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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enhancement of microstructur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 cross rolled Ni-10Cr alloy,

comparing with conventionally rolled material. Cold rolling was carried out to 90% thickness reduction and the specimens were

subsequently annealed at 700oC for 30 min to obtain a fully recrystallized microstructure. Cross roll rolling was carried out

at a tilted roll mill condition of 5o from the transverse direction in the RD-TD plane. In order to observe the deformed

microstructures of the cold rolled materials,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was employed. For annealed materials after

rolling, in order to investigate the grain boundary characteristic distributions, an electron back-scattering diffraction technique

was applied. Application of cold rolling to the Ni-10Cr alloy contributed to notable grain refinement, and consequently the

average grain size was refined from 135 µm in the initial material to 9.4 and 4.2 µm in conventionally rolled and cross rolled

materials, respectively, thus showing more significantly refined grains in the cross rolled material. This refined grain size led

to enhanced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yield and tensile strengths, with slightly higher values in the cross rolled material.

Furthermore, the <111>//ND texture in the CRR material was better developed compared to that of the CR material, which

contributed to enhanced mechanical properties and form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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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Ni기 합금은 가공성이 탁월하고 고온에서 강도와 열

적안정성뿐만 아니라 부식 저항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화

학플랜트나 전력발전 플랜트 주요부품으로 주로 사용되

고 있다.1,2) 일반적으로, Ni기 합금은 낮은 적층결함에

너지(stacking fault energy)를 갖기 때문에, 강소성가공

(severe plastic deformation) 프로세스를 통하여 결정립을

미세화 시키는데 높은 적층결함에너지를 갖는 재료들 보

다 유리하다.3,4) 특히, 재결정 이후 결정되는 결정립 크

기는 강소성가공 과정 중 재료에 수반되는 유효변형량

(effective strain)의 대소에 기인하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선정이 이들을 결정짓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5,6) 따

라서, 미세립을 얻기 위해 강소성가공 중 보다 큰 유효

변형량을 수반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적용이 필요하다.

강소성가공 프로세스는 미세조직 발달에 기초한 기계

적 물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7-9)

최근, 초미세립을 얻기 위해 등통로각압축(ECAP, equal

channel angular pressing), 이주속압연(DSR, differential

speed rolling)이나 고압비틀림(HPT, high pressure torsion)

등의 강소성가공 프로세스들이 적용되고 있다.10-13) 하지

만, 아직까지 강소성가공 프로세스 중 교차롤압연(CRR,

cross roll rolling)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교차롤압연

(cross roll rolling)은 압연롤이 rolling direction (RD)와

transverse direction (TD)면에 대하여 수 도(~7o) tilt된 상

태를 유지한 채 가공하는 신개념의 압연프로세스이다.14)

따라서, 상용압연과 달리 전단변형이 수반되기 때문에 더

큰 유효변형량의 수반이 가능함으로써, 미세조직 발달뿐

만 아니라 기계적 물성의 향상에도 큰 효과가 있다.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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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교차롤압연을 통해 발달된 집합조직은 재료의 성

형성 향상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7) 따라서,

이 연구는 Ni-10Cr 합금에 대하여 교찰롤압연을 적용하

였고, 이 과정에서 발달되는 미세조직, 집합조직과 기계

적 물성의 전개양상에 대하여 상용압연과 비교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는 Ni-10Cr 합금으로서, 구체

적인 화학조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에 대해 50(w)

mm × 75(l) mm × 8(t) mm 크기의 판재로 제작한 후 1000oC

에서 1시간 동안 균질화처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

생된 산화표면을 기계적 연마로 제거하여 초기재료로 사

용하였다. 강소성가공 프로세스로서 상용압연과 교차롤압

연이 도입되었고, 초기재료에 대하여 두께감소율 90%

(multi pass 적용- pass 당 10% 감소율)까지 냉간압연

되었으며, 이 과정 중 표면마찰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윤

활유는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교차롤압연은 압연롤이

rolling direction (RD)와 transverse direction (TD)면에

대하여 5o 기울어진 상태를 유지한 채 진행되었다. 

냉간압연으로 변형된 재료의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

하여, 투과전자현미경(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

scopy)을 이용한 분석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시편은 3 mm

디스크로 제작된 후 기계적 연마로 80 µm 이하의 두께

까지 감소되었고, 준비된 용액(perchloric acid 10 ml와

methanol 90 ml의 혼합액)을 이용하여 −30oC에서 전해연

마 되었다. 이 후 투과전자현미경 분석이 200 kV의 조

건하에 준비된 시편에 대해 수행되었다. 

냉간압연된 소재의 재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상로를

이용하여 700oC에서 30분간 열처리 하였고, 이에 대해 전

자후방산란회절(EBSD, electron backscattering diffraction)

법을 이용하여 결정립 형상, 크기와 어긋남각 등을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시편은 5 mm × 5 mm의 크기로 제

작되었고, 기계적인 연마와 진동연마를 이용하여 경면을

얻었다. 이 후 FEG-SEM에 부착된 TSL-OIMTM을 이용

하여 시편의 TD면에 대해 전술한 결정립 정보를 분석

하였다. 또한, 입계특성분포 분석 시, 입계분류는 Brandon

기준을 사용하였고, 두 입자간의 어긋남 각은 15o를 기

준하여 low angle과 high angle로 구분하였다.18)

기계적 물성과 성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각 인장시

험과 conical cup test가 도입되었다. 인장시험의 경우, 시

편이 10(w) mm × 30(l) mm × 0.6(t) mm 크기의 판상(gage

length 12 mm와 width 2 mm)으로 제작되었고, 이 과정

중 표면에 발생한 미소한 크랙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포

#2000으로 표면을 연마하였다. 인장시험은 INSTRON

4481형 기계식 만능재료 시험기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인

장속도 0.72 mm/min의 조건으로 수행되었다. 각 시편의

인장 특성값은 3회 측정치의 평균값을 취하였다. Conical

cup test를 하기 위하여 직경 30 cm 크기의 시편이 준비

되었고, 이에 대해 상온에서 분당 5 mm의 punch speed

로 평가하였다. CCV (conical cup value)는 평가된 시편

의 저면 직경과 상부면 직경을 산술평균한 값을 사용하

였다. 이 또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3회 측정한 후 그

값을 평균화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이 연구에 사용된 초기재료의 입계맵(grain boundary

map), 입도분포(grain size distribution)와 입계어긋남각

(grain misorientation angle) 분포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초기재료는 Fig. 1(a)와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5~240

µm 크기의 결정립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평균결정립 크

기는 135 µm로 확인되었으며, 결정립 내부에 어닐링 쌍

정립계(annealing twin boundary)가 다수 분포하고 있었

다. 이에 대하여 입계어긋남각을 분석한 결과 Fig. 1(c)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고경각 입계가 95% 이상을 차지

하였고, 그 중 60o 분포가 전체 입계 중 50%를 차지함

으로써, 가장 높은 분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60o 분포는

fcc 금속들 중 적층결함에너지가 낮은 재료들에서 주로

형성되는 어닐링 쌍정립계로 확인되었다.

초기재료를 이용하여 상용압연과 교차롤압연을 적용하

였고, 두 과정에서 관찰된 미세조직 분포를 Fig. 2에 나

타내었다. 상용압연된 재료는 Fig. 2(a)에 나타난 바와 같

이, 200 nm 정도의 폭을 갖는 결정립들이 압연방향에 대

해 길게 연신되어 있었다. 그러나 교차롤 압연된 재료의

경우 Fig. 2(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용압연된 재료 보

다 비교적 등축의 형상을 갖고 있었으며, 50~100 nm 정

도의 미세한 결정립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두 재

료 모두 극한가공으로 인하여 결정립 내부에 상당한 변

형이 수반된 것을 확인하였다. 

압연 후 재결정된 소재에 대해 EBSD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고, 이의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상용압연과

교차롤압연의 극한가공을 통하여 Ni-10Cr합금은 초기재

료에 비하여 두드러진 결정립 미세화를 초래하였다. 상

용압연 후 재결정된 재료는 Fig. 3(a)와 (b)에 나타난 바

와 같이, 2~22 µm 결정립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평균결

정립 크기는 9.4 µm로 관찰되었으며, 결정립 내부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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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Element Ni Cr Si Mn S C

mass % Bal. 10.02 0.013 0.015 0.007 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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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닐링 쌍정립계가 분포되어 있었다. 교차롤압연된 재료

의 경우, Fig. 3(c)와 (d)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용압연보

다 더욱 미세한 결정립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1~

15 µm 크기의 결정립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평균결정립 크

기가 4.2 µm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교차롤압연된 재료 역

시 상용압연된 재료와 마찬가지로 결정립 내부에 어닐링

쌍정립계가 다수 분포되어 있었다. 

초기재료, 압연된 재료와 압연 후 열처리된 재료의 인

장시험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초기재료는 항복강

도와 인장강도가 각각 129 MPa와 455 MPa였고 연신율

은 5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상용압연과 교차롤압연

한 결과, 항복강도(695 MPa와 658 MPa)와 인장강도(833

MPa와 833 MPa)가 초기재료에 비해 현저히 증가되었고,

반면 연신율(7.0%와 7.8%)은 감소되었다. 상용압연 후 열

처리된 소재의 경우, 항복강도와 인장강도가 171 MPa와

499 MPa로 나타남으로써, 초기재료보다 증가한 양상을 나

타내었으나, 연신율은 44%로 감소되었다. 교차롤압연 후

열처리된 재료 또한 항복강도(223 MPa)와 인장강도(502

MPa)의 향상을 나타내었고, 연신율(50%)이 초기재료에 비

해 감소되었지만, 상용압연 후 열처리된 소재와 비교했

을 때 강도의 저하 없이 연실율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

가되었다. 

Fig. 1. (a) Grain boundary map, (b) grain size and (c) misorientation angle distributions of initial material. Black, gray and red lines in the

grain boundary map indicate high angle, low angle and annealing twin boundaries, respectively.

Fig. 2. TEM images of (a) conventionally rolled material and (b) cross-roll rolle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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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간압연 후 열처리된 소재들에 대하여 성형성 평가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성형성은

conical cup test를 통하여 평가하였고, 그 결과 Fig. 5(a)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용압연보다 교차롤압연된 소재에

서 더 큰 변형능을 보임으로써, 보다 우수한 성형성을 나

타내었다. 또한 시험된 시료의 저면과 상부 원의 크기에

대하여 산술평균한 결과 Fig. 5(b)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차롤압연한 소재가 더 낮은 값을 보임으로써, 성형성이

더 우수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초기재료와 냉간압연 후 열처리된 소재들의 결정방위

분포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초기재료는 ND//<001>에

결정립들이 밀집되어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냉간압연

과 열처리 과정을 통하여 결정방위분포가 변화되었고, 그

결과 상용압연과 교차롤압연 후 열처리된 소재는 각각

ND//<112>와 ND//<111>에 밀집된 양상을 나타내었다.

Ni-10Cr 합금에 대한 교차롤압연의 적용은 결정립 미

세화에 더욱 효과적이었다. 일반적으로, 소성가공을 통한

유효변형량의 축적은 재결정 후 결정립 크기를 결정짓

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5,6) 이론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교차롤압연은 상용압연에서 발달되지 않는 ε12,

ε13와 ε23의 전단변형을 수반하는데, 이들을 통해 Fig. 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변형 시 등축의 결정립 형성과 미

세화에 상용압연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이 상용압연보다 큰 유효변형량의 수반은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결정 이후 결정립 크기의 미세

화와 균일화에 기여함으로써, 미세조직 발달에 더욱 효

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차롤압연 후 열처리된 소재에서 결정립 미세화와 ND

Fig. 3. Grain boundary maps and grain size distributions of recrystallized materials after cold rolling. Grain boundary maps; (a) CR and

(c) CRR materials. Grain size distributions; (b) CR and (d) CRR materials. Black, gray and red lines in the grain boundary maps indicate

high angle, low angle and annealing twin boundaries, respectively.

Fig. 4. Tensile properties of cold rolled and anneal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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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집합조직의 두드러진 발달은 연신율의 감소 없이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상용압연 후 열처리된 소재는 초기재료보다 항복

강도와 인장강도가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각 33%

와 9.6%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교차롤압연 후 열처리

된 소재는 각각 73%와 10.3%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강

도향상에 더 효과적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교

차롤압연 후 열처리된 재료가 상용압연 후 열처리된 재

료보다 더 높은 연신율(상용압연; 44%, 교차롤압연; 50%)

을 보임으로써, 물성향상에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물성의 향상은 서로 다른 변형프로세스로부터

획득된 미세조직과 집합조직의 발달로 설명되어질 수 있

다. 즉, 교차롤압연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큰 전단변

형을 수반하기 때문에, 미세조직과 ND//<111> 집합조직

의 발달(Fig. 6)을 초래하였는데, 이들은 기계적 물성의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9)

따라서, 연신율의 증가를 동반한 강도의 향상은 ND//

<111> 집합조직의 발달에서 얻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차롤압연의 적용을 통하여 Ni-10Cr 합금의 성형성이

향상되었다. Conical cup test결과 교차롤압연된 재료가

상용압연된 재료보다 CCV 값이 낮게 확인되었는데, 이

또한 집합조직의 발달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앞서 인장

시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교차롤압연된 재료가 상용

압연된 경우보다 더 큰 강도값과 연신율을 갖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차롤압연된 소재가

성형성에 더 유리함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향상된 성형성은 교차롤압연을 통한 ND//<111> 집

합조직의 발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4. 결  론

Ni-10Cr 합금에 대한 교차롤압연의 적용은 결정립 미

세화뿐만 아니라 기계적 물성과 성형성 향상에 긍정적

Fig. 5. (a) External shapes and (b) CCV results of cold rolled and

annealed materials.

Fig. 6. ND inverse pole figures of the initial material, and cold rolled and annealed materials. (a) initial material, (b) CR and (c) CR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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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집합조직 발달에 효과적이었다. 초기재료에서 135 µm

였던 결정립이 4.2 µm까지 미세화 됨으로써, 상용압연된

재료(9.4 µm)에 비해 두드러진 결정립 미세화를 나타내

었다. 이와 같은 결정립 미세화는 기계적 물성의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교차롤압연된 재료의 항복강도와 인장강도

가 초기재료보다 각각 72%와 11% 가량 향상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ND//<111> 집합조직의 발달을

통해 연신율의 증가를 동반한 강도의 향상을 초래함으

로써, 물성향상에 더 큰 효과를 나타내었고, 보다 낮은

CCV값을 형성함에 따라 재료의 성형성 향상에 기여하

였다. 따라서, 교차롤압연의 적용을 통한 미세조직과 집

합조직의 발달은 기계적 물성뿐만 아니라 성형성 향상

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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