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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crostructural evolution in the thickness direction of an oxygen free copper processed by accumulative roll-

bonding (ARB) is investigated by electron back scatter diffraction (EBSD) measurement. For the ARB, two copper alloy sheets

1 mm thick, 30 mm wide and 300 mm long are first degreased and wire-brushed for sound bonding. The sheets are then stacked

and roll-bonded by about 50 % reduction rolling without lubrication at an ambient temperature. The bonded sheet is then cut

to the two pieces of the same dimensions and the same procedure was repeated on the sheets up to eight cycles. The specimen

after 1 cycle showed inhomogeneous microstructure in the thickness direction so that the grains near the surface were finer

than those near the center. This inhomogeneity decreased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ARB cycles, and the grain sizes of

the specimens after 3 cycles were almost identical. In addition, the aspect ratio of the grains decreased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ARB cycles due to the subdivision of the grains by shear deformation. The fraction of grains with high angle grain

boundaries also increased with continuing process of the ARB so that it was higher than that of the low angle grain boundaries

in specimens after 3 cycles. A discontinuous dynamic recrystallization occurred partially in specimens after 5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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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금속재료의 결정립을 초미세화시킴으로 기계적 특

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강소성가공법들이 많은 주목을 받

고 있다.1-19) 그 중에도, ARB법은 연속공정이 가능한 압

연을 이용한 공정이므로 생산성이 높으며 비교적 큰 재

료에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실용 가능성이 높은 프로세

스이다.3-19) 또한, ARB법은 주로 결정립미세화에 의한 강

화법이므로 동합금에 적용될 경우 전기전도도의 큰 감

소 없이 동의 고강도화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

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팀은 높은 전기전도도를 가지

고 있고 가공성도 우수하여 전기/전자용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 무산소동,13,14) 인탈산동,15,16,18,19) PMC9014,18)

등에 ARB법을 적용하여 전기전도도의 손실을 최소화하

며 인장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

한, 강도 증가의 효과는 주로 결정립초미세화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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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인탈산동의 경우는 200 nm이하까지 결정립이 초미

세화됨을 주로 투과전자현미경(TEM) 분석을 통하여 밝

힌 바 있다.15) 그러나, TEM분석의 경우, 장비 특성상 매

우 좁은 영역 밖에 관찰할 수가 없으므로 넓은 영역에

걸쳐 초미세조직의 형성 과정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

다. 특히, 압연공정의 경우는 압연롤과 시편간의 마찰조

건에 따라 두께방향으로 불균일한 변형에 의한 미세조

직의 불균일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두께방향으로의 광

범위한 미세조직 관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ARB에 따른 무산소동의 두께방향으로의 결정립 초

미세화 과정을 EBSD측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동은 시판용의 고순도(99.99 %) 무

산소동(O:2, Pb:1, Fe:1, P:2, S:7, Bi < 1 ppm, Cu:bal.)

이다. ARB전에 시편을 440 oC에서 5 시간 동안 완전 어

닐링하여 내부의 잔류변형을 제거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소재는 두께 1 mm, 폭 30 mm, 길이 300 mm의 무산소

동 판재이다. ARB공정은 이전의 연구와 같이,13,14) 동일

크기의 2매의 판재를 탈지 등 표면처리한 후, 적층하여

약 50 %의 냉간압연을 하여 두께 1 mm의 판재로 압접

하였다. 그 후, 압접된 판재를 절반 길이로 절단한 후,

표면처리, 압연 등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접합압연을

행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이와 같은 ARB를 상온, 무윤

활 조건에서 8c(c: cycles)까지 행하였다. 사용한 압연기

는 롤 직경이 210 mm인 2단 압연기였으며, 압연시의 롤

주속은 15.9 m/min 였다. ARB 가공된 무산소동의 TD

면에 대해서 FE-SEM/EBSD(Electron Back Scatter Dif-

fraction) 측정을 하였다. 측정용 시편은 판재 폭 중앙부

에서 TD면에 평행하게 시편을 얇게 잘라서, mP2O5·

nH2O: H2O = 1:3 용액속에서 액체온도 0 oC, 전압 5 V의

조건에서, twin jet 전해연마에 의해 준비하였으며, 측정

은 Philips XL30s FEG-SEM 내에서 가속전압 20 kV

의 조건하에 Tex SEM Laboratory(TSL)사의 EBSD 해

석 프로그램 TSL OIM Date Collection ver.3.5 를 이

용해서 시행했다. ARB에 의해서 생긴 판두께 방향의 조

직 불균일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판두께 방향의 임

의의 위치에서 EBSD 측정을 시행하였다. 즉, Fig. 1 에

나타낸 것과 같이 ARB 시료의 판두께 중심부터 표면

까지 여러 방향의 위치에 대해서 시행했다. 여기서, 시

편의 두께를 t0, 판재 두께 중심에서 측정영역 중심까지

의 위치를 t로 하고, 각 측정영역의 판재 두께 위치를 규

격화 좌표 t/t0 를 사용해 표현하기로 한다. 예를 들면, 판

재 두께 중심 및 표면위치는 각각 t/t0 = 0, t/t0 = 0.5 라

고 표현하였다. 측정된 EBSD 데이터로부터 ND 방위맵

(misorientation map), RD 방위맵 및 결정립계 맵(grain

boundary map)을 얻었다. 또한, 본 EBSD 측정에서는

2o ~ 15o 의 방위차를 가지는 결정립계를 소각입계(small

angle grain boundary), 방위차 15o이상의 결정립계를 고

경각입계(high angle grain boundary)라고 하였다. 얻어

진 EBSD 해석으로부터 평균입경, 고경각입계의 비율 등

의 조직 파라메타(structural parameters)를 정량적으로 구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에 1c-ARB 가공된 무산소동의 두께방향으로의

EBSD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결정립이 압연방향으로 연

신되어 있으며, 그 연신된 정도는 위치에 따라 다르며

표면 부위(t/t0 = 0.5)에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압연시에 피가공재료(무산소동)와 롤 사이의 마찰로 인

하여 무산소동의 표면부위에 여분의 전단변형(redundant

shear deformation)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표면주위

에는 다른 부위와는 달리 청색 계통의 결정립이 많이 관

찰된다. 이것은 표준삼각형에서와 같이, 표면 부위(t/t0 =

0.5)에 전단집합조직의 한 성분인 {111}//ND 이 발달되

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t/t0 = 0.25 및 t/t0 = 0

부위의 결정립들은 전형적인 압연집합조직의 성분들인

{110} 및 {112}이 ND면과 평행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3에 3c-ARB 가공된 무산소동의 두께방향으로의

EBSD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1c-ARB

재료에 비해 결정립이 크게 미세화되고 결정립이 압연

방향으로 더욱 연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Fig. 1. Illustration showing the regions measured by EBSD

analysis. The white rectangles were subjected to the EBSD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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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부위(t/t0 = 0.5)의 결정립 모양이 다른 부위의 그것

들과 다소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두 부위

(t/t0 = 0, 0.25)가 압연방향으로 크게 연신되어 있는 반면,

표면 부위에서는 결정립이 길이 방향으로 분단(division)

되어 결정립의 종횡비(aspect ratio)가 작음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이 표면 부위의 결정립이 미세화 되는 것은

첫째, 전단변형량의 증가에 의한 실질적인 상당변형량의

증가, 둘째, 전단변형량 구배의 증대에 의한 기하학적으

로 필요한(geometrically-necessary, g-n)전위의 증가, 셋째,

다양한 변형경로에 의한 결정립의 세분화(fragmentation)

의 촉진 등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표면 부위의 결정

립의 색깔 또한 적색 계통이 다른 두 부위에 비해 많

이 관찰되며, 이것은 전단집합조직의 또 다른 성분의 하

나인 {100}//ND(rotated cube texture)이 표면 부위에 발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4에 5c-ARB 가공된 무산소동의 EBSD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경우도 3c-ARB 재료와 유사하게, 다른

두 부위는 결정립이 압연방향으로 연신되어 있는 반면, 표

면 부위는 결정립이 길이 방향으로 분단되어 더욱 미세

화 되어 있다. 또한, 표면부위에는 청색 계통이 다른 두

부위에 비해 많이 관찰되며, 이것은 전단집합조직의 성

분인 {111}//ND이 표면 부위에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여기서 3c-ARB 가공재와 다른 특징은 첫째, t/t0 = 0

와 t/t0 = 0.25 위치에서 부분적으로 불연속 재결정이 발

생하여 화살표로 표시한 것과 같이 조대한 결정립이 관

찰된다는 것과 t/t0 = 0 와 t/t0 = 0.25 위치에서도 g-n전위

의 도입 및 세분화가 이루어져 grain subdivision이 발생

한다는 것이다. 

Fig. 5에 8c-ARB 가공된 무산소동의 EBSD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경우는 3c-ARB 재료 및 5c-ARB 재료와

다르게 t/t0 = 0.5, t/t0 = 0 그리고 t/t0 = 0.25 등 모든 부위

Fig. 2. EBSD maps of the OFC copper ARB-processed by 1 cycles

at the ambient temperature without lubrication. The measurement

was carried out near surface(t/t0 = 0.5) (a), a quarter of thickness(t/

t0 = 0.25) (b) and center(t/t0 = 0) (c), respectively.

Fig. 3. EBSD maps of the OFC copper ARB-processed by 3 cycles

at the ambient temperature without lubrication. The measurement

was carried out near surface(t/t0 = 0.5) (a), a quarter of thickness(t/

t0 = 0.25) (b) and center(t/t0 = 0) (c), respectively. 

Fig. 4. EBSD maps of the OFC copper ARB-processed by 5 cycles

at the ambient temperature without lubrication. The measurement

was carried out near surface(t/t0 = 0.5) (a), a quarter of thickness(t/

t0 = 0.25) (b) and center(t/t0 = 0) (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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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g-n전위의 도입 및 세분화에 의한 grain subdivision

이 많이 발생하여 결정립들이 등축에 가까워진다. 이것

은 ARB사이클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립의 세분화가

광범위하게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결정립미세화가 촉진되

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5c까지의 ARB재료와는 달리, 결

정립들이 부위에 관계없이 유사한 계통의 색을 나타내

고 있으며, 이것은 두께방향으로 집합조직의 차이가 거

의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t/t0 = 0.5에서 비

정상 재결정에 의한 다소 큰 재결정립이 관찰되는 것 외

에도 t/t0 = 0에서도 부분적으로 등축의 조대한 재결정립

이 관찰된다.

Fig. 6에 1, 3, 5, 8cycles 로 ARB가공된 무산소동의

표면 부위(t/t0 = 0.5), 1/4 부위(t/t0 = 0.25), 센터 부위(t/

t0 =0)에서 측정한 grain boundary map을 나타내었다. 여

기서, 적색은 결정립계의 각도가 2o에서 15o사이인 저경

각입계(low angle boundary)이고 초록색은 15o이상의 고

경각입계를 나타낸다. 표면 부위의 경우, 그림에서와 같

이 1c-ARB재료는 적색을 띤 저경각입계의 결정립이 많

이 분포하고 있으며 결정립 크기도 매우 조대하다. 그

러나 3c-ARB 가공 후에는 결정립이 매우 미세해지며 대

부분의 결정립계가 초록색을 띤 고경각입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5c 및 8c-ARB재료에서도 매우 유사하다.

다만, ARB 사이클 수가 증가함해도 결정립 크기에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1/4 부위의 경우 1c-ARB재

료는 결정립 크기가 매우 조대하며 저경각입계와 고경

각입계가 비슷하게 관찰된다. 그러나 3c-ARB 가공 후에

는 결정립이 매우 미세해지며 대부분의 결정립계가 초

록색을 띤 고경각입계를 나타내고 있다. 5c 재료에서는

Fig. 5. EBSD maps of the OFC copper ARB-processed by 8 cycles

at the ambient temperature without lubrication. The measurement

was carried out near surface(t/t0 = 0.5) (a), a quarter of thickness(t/

t0 = 0.25) (b) and center(t/t0 = 0) (c), respectively.

Fig. 6. Grain boundary maps of the OFC copper ARB-processed by 1(a), 3(b), 5(c) and 8(d) cycles at the ambient temperature without

lubrication. The measurement was carried out near surface(t/t0 = 0.5), a quarter of thickness(t/t0 = 0.25) and center(t/t0 = 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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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재료에 비해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적색의 저

경각입계가 3c-ARB재료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으며 조대

한 결정립도 관찰된다. 8c 재료에서는 5c 재료에 비해

다소 큰 결정립이 많이 관찰되며 결정립계의 대부분이

청색의 고경각입계를 나타낸다. 센터 부위의 경우 1c-

ARB재료는 다른 부위에서와 같이 결정립 크기가 매우 조

대하며 저경각입계와 고경각입계가 비슷하게 관찰된다. 그

러나 3c-ARB 가공 후에는 결정립이 매우 미세해지며 대

부분의 결정립계가 초록색을 띤 고경각입계를 나타내고

있다. 5c 및 8c 재료에서는 3c 재료에 비해 결정립 크

기가 증가하였으며 청색의 고경각입계의 분율이 높다. 또

한 부분적으로 등축의 조대한 결정립들도 관찰된다.

Fig. 7에 ARB 사이클 수 증가에 따른 무산소동의 고

경각입계 결정립의 평균 두께(mean spacing of high angle

lamella boundary) 및 고경각입계의 분율(fraction of high

angle boundary, HAB)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Fig. 7a에

서와 같이, 1c-ARB 후에는 결정립의 두께는 부위에 따

라 큰 차이가 있으며 표면 부위에서 가장 작았다. 그러

나 3c-ARB 후에는 부위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사이

클 수가 증가해도 두께의 변화는 미미하였으며, 8c-ARB

후에 결정립의 평균두께는 400 nm였다. 또한, Fig. 7b에

서와 같이 고경각입계의 분율은 1c-ARB후에 33 %에 불

과하였으나, ARB사이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

하여 8c후에는 67 %에 달하였다. 

4. 결  론

ARB공정에 따른 무산소동의 미세조직 발달과정을 EBSD

분석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저

사이클에서 ARB가공된 시편의 경우, 두께방향으로 조직

이 매우 불균질하지만, 고사이클 시편에서는 비교적 균

일한 미세조직을 나타내었다. ARB에 따른 결정립초미세

화는 3c 이후에 주로 활발히 일어나며 그 주요기구는 압

축과 동시에 작용하는 전단변형의 도입과 국부 확산에

의한 결정립세분화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3c 이후는

ARB 사이클 수가 증가해도 결결정립미세화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불연속 동적재결정이 발생하

여 등축의 조대한 결정립이 부분적으로 관찰되기도 하

였다. 또한, 고경각입계의 분율은 ARB 사이클 수가 증

가함에 따라 3c 까지는 증가하나 그 이후는 큰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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