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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evaluated the developed microstructure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 severely plastically deformed Ni-30Cr

alloy. Normal rolling and differential speed rolling were used as deformation processes, and the thicknesses of the specimens

were reduced to 68 % of the original thickness after holding at 700 oC for 10 min and annealing at 700 oC for 40 min to obtain

a fully recrystallized microstructure. Electron backscattering diffraction was us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 distribution of the

grain boundaries on the deformed and annealed specimens. Differential speed rolling was more effective for refining grains in

comparison with normal rolling. The grain size was refined from 33 mm in the initial material to 8.1 mm with normal rolling

and 5.5 mm with differential speed rolling. The more refined grain in the differential-speed-rolled material directly resulted in

increases in the yield and tensile strengths by 68 % and 9.0 %, respectively, compared to normal rolling. We systematically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ain refinement and mechanical properties through a plastically deformed Ni-30Cr alloy

based on the development of a deformation texture. The results of our study show that the DSR process is very effective when

used to enhanc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a material through grain refinement.

Key words differential speed rolling(DSR), Ni-30Cr alloy, electron back-scattering diffraction(EBSD), microstructures,

mechanical properties. 

1. 서  론

Ni 합금은 고온에서 물리적 성질과 부식저항성이 우수

하여 항공·우주, 화학플랜트, 발전플랜트 등의 부품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1,2) 일반적으로 Ni 합금은 중간의(≥

100 mJ/m2) 적층결함에너지(stacking fault energy, SFE)

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속재결정(continuous dynamic

recrystallization, CDRX) 보다 불연속재결정(discontinuous

dynamic recrystallization, DDRX)을 겪는 금속으로 보고

된 바 있다.3) 이와 같은 재료는 높은 적층결함에너지를

갖는 재료에 비해 변형과 열처리 과정을 통하여 더욱 큰

결정립 미세화 효과를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변형과정

에서 재료에 축적되는 에너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4)

즉, 높은 축적에너지는 결과적으로 재료에 더욱 미세한

결정립을 얻게 할 수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변형 프로

세스의 도입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결정립 미세화에 근거한 기계적 물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다양한 변형 프로세스가 도입되고 있는데, 최근 이를

목적으로 등통로각압축(equal channel angular pressing,

ECAP), 이주속압연(differential speed rolling, DSR), 교

차롤압연(cross roll rolling, CRR), 고압비틀림(high pre-

ssure torsion, HPT) 등의 프로세스가 개발되어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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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되어 왔다.5-8) 

비대칭 압연법 중 하나인 이주속압연은 상부롤과 하부

롤의 회전속도를 달리하여 압연하는 프로세스로서, 일반

압연 보다 더 큰 전단변형을 유도하기 때문에, 재료에

더 큰 변형에너지를 축적시킬 수 있다.9) 이와 같은 큰

에너지의 축적은 후속으로 연결되는 열처리 과정을 통

해 더 미세한 결정립을 얻을 수 있으며, 이들은 물리적

성질의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이

주속압연은 재료에 큰 전단변형을 야기함으로써, 일반압

연과 다른 집합조직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들은 재결정

양상의 변화를 주도하며, 결정립 미세화에 긍정적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10) 그러나 아직까지 Ni 합금에 대하여

이주속압연을 적용하고, 변형집합조직 발달에 근거한 미세

조직과 기계적 물성을 평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이주속압연을 적용하여 Ni-30Cr 합금의

집합조직, 미세조직과 기계적 물성의 전개양상을 평가하

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는 Ni-30Cr 합금이었으며 화

학조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실험을 위해, 소재는 전

자빔 용해를 통해 제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형성된 조

직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1000 oC에서 60분간 용체

화처리 된 후, 50 mm(w) × 75mm(l) × 8 mm(t) 크기로 제

단되었고, 이를 초기재료로 사용되었다. 소성가공 프로세

스로서 일반압연과 이주속압연(상/하롤 주속비 1:2)을 도

입하였고, 초기재료가 700 oC에서 10분간 유지된 후 두

께감소율 68 %로 압연되었다. 특히, 압연 시 소재에 더

큰 축적에너지를 수반시키기 위해 윤활유는 사용하지 않

았고, 변형 후 재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료는 700 oC

에서 40분간 열처리 된 후 수냉되었다. 

변형과 열처리 과정에서 전개되는 미세조직과 집합조직

의 발달양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자후방산란회절(electron

back-scattering diffraction, EBSD)법이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시편은 기계적 연마를 통하여 경면이 확보되었고,

FEG-SEM에 장착된 TSL-OIM을 활용하여 Transverse

Direction(TD)면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결

정립 크기, 입계특성분포(grain boundary characteristic

distribution, GBCD), 축적에너지, 집합조직 등의 정보를

확보하였다. 재료의 기계적 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

장시험이 도입되었는데, 시험을 위해 시편은 30(w) × 10(l)

× 2.5(t)mm 의 크기로 제작되었고, INSTRON사의 기계

식 만능시험기[3382 Model]를 이용하여 0.72 mm/min의

변형속도로 인장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이주속압연은 일반압연 보다 큰 변형뿐만 아니라 균일

변형을 유도하였다. 일반압연이 수행된 재료는 Fig. 1(a)

에 나타난 바와 같이, 5-40 μm 크기의 폭을 갖는 결정

립이 압연반향으로 길게 연신되어 있었고, 결정립 내에

4-5 μm 크기의 변형대(deformation band)가 형성되어 있

Table 1. Details of chemical composition on material used in this

study.

Element Ni Cr Si Mn S C

mass % Bal. 29.87 0.013 0.017 0.005 0.047

Fig. 1. Orientation image maps and inverse pole figures of (a, c) normal rolled and (b, d) differential-speed-rolled materials. Black lines

in orientation image maps indicate high-angle grain boundaries. Dotted lines in figure (b) show partially dynamic recrystalliz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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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결정립들이 Fig. 1(c)의 역극점도에 나타난 바

와 같이, {101}//ND 방향으로 발달(intensity 4.8)되어 있

었다. 이주속압연이 수행된 소재의 경우, Fig. 1(b)에 나

타난 바와 같이, 5-30 μm 크기의 폭을 갖는 결정립들이

압연방향으로 길게 연신되었고, 일반압연과 다르게 연신

된 결정립 내에 부분적으로 2-3 μm 크기의 미세한 결정

립들이 동적재결정 되었다(검은색 점선부분). 이 또한 일

반압연과 마찬가지로 결정립 내에 4-5 μm 폭의 변형대가

형성되었고, 결정립들이 Fig. 1(d)에 나타난 바와 같이

{133}//ND 방향으로 발달되어(intensity 2.2) 있었다. 

이주속압연의 도입은 결정립 미세화에 더욱 효과적이

었다. 일반압연된 재료는 Fig. 2(a)와 (c)에 나타난 바와

같이 700 oC에서 40분간의 열처리를 통해 재결정 되었

고, 2-38 μm 크기의 결정립들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

균결정립은 8.1 μm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주속압연된 소

재는 Fig. 2(b)와 (d)에 나타난 바와 같이, 2-20 μm 크기

의 결정립들로 구성됨으로써 일반압연된 소재보다 현저

히 미세한 결정립들로 분포되었고, 평균결정립은 5.5 μm

로 확인되었다. 특히, 부분적으로 20 μm 이상의 조대한

입자들이 분포되었던 일반압연과 달리 이주속압연은 전

체적으로 균질한 결정립 분포를 나타내었다. 

700 oC에서 40분 간의 열처리 과정을 통하여 두 소재

는 완전히 재결정 되었다. EBSD 분석결과, 두 소재 모

두 전체 입계 중 97 % 이상의 결정립들이 Fig. 3(a)와

(b)에 나타난 바와 같이, 15o 이상의 고경각입계를 가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그 중 60o 분포가 각각

43.46 %[일반압연]와 43.78 %[이주속압연]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이들 분포는 FCC 금속 중 적층결함에너지가

낮은 금속에서 주로 형성되는 어닐링 쌍정립계(Σ3)로 확

인되었다. 또한, 38.9o의 분포가 각각 7.07 %[일반압연]과

8.04 %[이주속압연]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어닐링 쌍정립

계의 반응에 의해 형성되는 Σ9입계로 확인되었다. 

Fig. 2. Orientation image maps and grain size distributions of (a, c) normal rolled and annealed material, and (b, d) differential speed

rolled and annealed material. Black lines in orientation image maps indicate high-angle grain boundaries.

Fig. 3. Misorientation angle distributions of cold rolled and annealed material; (a) normal rolled and annealed material, and (b) differential

speed rolled and anneale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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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속압연은 입자 내 이웃한 방위간의 어긋남각 분포

의 크기를 증가시켰다. 일반압연된 재료는 Fig. 4(a)의

kernel average misorientation(KAM) map에 나타난 바

와 같이, 평균 1.28o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와 달리, 이

주속압연된 소재는 Fig. 4(b)와 같이 평균 1.5o 분포를

나타냄으로써, 일반압연된 소재보다 더욱 높은 분포를 나

타내었다.

이주속압연은 일반압연보다 재료의 기계적 성질 향상

에 더욱 기여하였다. 일반압연된 재료는 Fig. 5와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항복강도와 인장강도가 각각 366

MPa와 900 MPa로 나타났고, 연신율은 12 %로 확인되

었다. 이주속압연된 재료의 경우, 항복강도와 인장강도가

405 MPa와 1077 MPa로 나타남으로써, 일반압연된 소

재보다 각각 10 %와 20 % 높게 관찰되었고, 연신율은 다

소 감소한 8 %로 나타났다. 압연후 열처리 된 소재는 인

장강도[일반압연 498 MPa와 이주속압연 545 MPa]와 항

복강도(일반압연 174 MPa와 이주속압연 255 MPa)가 확

인됨으로써, 이주속압연이 각각 50 %(항복강도)와 10 %

(인장강도)의 증가된 양상을 나타내었다. 반면, 연신율은

6 % 감소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주속압연은 상부롤과 하부롤의 속도를 달리하여 금

속재료를 변형하는 프로세스로서, 일반압연(대칭압연)과 달

리 롤의 주속차(상하롤의 회전속도 차이)에 의해 전단변

형을 유도할 수 있는 신개념의 압연 프로세스이다.11) 일

반압연은 이론적으로 ε12 = ε23 = ε13 = 0의 값을 갖지만 이

주속압연은 ε13의 전단변형이 크게 수반되기 때문에 재

료 내부에 더 큰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다.12) 실제로 이

주속압연된 소재는 Fig. 1(b)와 같이 부분적인 동적재결

Fig. 4. Kernel average misorientation maps of (a) normal rolled and (c) annealed materials, and (b) differential speed rolled and (d)

annealed materials.

Fig. 5. Tensile properties of cold rolled and annealed materials; NR,

DSR and RX in this figure indicate the normal rolled, differential

speed rolled and recrystallized specimens, respectively.

Table 2. Changes in fraction of grain orientation by different

rolling process.

Orientation NR DSR

{100} //ND 0.3 % 7.5 %

{111} // ND 2.0 % 14.9 %

{101} // ND 49.7 % 19.2 %

{112} // ND 42.0 % 36.9 %

·NR and DSR in this table indicate the normal rolled and
differential speed rolled specimens, respectively.

Table 3. Tensile properties of cold rolled and annealed Ni-30Cr

alloys.

Specimens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NR 366.37 900.33 12.03

DSR 405.56 1077.88 8.25

NR & RX 174.44 498.36 47.09

DSR & RX 255.95 545.58 43.04

·NR, DSR and RX in this table indicate the normal rolled,
differential speed rolled and recrystallized specimen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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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이를 통해 일반압연에 비해 더

큰 변형량이 수반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웃한 방위간의 어긋남각 분포가 Fig. 4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일반압연에 비해 큰 것으로 확인됨으로

써, 이 또한 더 큰 변형량을 수반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주속압연은 변형집합조직의 발달을 유도하였고, 그 결

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일반압연된 재료는 {101}/

/ND와 {112}//ND방위분포가 가장 높게 관찰됨으로써, 전

형적인 압연집합조직을 나타내었다. 이와는 달리, 이주속

압연은 {100}//ND와 {111}//ND 방위분포가 가장 높게 분

포된 반면, 일반압연에서 관찰되었던 {101}//ND와 {112}/

/ND 방위분포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드러지

게 감소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술

한 바와 같이, 일반압연과 달리 이주속압연은 ε13 의 전

단변형을 시편 전체적으로 고르게 수반하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따라서 집합조직의 전개양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주속압연의 도입은 전단변형을 유도함으로써,

큰 변형량이 수반됨을 재차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Ni-30Cr 합금은 적층결함에너지가 낮

은 재료로서, 불연속재결정에 의한 결정립 미세화가 용

이한 금속이다.13) 일반적으로, FCC 구조의 금속은 적층

결함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변형과 이후의 재결정 양상

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4) 그 중 높

은 적층결함에너지를 갖는 재료는 교차슬립(cross-slip) 또

는 상승(climb)에 의한 전위의 재배열이 용이하기 때문

에 연속재결정이 우세하지만, 적층결함에너지가 낮은 재

료는 전위의 재배열이 어려워, 전위밀도가 축적되므로 불

연속 재결정이 우세하다.15,16) 따라서 열처리 과정을 통

한 Ni-30Cr 합금의 결정립 미세화는 높은 전위밀도의 축

적에 의한 동시다발적인 재결정 핵생성에 기인하며, 이

주속압연 소재(Fig. 2)가 더 큰 효과를 보인 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더 큰 변형량의 축적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주속압연을 통한 결정립 미세화는 항복강도와 인장

강도의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켰다. 일반적으로 금속재료

의 결정립 크기는 기계적 물성을 좌우하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7,18) 이주속압연된

소재의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일반압연된 소재에 비해 각각 50 %와 10 % 증가되

었고, 연신율의 두드러진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물성의 증가는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결정립

미세화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이주속압연된 소재(5.5 μm)

가 일반압연된 소재(8.1 μm)에 비해 현저히 미세화 되었

기 때문이며, 압연 후 재결정이 완료된 재료의 grain

boundary map(Fig. 5)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결정립

내에 저경각입계의 부재로부터 기계적 물성의 향상은 순

수하게 결정립 미세화에 근거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결정립 크기에 근거한 기계적 물성의

전개양상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4. 결  론

Ni-30Cr 합금에 대하여 이주속압연이 성공적으로 수행

되었다. 이주속압연의 도입은 기존 일반압연과 달리 큰

전단변형의 수반으로 <133>//ND 결정방위의 발달을 초

래하였고, 이들은 재결정 과정을 통해 더욱 미세한 결

정립을 얻는데 기여하였다. 실험결과, 일반압연된 소재의

평균결정립은 8.1 μm로 나타났으나, 이주속압연된 소재는

5.5 μm로 나타남으로써, 더욱 미세한 결정립 분포를 나

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정립 미세화는 두드러진 연신율

의 감소 없이 항복강도와 인장강도의 향상을 초래하였

고, 그 결과 일반압연된 소재보다 각각 50 %와 10 %가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변형집합조직의 발

달을 유도한 결정립 미세화와 기계적 물성의 향상을 위

해, 일반압연보다 이주속압연의 도입이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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