사율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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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에 비해 높아 열이 금속의 용융에 전부 이용되지 못

하고, 높은 레이져 출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조비용이

타 소재에 비해 높은 단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레이저

적층시 조형체의 밀도를 저하시키며, 모듈을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Al 소재보다 열전도도

와 반사율이 낮은 합금 소재가 개발되어야만 다양한 응용

분야로 활용 할 수 있다. 적층성형시 분말의 흡광율은 적

층성형의 효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흡광율이 높을

수록 조사된 빛 에너지가 부분 용접에 사용되어 제조 효

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다원화된 Al 합금 설계를 통한 기

계적, 광학적 특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반드시 수반되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Al 합금의 형태에 따른 반사율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Al-Si합금의 주괴(ingot)와 분말의 반사

율을 측정하였다. 또한 Al-Si-Mg 합금의 Si 및 Mg 조성

변화에 따른 반사율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조성에 따른 반

사율의 변화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 합금의 조성에 따른

전기전도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2. 실험 방법

분말 조성과 형상에 따른 반사율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비열처리 합금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Al-Si(wt.%) 2원

계 합금과 Mg이 소량 첨가된 3원계 합금을 통해 주조재

와 분말재를 각각 제조하여 반사율을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Al-Si 및 Al-Si-Mg 합금을 제조하기 위해 Al-25Si

(wt.%) 모합금에 고순도 Al을 목표 조성에 맞게 칭량하였

고, 고주파 유도가열 장치를 이용하여, 충분한 용탕 유동

도를 가지도록 합금의 융점보다 200 K 높은 온도에서 20

분 동안 용융시켰다. Al-Si합금 분말은 5 mm의 용탕공급

노즐이 부착되어 있는 가스 아토마이져 장치의 용해챔버

에서 재용해 한 후 가스 분무하여 합금 분말을 제조 하였

으며, 이때, 가스 압력은 6.0 kgf cm−2, 오리피스 내경 3.5 φ,

출탕 온도는 1,073 K로 고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Al-Si

합금분말은 기계적인 분급을 통해 (a) 25-45 μm, (b) 45-

75 μm, (c) 75-106 μm, (d) 106-150 μm, (e) 150-180 μm.의

5가지 입도로 분류하였다. 

제조된 주조재와 분말재는 광학현미경(OM : Simazu)과

주사전자현미경(SEM : NOVA NANO 200)을 이용하여

미세구조를 관찰하였고, UV-VIS-NIR Spectrophotometer

(Model : Cary-5000 UV-Vis-NIR)를 활용하여, 자외선-가

시광선-적외선 영역(200 nm-2,500 nm)에 빛을 투과시켜

반사율을 측정하였으며, 와전류 측정장치(SIGMATEST

2.068)를 통해 각 샘플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형태에 따른 Al-12Si 합금의 반사율

Al-Si 합금은 용탕의 유동성을 좋게 하는 Si의 효과로

주조성이 우수하여 일반적으로 주조용 합금으로 널리 사

용되고 있다. Al-12Si(12 wt.%Si) 조성의 합금은 577oC에

서 공정반응으로 응고하여 α + Si의 공정 조직을 띄며, α

상은 공정온도에서 Si을 최대로 1.65% 고용하는 매우 연

한 상으로 존재하는 반면, Si상은 99.83%의 Si로 구성된

것으로 취성이 큰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α + Si의 공정조

직은 열간취성의 위험이 적고 용접성도 우수하여 대형주

물은 물론, 최근에는 적층성형을 통한 복잡한 형상의 부품

제조에 적용이 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Al-Si 합금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Al-

12Si 합금을 대표 조성으로 선택하고 주괴 및 분말의 형

태에 따른 반사율을 측정하였다. 그림 1과 그림 3은 각각

Al-12Si 합금 주괴 및 분말의 정반사율 및 난반사율을 나

타낸 것이다. 먼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070 nm 파

장의 빛에 대한 Al-12Si 주괴의 정반사율은 61.12%, 난반

사율은 31.03%로 나타났다. 

반면 Al-12Si 분말의 경우(그림 2와 3 참고), 분말의 크

기가 25-45, 45-75, 75-106, 106-150, and 150-180 μm 크기

로 증가할 때 1,070 nm 파장의 빛에 대한 정반사율은 각

각 43.48%, 40.65%, 36.61%, 36.07%, 35.45%로 감소하였

으며, 난반사율 역시 38.38%, 36.61%, 33.51%, 30.81%,

30.62%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분말의 반사율이 주괴의

반사율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동시에 분말의 경우

분말 크기가 작아질수록 반사율이 작아지는 경향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분말 형태에 따른 반사율의 차이는 분말

사이의 공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말 사이의 공백

에 조사된 빛은 다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내부에 흡수

Fig. 1. The regular and diffused reflectance of Al-12Si alloy

bu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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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쉬우므로 주괴보다 분말의 반사율이 낮게 나타난다.

또한 그림 3c에서 보듯이, 분말의 크기가 클수록 분말 사

이 공백이 커지게 되는데 너비뿐만 아니라 공백의 깊이

역시 깊어지므로 조사된 빛이 빠져나오기 더욱 어려워진

다. 반대로 분말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의 요철이 작아지

고 따라서 매끄러워지는 효과를 갖게 되어 반사율이 높아

지게 된다. 이러한 분말 크기의 효과를 고려하면 분말의

크기가 클수록 낮은 반사율의 효율적인 3D 프린팅이 가능

하다. 그러나 분말의 크기가 너무 크게 되면 분말 간 공백

에 의해 적층성형 제조 시 제품 내부에 기공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내부 결함이 형성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

말의 최대 크기가 적층성형 시 가장 효율적인 분말 형상

이라 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해 결함이 없는 범위 안에서

최대 분말의 크기는 약 50 μm로 확인되었다.

3.2. 조성에 따른 Al-Si-Mg 합금의 반사율

그림 4는 Al-Si-Mg 3원계 합금의 반사율을 나타낸 것이

다. Al-Si-Mg 합금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성인 Al-

10Si-0.3Mg을 기준으로 Si과 Mg의 조성을 각각 바꾸어

측정하였다. 먼저 Al-0.3Mg에 8, 10, 12 wt.% Si을 첨가한

합금의 반사율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8 wt.% Si에서는

정반사율 59.23%, 난반사율 32.82%, 10 wt.% Si에서는 정

반사율 56.03%, 난반사율 29.94%, 그리고 마지막으로 12

wt.% Si에서는 정반사율 54.45%, 난반사율 26.73%로 나

타났다. 따라서 공융점 조성 근처에서 Si의 함량이 높아질

수록 반사율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i 첨가 시 반사율이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기 위

하여, 그림 5에서 보듯 Si 조성에 따른 미세구조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Al과 Si은 혼화성(miscibility)이 낮고, 상호 금

속간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Si 상으로

Fig. 2. FE-SEM images of Al-12Si alloy powders with diameter of (a) 25-45 µm, (b) 45-75 µm, (c) 75-106 µm, (d) 106-150 µm,

and (e) 150-180 µm.

Fig. 3. The reflectance of Al-12Si powders according to

particle size. (a) The regular reflectance. (b) The diffused

reflectance. (c) The correlation between particle size and

reflectance. The smaller the size of the powder, the smaller

the interstitial space, which reduces the absorption of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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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존재하게 된다. 관찰결과 Si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Si 수지상이 많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론적으로

Si상은 TPRE(twin plane re-entrant edge) 성장을 통해 그

림 5와 같은 수지상의 형태를 형성한다[12].

합금의 반사율은 대부분 자유전자의 플라즈마 진동에

의해 일어난다[13]. Al의 플라즈마 진동수는 15.3 eV에 위

치하기 때문에[14], 이보다 낮은 에너지의 경우 반사가 일

어나며, 특히 60% 이하의 에너지를 가진 빛에 대해서는

표면에서 대부분 반사된다. 반면 Si은 1.12 eV의 밴드갭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밴드갭 에너지를 가진 전자기파

를 조사 시 전자 전이는 오직 포논 간섭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1.12 eV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은 1,100 nm로, 실험

에서 사용한 1,070 nm의 빛이 조사될 경우 전자 전이가

쉽게 일어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Si의 반사율은 약 15%

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Al 합금 내 Si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반사율은 낮아지게 된다.

다음은 Mg 조성의 변화에 따른 반사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Al-10Si에서 1, 2, 3 wt.% Mg을 각각 첨가한 합

금의 반사율을 측정하였다. 그림 6에서 보듯이, 1 wt.%

Mg의 정반사율은 60.07%, 난반사율은 32.06%, 2 wt.%

Fig. 4. (a) Regular reflectance and (b) diffused reflectance of

Al-xSi-0.3Mg alloys with changing Si amount; 8 wt.%,

10 wt.% and 12 wt.%.

Fig. 5. Micrographs of the as-casted Al-Si-0.3Mg alloys with changing Si amount; (a) 8 wt.%, (b) 10 wt.% and (c) 12 wt.%.

Fig. 6. (a) Regular reflectance and (b) diffused reflectance of

Al-10Si-xMg alloys with changing Mg amount; 1 wt.%,

2 wt.% and 3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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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의 정반사율은 58.01%, 난반사율은 29.95%, 3 wt.%

Mg의 정반사율은 56.92%, 난반사율은 27.81%로 나타났

다. 따라서 소량 첨가 시 Mg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반사율

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은 Al-10Si-

xMg(x = 1, 2, 3 wt.%)의 미세구조 및 EDS 분석결과를 나

타낸 그림이다. 분석결과 강화상인 Mg2Si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g2Si는 0.53 eV의 밴드갭에너지를 가

지므로 Si과 마찬가지로 자유전자를 가진 Al에 비해 반사

율이 낮은 상이다. 따라서 Mg2Si 상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반사율은 낮아지게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합금의 반사율은 상당부분 자유전자

에 기인하므로, 합금 조성에 따른 반사율의 변화를 자유전

자의 밀도 및 이동도의 곱인 전기전도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굴절률 n0를 가진 매질로부터 굴절률

n과 흡광계수 k를 가진 등방성 매질에 빛을 조사하였을 경

우, 반사율 R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한편 흡광계수 k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σ는 전기전도도, c는 진공 속에서 광속이다. 일반적으

로 전도성 합금의 경우 k값이 n보다 크게 나타나며, 따라

서 전기전도도가 반사율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전기전도도가 클수록 반사율 R은 1에 가까운 값으로 증가

하게 된다.

그림 8은 Al-12Si[15]과 Al-Si-Mg의 조성에 따른 전기전

도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분석결과, Si과 Mg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전기전도도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것은 이전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15], 반사율과 동

일한 경향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따라서 전기전도도가 감

소할수록 흡광계수가 감소하여 반사율이 감소한다는 위의

식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3D 프린팅용 Al-Si 합금 분말

제작을 위해 Al-SI 합금의 형태 및 조성에 따른 반사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형태에 따른 반사율을 분석한 결

과, 주괴가 분말보다 반사율이 높으며, 분말의 크기가 작

을수록 반사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분말 사이의

공백이 넓을수록 공백에 조사된 빛의 흡수량이 상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Al-Si-Mg 3원계 합금의 경우, Si 및 Mg의 비율이 높을

수록 반사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l과 달리 Si은

자유전자를 가지지 않고 높은 밴드갭 에너지를 가지므로,

전자기파가 조사되었을 때 낮은 반사율을 갖게 된다. Al

와 Si은 낮은 혼화성을 가지므로 Si의 함량이 높을수록 합

금 내부에 Si 수지상이 형성되며 이는 반사율을 저하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찬가지로 Mg이 첨가될 경우, 내부에 Mg2Si 강화상이

형성되며 이 또한 Si과 마찬가지로 반사율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론적으로, 합금의 빛 반사는 자유전자의

플라즈마 진동에 의한 산란에 기인하므로 전기전도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반사율은 전기전도도가 증가 시 증가

R
n n0–( )

2
k
2

+

n n0+( )
2

k
2

+
----------------------------=

k πnσ c
2

⁄=

Fig. 7. Micrographs of the as-casted Al-10Si-Mg alloys with changing Mg amount; (a) 1 wt.%, (b) 2 wt.% and (c) 3 wt.%.

Fig. 8. Electrical conductivity data of Al-12S, Al-xSi-0.3Mg

and Al-10Si-xMg with different amounts of Si and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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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을 가지는데, 실제 전기전도도 측정 결과 Si과

Mg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전기전도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하여, 반사율 저하가 자유전자의 밀도 및 이동성 저하에

기인한 것을 증명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기술평가관리원

(MOTIE/KEIT)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연구비 지원에 의

한 연구 결과입니다(No. 10077396).

References

8[1] J. J. Lewandowski and M. Seifi: Annu. Rev. Mater. Res.,

46 (2016) 151.

8[2] W. E. Frazier: J. Mater. Eng. Perform., 23 (2014) 1917.

8[3] F. R. Collins and J. H. Dudas: Weld. J., 45 (1966) 241.

8[4] N. Kaufmann, M. Imranb, T. M. Wischeropp, C. Emmel-

mann, S. Siddique and F. Walther: Phys. Procedia, 83

(2016) 918.

8[5] J. R. Davis: Alloying: Understanding the Basics, ASM

International, Ohio, USA (1993) 351.

8[6] W. D. Callister, Jr.: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n Introduction, 7th ed., John Wiley & Sons, New York

(2007) 5.

8[7] J. H. Martin, B. D. Yahata, J. M. Hundley, J. A. Mayer, T.

A. Schaedler and T. M. Pollock: Nature, 549 (2017) 365.

8[8] D. Manfredi, F. Calignano, M. Krishnan, R. Canali, E. P.

Ambrosio, S. Biamino, D. Ugues, M. Pavese and P. Fino:

Additive Manufacturing of Al Alloys and Aluminium

Matrix Composites (AMCs), INTECH, Inc., London

(2014) 3.

8[9] M.N. Ervina Efzan, H. J. Kong and C. K. Kok: Adv.

Mater. Res., 845 (2014) 355.

[10] C. H. Caceres, C. J. Davidson, J. R. Griffiths and Q. G.

Wang: Metall. Mater. Trans. A, 30 (1999) 2611.

[11] H. R. Ammar, C. Moreau, A. M. Samuel, F. H. Samuel

and H. W. Doty: Mater. Sci. Eng. A, 489 (2008) 426.

[12] M. Shamsuzzoha, L. M. Hogan, D. J. Smith and P. A.

Deymier: J. Cryst. Growth, 112 (1991) 635.

[13] N.D. Mermin and N. W. Ashcroft: Solid state physics,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1976) 671.

[14] M. G. Blaber, M. D. Arnold and M. J. Ford: J. Phys.

Chem. C, 113 (2009) 3041.

[15] M. H. Mulazimoglu, R. A. L. Drew and J. E. Gruzleski:

Metall. Trans. A, 20 (1989) 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