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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mercial AA1070 alloy for electrical wire is severely deformed by drawing process in which a rod with an

initial diameter of 9mm into is reduced to a wire of 2mm diameter. The drawn AA1070 wire is then annealed at various

temperatures from 200 to 450 oC for 2h. Changes in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ies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specimens with annealing temperature are investigated in detail. The specimen begins partially to recrystallize at 250 oC; above

300 oC it is covered with equiaxed recrystallized grains over all regions. Fiber textures of {110}<111> and {112}<111>

components are mainly developed, and {110}<001> texture is partially developed as well. The tensile strength tends to decrease

with annealing temperature due to the occurrence of recovery or/and recrystall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elongation of the

annealed wire increases with the annealing temperature, and reaches a maximum value of 33.3 % at 300 oC. Electric

conductivity of the specimens increases with annealing temperature, and reaches a maximum value of 62.6 %IACS after

annealing at 450 oC. These results are discussed in comparison with those for the other aluminum alloy.

Key words cold drawing, pure aluminum, mechanical properties, microstructure, electrical properties.

1. 서 론

화석연료의 고갈 및 환경오염의 가속화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발전의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져 가고 있다. 그

중 태양광 발전의 경우 발전량이 매년 약 30 %씩 증가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태양광발전기에 필요한 전선사

용량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 현재 태양광발전기에

사용되는 전선은 CV케이블(crosslinked polyetylene vinyl

sheath cable)로 수명이 6 ~ 8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태

양광발전기의 평균가동수명이 20 ~ 30년으로 알려져 있어

케이블의 열화현상이 먼저 발생하여 케이블의 교체로 인

한 번거로움 및 교체비용이 막대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고안된 태양광발전전용 솔라케이블(solar

cable)의 경우 태양광발전기의 수명과 비슷하나 구리원자

재의 높은 가격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

라서 구리의 대체 재료로 알루미늄이 부상되고 있으며

알루미늄은 구리의 약 60 %의 전기전도율을 가지고 있어

동일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선 30 %정도 두껍게 제작하

여야 하나 낮은 비중을 고려하면 경량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2-4) 그러므로 현재 상용되고 있는 저압 Al-Fe계

알루미늄합금 전선은 인장강도 184 MPa, 연신율 22 %의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지만 52 %IACS(the international

annealed copper standard)의 비교적 낮은 전기전도도

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IACS란 국제표준연동의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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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닐링한 순동의 비저항 1.7241 × 10−8 Ωm를 100

%IACS로 기준으로 하여 그에 따른 비로 나타낸 값이

다. 그러므로 저가이며 높은 전기전도도를 가진 새로운

알루미늄 전선의 개발이 절실하다. 본 연구팀은 지난 연

구에서 전선용 Al-Fe-Mg-Cu-B계 알루미늄 합금을 개

발5)하여 전기전도성과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 개발 재료는 기존의 전선용 Al-Fe계합금에서 Fe

함량을 낮추고 Cu와 B를 첨가하여 설계한 알루미늄 합

금으로 350 oC 어닐링재의 경우 인장강도가 144 MPa, 연

신율이 23 %로 기존 Al-Fe계 합금 대비 강도가 크게 떨

어지지만 전기전도도가 61 %IACS로 높은 값을 나타내

어 전선용 재료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5) 이런 결과는

알루미늄합금의 순도를 적절히 낮추면 강도를 다소 희

생하는 대신에 전기전도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재차 입증시키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실제로 상용 전선용 알루미늄합금 중에 전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순도로 설계되어 상용화되어 있는 AA1070

합금이 있다. 이 합금은 어닐링재(O-재)의 경우 인장강

도가 70 MPa, 연신율이 43 %로, 강도 면에서는 비교 열

위에 있으나, 전기전도도가 62 %IACS로 매우 높은 값

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그러나 이 합금에 대

하여 ECAE(equal channel angular extrusion)에 의한

강소성가공 후의 미세조직 변화 및 기계적 특성에 대하

여 조사되어진 연구는 있으나,7) 인발에 의한 강소성가공

후의 미세조직 특성 및 기계적 특성, 그리고 어닐링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의 변화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A1070합금

을 대상으로 이전 연구에서 개발한 Al-Fe-Mg-Cu-B계 알

루미늄 합금5)과 동일한 인발 조건 및 동일한 어닐링 조

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그

리고 전기적 특성 등을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2.1 인발가공에 의한 강소성 변형

본 연구에서 사용된 AA1070계 알루미늄 합금의 상세

한 화학조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우선 직경 9.0

mm 1070계 상용알루미늄 봉재를 450 oC에서 24시간 균

질화처리 및 내부응력을 제거한 후 출발재료로 사용하

였다. 인발은 드럼형 인발기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직경

2 mm까지 다패스(multi-pass)로 진행하였으며 인발속도

는 753 mm/sec, 윤활유는 ㈜코리아케미칼 사의 ALUBE

5050를 사용하였다. 이때 총 단면감소율은 95.06 %이다.

인발가공에 의한 변형량을 상당변형량으로 계산하면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1)

체적일정의 조건 ε1 + ε2 + ε3 = 0과 인발공정에서 성립

하는 ε1 = ε2를 조합하면 ε3 = −2ε1가 성립한다. 이 관계

식을 식 (1)에 대입하면 식 (2)가 나온다.

(2)

여기서 ε 1 = ln(L/L0) = ln(A0/A)이므로 A0와 A값을 각각

대입하여 구하면 이 된다. 이 값은 압연공정의 경우 압

하율 99.6 %에 해당하며, 강소성 가공의 일종인 ARB

(accumulative roll bonding)법8,9)과 비교해 보면 ARB법 8

사이클 진행하였을 때 재료에 가해지는 거대 변형량이

다. 이처럼 강소성가공된 알루미늄 선재를 전기로 내에서

200 oC ~ 450 oC의 각 온도에서 2시간 가열 후 공냉하였다.

2.2 특성평가

기계적 특성은 상온에서의 경도시험 및 인장시험으로

평가하였다. 경도시험은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계를 이용

하여 하중 0.05 kgf, 압입시간 10초의 조건에서 인발방

향에 평행하게 자른 시편의 단면으로부터 지름방향으로

0.18 mm 간격으로 이동하며 경도를 측정하였다. 인장시

험은 인발된 알루미늄 선재를 250 mm로 잘라 표점거

리 150 mm로 설정하여 만능시험기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10−3 s−1의 일정한 변형률 속도로 파단이 일어날 때까지

진행하였다. 미세조직은 인발된 선재의 중앙부에서 채취

하여 인발방향과 평행하게 자른 후, HClO4 : CH3CH2OH

= 1 : 9 용액 속에서 용액온도 -5 oC, 전압 20 V의 조

건에서 전해 에칭 후 FE-SEM/EBSD 측정을 실시하였

으며, EBSD 해석에는 Tex SEM Laboratory(TSL)사의

EBSD 해석 프로그램 TSL OIM Date Collection ver.

3.5를 이용하였다.

전기적 특성은 선재의 100 mm 거리의 두 점에서 전

기저항을 측정하여 식 (3)을 이용하여 비저항을 계산한

후 식 (4)를 이용하여 전기전도도의 단위인 %IACS로 환

산하였다.

(3)

여기서 ρ는 비저항, R은 전기저항, A는 시편의 단면

적, L은 시편의 측정 길이를 나타낸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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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aluminum alloys studied (wt%).

Al Mg Zn Fe Mn Si Ti Cu V

≥99.70 ≤0.03 ≤0.04 ≤0.25 ≤0.03 ≤0.20 ≤0.03 ≤0.04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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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3.1 미세조직(Microstructure)

Fig. 1은 인발가공된 알루미늄선재의 어닐링 온도에 따

른 미세조직의 변화를 SEM/EBSD 측정결과로 나타낸 것

이다. 어닐링 전 알루미늄 선재에서는 결정립이 인발 방

향으로 연신된 전형적인 가공조직(deformation structure)

을 보이고 있으나 250 oC 어닐링재에서는 회복(recovery)

및 부분재결정(partial recrystallization)이 발생하여 더욱

선명해지고 두꺼워진 연신 결정립과 함께 재결정에 의

해 발생한 등축정의 신생(newly formed) 재결정립이 특

히 상부 위주로 많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00 oC 어닐링재에서는 가공조직이 소멸하고 전체가 평균

입경이 25 µm인 등축 재결정립으로 구성된 완전재결정

(complete recrystallization)조직으로 변하였으며, 350 oC

어닐링재에서는 결정립성장(grain growth)으로 인해 평균

입경이 42 µm의 조대결정립(coarse grains)으로 구성된

재결정조직을 나타내었다. 어닐링 온도에 따른 이와 같

은 회복, 부분재결정, 완전재결정의 변화 양상은 이전 연

구의 Al-Fe-Mg-Cu-B계 알루미늄선재와 대체적으로 유사

하나, 재결정 개시 온도가 이전 알루미늄선재(300 oC) 보

다 더 낮고, 재결정립의 평균 결정립 크기가 이전 선재

(300 oC에서 16 µm)보다 더 크다는 차이점이 있다.5) 이

것은 이전의 알루미늄선재와 달리 결정립성장 억제 효

과가 있는 Fe 및 Mn 원소가 거의 첨가되어 있지 않은

것과 석출물 생성에 의한 결정립 성장 억제효과를 발휘

하는 Cu와 같은 첨가원소 또한 극히 제한적으로 첨가

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집합조직의 경우, 어닐링 전 및 250 oC 어닐링재

에서는 {110}<111>과 {112}<111>성분과 같이 인발가공

된 알루미늄합금에서 자주 관찰되는 대표적인 섬유집합

조직(fiber texture)10)을 보여주고 있으나, 흔히 잘 관찰

되지 않는 {110}<001> 및 {110}<112> 성분들도 부분

적으로 발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집합조직은 350 oC

이상의 어닐링재에서도 여전히 발달되어 있으나, 그 중

에서도 특히 {110}<001>성분의 발달이 더 강화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GB(grain boundary) map을 통

해서는 어닐링 전 및 250 oC 어닐링재에서는 입계의 어

긋남각(misorientation angle)이 15o 이하인 저경각입계

(low angle grain boundary)의 분율이 더 높으나, 어닐링

온도가 300 oC 이상에서는 15o 이상의 고경각입계(high

angle grain boundary)의 분율이 70 % 이상으로 크게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는 어닐링온도에 따른

입계의 어긋남각의 분율의 분포를 자세히 보여준다. 그

림에서와 같이 어닐링온도가 250 oC 이하와 300 oC 이

상에서 크게 다른 양상의 그래프를 보여준다. 즉, 어닐

링전과 250 oC 어닐링재에서는 어긋남각이 15o 이하의 저

경각 결정립계가 큰 분율을 나타내지만 15o 이상의 고

경각 결정립계의 분율은 일률적으로 낮은 분포를 나타

낸다. 그러나 300 oC와 350 oC 어닐링재에서는 모든 결

정립계에서 고르게 낮은 어긋남각 분포를 나타낸다. 이

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300 oC에서 완전재결정

이 발생하면서 저경각을 가지는 전위셀(dislocation cell)

및 아결정립(sub-grains)들이 많이 소멸되고 고경각입계

Fig. 1. EBSD images of AA1070 alloys with drawing process and ann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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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는 새로운 결정립들이 많이 생성되었기 때문이

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어닐링온도 증가에 따른 결정

립계 분율의 분포 변화 또한 이전 알루미늄선재와 매

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5) 회복과 재결정이 활발히

발생하기 시작하는 250 oC 이상의 모든 어닐링온도에서

본 연구의 AA1070합금에서 고경각입계의 분율이 더 높

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것 또한 고 순도인 본 알루미

늄합금이 회복 및 재결정이 더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

라 사료된다.

3.2 기계적 성질(Mechanical properties)

Fig. 3에 인발가공된 알루미늄 선재의 어닐링 온도에

따른 직경방향으로의 경도변화 분포(a)와 어닐링 온도에

따른 평균 경도값의 변화(b)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

이 어닐링 전에는 중앙 부위의 경도가 낮고 표면 부위

가 높은 불균일한 경도분포를 나타내지만 어닐링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불균일성 정도가 낮아져 350 oC 이상에

서는 매우 균일한 경도분포를 나타낸다. 또한 어닐링전

의 평균경도는 38 Hv로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

나, 어닐링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경도값이 크게 감

소하여 300 oC에서는 17 Hv로 어닐링 전 알루미늄 선재

대비 57 % 감소하였다. 이는 인발가공에 의해 가공경화

된 알루미늄 선재가 어닐링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화

되어 경도가 감소하는 일반적인 연화과정을 겪은 것이

며, 300 oC 이상의 온도에서는 평균 경도값의 큰 변화

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4는 인발가공된 알루미늄 선재의 어닐링 온도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4(a)와 같

이 어닐링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는 떨어지고

연신율이 증가하는 전형적인 응력-변형률(stress-strain) 곡

선을 나타내었다. 특히, 200 oC와 300 oC 사이에서 인장

강도 및 연신율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발가공에 의한 가공조직이 어닐링에 의

해서 완전재결정조직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인

발가공된 알루미늄 선재의 인장강도는 123 MPa의 비교

적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250 oC 어닐링재에서 97

MPa, 300 oC 어닐링재에서 66 MPa로 크게 감소하였다.

항복강도 또한 인장강도와 유사하게 어닐링 전에 약 110

MPa이던 것이 250 oC에서 75 MPa, 300 oC에서 30 MPa

로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연신율은 어닐링 전에 약 1 %

이던 것이 250 oC에서 10 %, 300 oC에서 33 %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어닐링 온도가 증가함

Fig. 2. Misorientation angle distribution of AA1070 alloys drawing-processed and subsequently ann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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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인장강도는 감소하고 연신율이 증가하는 전형

적인 연화특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어닐링온도 증

가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 또한 이전 연구와 매우

유사하나, 인장강도 면에서는 모든 어닐링 조건에서 이

전 알루미늄합금5) 보다 크게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

한, 어닐링 전 인발재의 항복강도(110 MPa)를 가공량

(상당변형량)이 유사한 ECAE 6-pass에 의해 강소성가공

된 AA1070 재료의 항복강도(160 MPa)7)와 비교해 보면

크게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는 인

발가공에 의한 단순변형을 통한 강소성가공을 부여한 반

면, ECAE 공정의 경우 Bc루트(90도 회전)에 의한 변형

모드의 변화를 통해 결정립미세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했

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3.3 전기적 성질(Electrical properties)

Fig. 5는 인발가공된 알루미늄선재의 어닐링 온도에 따

른 전기전도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어닐링 전 알

루미늄선재의 전기전도도는 61 %IACS였으며 어닐링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어 450 oC 어닐링재에서는 62.6 %IACS의 최대값을 나타

내었다. 

Fig. 6에 본 연구에서 얻은 AA1070가공재와 어닐링재

Fig. 3. Vicker's hardness distribution in longitudinal section (a) and

the average hardness (b) of AA1070 alloy annealed after drawing.

Fig. 4. Changes in nominal stress-strain curves (a) and mechanical

properties (b) of the AA1070 alloy with annealing temperature.

Fig. 5. Change in electric conductivity of AA1070 alloy with

anneal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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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도-연성지수와 전기전도도의관계도를 나타내었다. 비

교를 위하여 이전 연구에서 얻은 Al-Fe-Mg-Cu-B합금의

결과5)도 함께 나타내었다. 여기서 강도-연성지수란 강도

와 연신율을 곱한 값으로 기계적 특성의 평가지표로 임

의로 정한 값이다. 어닐링 전 AA1070 알루미늄 선재와

200 oC 어닐링재에서는 낮은 연신율로 인하여 0.1 GPa%

와 0.15 GPa%의 강도-연성지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250 oC

어닐링재는 인장강도는 감소하지만 증가된 연신율로 인

하여 강도-연성지수가 1.0 GPa%로 증가한다. 300 oC 이

상의 어닐링재는 완전재결정으로 인한 강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신율의 큰 증가로 인하여 강도-연성지수는

2.2 GPa%로 크게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이전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동일 어닐링 조건에서 비교해 볼 때, 전

기적 특성은 합금 첨가원소가 적은 본 연구의 AA1070

이 다소 우수하나 기계적 특성(강도-연성지수)은 이전의

Al-Fe-Mg-Cu-B합금이 크게 우수하다. 따라서 강도-연성

지수 및 전기전도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강도-연

성지수 3.32 GPa%, 전기전도도 60.9 %IACS를 나타내는

이전 연구의 350 oC 어닐링재가 가장 우수한 특성을 보

인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4. 결 론

상용 알루미늄인 AA1070계 합금에 대하여 인발가공

및 어닐링을 진행하여 이전 개발 합금(Al-Fe-Mg-Cu-B합

금)과 기계적 특성 및 미세조직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어닐링 전 알루미늄 선재는 인발방향으로 연신된 가

공조직을 나타내고 있으나, 어닐링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회복 및 재결정이 발생하여 250 oC 어닐링재에서는 부

분재결정조직, 300 oC 이상의 어닐링재에서는 등축의 결

정립으로 구성된 완전재결정조직을 나타내었다. 어닐링 온

도 증가에 따른 회복 및 재결정 과정은 이전 연구와 유

사한 경향을 보이나 재결정 온도가 더 낮고 결정립 크

기가 더 조대한 특징을 나타내었다.

2. 인발가공 후 및 모든 어닐링 조건에서 {110}<111>

과 {112}<111>성분의 섬유집합조직(fiber texture)이 주로

발달하였으며, 흔히 잘 관찰되지 않는 {110}<001> 및

{110}<112> 성분들도 부분적으로 발달되어 있었다. 이런

집합조직은 어닐링 후에도 유지되었으나 특히 {110}<001>

성분의 발달이 더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 250 oC 이하의 어닐링재에서는 입계의 어긋남각이

15o 이하인 저경각입계의 분율이 더 높으나, 300 oC 이

상의 어닐링재에서는 15o 이상의 고경각입계의 분율이 70 %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전 연구와 비교해 볼 때,

회복과 재결정이 활발히 발생하기 시작하는 250 oC 이

상의 모든 어닐링온도에서 본 연구의 알루미늄합금에서

고경각입계의 분율이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것

은 본 합금의 순도가 더 높은데 기인한다.

4. 어닐링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장강도 및 경도

는 감소하고 연성은 증가하는 전형적인 연화곡선을 나

타내었으며, 특히 어닐링 온도 200 oC와 300 oC 사이에

서 가공조직이 재결정조직으로 변하면서 기계적 특성 변

화가 크게 나타났다. 모든 어닐링 조건에서 인장강도는

이전 개발 합금에 비해 크게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5. 전기전도도는 어닐링 전 알루미늄선재에서 61.0 %IACS

를 나타내었으나 어닐링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여 450 oC 어닐링재에서 62.6 %IACS의 최대값을 나타내

었다.

6. 결과적으로 이전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동일 어

닐링 조건에서 비교해 볼 때, 전기적 특성은 본 연구의

AA1070이 다소 우수하나 기계적 특성(강도-연성지수)은

이전의 개발 합금이 크게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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