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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겹침압연 합법에 의한 미세립 고강도 속재료의 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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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ation Technique of Ultrafine Grained High-Strength Metallic Materials by 
Accumulative Roll-Bon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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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종 속재료의 평균결정립 크기와 항복강도와의 

계

1. 서    론

  구조용 속재료에서 요구되는 요한 특성 의 하

나는 고강도이다. 속재료의 고강도화는 은 사용량

으로 동일한 특성의 제품의 제조를 가능하게 함으로 

속 자원의 사용량을 감할 수 있음과 동시에, 구조물

의 소형화  경량화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의 수송기기용 재료의 경우, 기존 재료

보다 얇은 고강도 재료를 이용함으로써 차체 량의 경

량화가 가능하게 되어, 연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가스 등 유해 배

기가스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어, 지구환경 

보 의 에서도 매우 유의미하다. 

  일반 으로, 다결정 속재료의 강도 σ와 평균 결정립경 

d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Hall-Petch 의 계식1,2),

  σ=σ 0+ kd
-1/2                           (1)

이 경험 으로 성립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여기에

서, σ0, k는 상수이다. 이 계는, 연강의 하항복 에 

하여 처음 도출되어진 것이지만1,2), 그 외의 속재

료의 항복응력3), 변형 항4), 인장강도, 단응력5) 등

에 해서도 성립한다는 것이 리 실험 으로 확립되

어 있다. 한, Hall-Petch의 계는, 단지 강도에 

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괴인성값에 해서도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탄소강의 연성․

취성천이온도(DBTT)와 입경 사이에서도 비슷한 계

가 성립하여, 입경이 작아질수록 DBTT가 감소하는 것

으로도 알려져 있다6). 그러므로 결정립미세화법은, 강

도와 인성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 인 

강화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표 인 구조용 속재료의 항복응력과 입

경의 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냉간가공

과 그 후의 소둔에 의해 제조된 재결정조직을 가진 재

료의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다. Hall-Petch 식에 따라 

모든 속이 결정립이 미세화됨에 따라 강도가 상승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층결함 에 지가 낮은 황

동을 제외하면, 종래의 재결정법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최소 결정립경은 10㎛정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종래의 가공열처리법에서는 결정립미세화에 의한 더 이

상의 고강도화는 기 하기 어렵고, 보다 높은 강도를 

달성하기 해서는, 그 이외의 강화기구를 이용할 필요

가 있다. 실제, 실용 구조용 재료로 이용되고 있는 많

은 속재료에서는, 결정립미세화에 의한 강화 이외에, 

고용강화  석출강화를 통하여 고강도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체강화법의 경우에도 고강도는 달성할 

수 있으나 생산 비용이 높고 리사이클성이 좋지 않은 

단 이 있다. 반면, 결정립미세화법은 합 원소의 첨가

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한 화학조성 자체로 속재

 특 집 : 용 로세스에 의한 속조직 제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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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반복겹침 합압연법(ARB)의 모식도

ARB 싸이클수, n 1 2 3 4 5 6 7 8

층 재수, m 2 4 8 16 32 64 128 256

압하율, r/ % 50.0 75.0 87.5 93.8 96.9 98.4 99.2 99.6

상당변형량, ε 0.80 1.6 2.4 3.2 4.0 4.8 5.6 6.4

  Table 1 ARB에 따른 기하학  성질의 변화

료의 고강도화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며 

리사이클성면에서도 우수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기술보고에서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결정립

미세화법의 하나인 반복겹침 합압연법에 하여 소

개하고자 한다.

2. 반복겹침 합압연법

  반복겹침 합압연법(Accumulative Roll-Bonding 

Process, ARB법)은 1998년경 일본 오사카 학의 

Saito교수 연구그룹에 의해 연구 개발
1,2)

되었으며 결정

립 크기를 1μm 이하, 즉 sub-micron order 까지 

미세화시켜 고강도화를 달성하는 강소성가공법(severe 

plastic deformation)의 일종이다. ARB법의 모식도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과 같이, ARB법에서는 먼  

동일 크기를 가진 두 재를 탈지  wire-brushing 

등의 표면처리 후 층하여 50% 압하율에서 압연하여 

압 (Roll-Bonding)시킨다. 그 후, 합된 재료의 길

이를 2등분 하여 다시 표면처리  층의 과정을 거친 

후에 50%의 압하율에서 합압연을 한다. 이와 같은 

공정을 반복함으로써 속재료에 강소성가공을 부여하

여 변형량을 축 시킴으로써 결정립을 미세화시키고 

고강도를 달성하는 방법이다
3-11)

. 그러므로 원리 으로

는 기 재료의 형상의 변화 없이 속재료의 고강도화

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한,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ARB에서의 압연은, 단순한 압연 로세스

가 아니고, 압연과 합을 동시에 달성하는 “ 합압연

(Roll-Bonding)공정"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

로 양호한 합을 통한 건 한 재료를 얻기 해서는 

층 에 행하는 탈지  와이어 러싱 등의 표면처리

에 특별한 주의를 요해야 한다.

2.1 ARB법의 기하학  성질

  ARB법은 두 재의 합압연에 기 를 두고 있으므

로 서로 하는 표면이 다음 공정(싸이클)에서는 두께

방향의 심부 에 놓이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

로 ARB 싸이클 수가 증가할수록 층되는 재의 수

는 기하 수 (2n, n: 싸이클수)으로 증가하게 되며, 

그에 따라 변형량도  증가한다. ARB를 8c (c: 싸

이클)까지 행할 시에 ARB 싸이클 수의 증가에 따른 

속 재의 층 수, (全)압하율 그리고 상당변형량

(equivalent strain)의 변화를 Table 1에 나타내었

다. 여기서, 상당변형량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되었다.  

         

  ε
n=

2
3
nln

1
1- r n

                     (2)

여기서 n은 ARB싸이클 수, rn은 싸이클당 압하율

(rolling reduction)이다. 그러므로 ARB가 매 사이클 

마다 정확히 50% 압하율에서 진행된다면, r=0.5 이

므로,    이 된다. 식(2)는 다음의 두 가지 가

정 하에서 도출된 것이다. 첫째, 압연시의 변형은 평면

변형(plane strain)으로 작용한다. 둘째, 압연시 피가

공재료(시편)와 압연롤 사이의 마찰에 의해 유발되는 

부가  단변형(redundant shear strain)은 도입되

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서 ARB 

가공을 8c 까지 행하면 압하율(total reduction)이 

99.6%, 상당변형량이 6.4인 강소성가공을 행하게 된다. 

2.2 ARB법에서 결정립 미세화에 미치는 압
연조건의 향

  ARB법의 주된 공정은 압연이므로 압연시의 윤활조

건, 압연주속, 압연온도 등과 같은 압연조건에 의해 

ARB 가공된 재료의 미세조직  기계  특성이 크게 

향을 받는다. 

  2.2.1 윤활조건(마찰계수)

  압연시에 압연롤과 피가공재료 사이의 마찰계수가 크

면 피가공재료의 표면부근에 도입되는 부가  단변형

(redundant shear strain)으로 인하여 두께방향으로

의 미세조직이 불균일하게 되며, 따라서 집합조직  

기계  특성에도 큰 향을 미친다12). 즉, 마찰계수가 

큰 조건에서 압연가공된 재료의 표면 부근에는 압축변

형 외에 부가  단변형을 받게 되어 결정립의 형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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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RB 6c에 의해 1100 Al에 형성된 미세결정립

의 TEM 조직사진7,8)

Materials (mass%) ARB 조건
Grain 

Size/μm

Tensile 

Strength/MPa
Elongation/%

 1100-Al(99%Al)
출발재료

6 cycle at 200℃

37

0.67

84

304

42

8

 5083-Al(Al-4.5Mg-0.57Mn   7 cycle at 200℃
18

0.28

319

551

25

6

 6061-Al(Al-1.1Mg-0.4Si)   6 cycle at RT
25

0.31

123

363

33

5

7075-Al(Al-5.6Zn-2.6Mg-1.7Cu) 5 cycle at 250℃
>100

0.51

215

376

24

8

Table 2 ARB법에 의한 각종 Al합 의 결정립경과 강도의 변화

심부 에 비해 더욱 미세한 조직을 형성하며 FCC

속의 경우, 표 인 단집합조직 성분인 {111}<110>, 

{001}<110> 이 발달한다
12)

. 그런데 ARB에 있어서는 

단변형을 받은 표면부 가 다음 싸이클에서 심부

에 놓이게 되므로 마찰계수가 큰 조건에서는 ARB 싸

이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두께방향으로 복잡한 변형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단변형량의 도입은 ARB에 있

어서 결정립미세화를 진시키는 결과를 래한다. 그

러므로 ARB법에서 결정립미세화를 효과 으로 달성하

기 해서는 마찰계수가 큰 조건에서의 압연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2.2.2 압연 온도(Rolling Temperature)

  압연온도는 ARB에 있어서 결정립미세화에 끼치는 

요한 인자 의 하나이다. ARB 가공은 일반 으로 

상온 는 온간에서 행해진다. 그 이유는 열간압연을 

행하게 되면 가공으로 변형량을 축 할 수 없게 되어 

결정립 미세화의 목 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2.2.3 압연 주속(Rolling Speed)

  압연속도는 속재료의 변형속도에 직 으로 향을 

주므로 가공된 속조직의 발달에 향을 끼친다. 일반

으로 압연속도가 빠를수록 제품의 생산성이 향상되므

로 생산성면에서 바람직하지만, ARB에 있어서는 고속 

압연일수록 형성되는 결정립 크기가 큰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13). 이것은 변형속도가 클 경우 압연시에 발생

하는 큰 가공열로 인해 회복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속압연 조건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형속도에 의한 결정립 크

기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는 않다. 

3. ARB법의 용사례

  지 까지 각종 알루미늄합 , 철강재료, 동합  등에 

ARB법을 용하여 결정립 미세화  고강도화를 달

성하고 있다. 여기서는 알루미늄합   동합 에 하

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3.1 알루미늄(Al)합 에의 용사례

  ARB법의 여러 알루미늄 합  용 사례를 Table 2

에 나타내었다. 어떤 알루미늄 합 에 있어서도 결정립

미세화가 가능하며 강도도 기의 1.7~3.6배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3.1.1 ARB에 의해 형성된 미세결정립 형상

  그림 3에 6c-ARB에 의해 1100-Al 내에 형성된 

미세결정립의 TEM 조직사진을 나타내었다. ARB  출

발재료의 결정립크기가 37μm이었는데, 6싸이클 이후

에 형성된 미세결정립은 ND방향에서는 평균직경이 

670nm이고, TD방향에서는 두께가 230nm인 빵 잌

(Pancake)모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2 ARB에 따른 기계  특성 변화

  그림 4는 ARB 사이클 수의 증가에 따른 1100-Al의 

기계  성질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RB 의 재료는 

완  어닐링된 상태이므로 강도가 낮고 비교  큰 단 

연신율(fracture elongation)을 나타낸다. 그러나 1c 

후의 재료에서는 강도의 증가와 연신율의 감소가 두드

러지게 나타난다. 3c 이후의 재료들도 1c 후의 재료와 

유사하게 강도가 계속 증가하지만 연신율은 거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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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RB 공정에 따른 1100 Al의 인장 특성의 변화7)

Materials (mass%) ARB 조건
Grain 

Size/μm

Tensile 

Strength/MPa
Elongation/%

 무산소동(99.99%)
출발재료

8 cycle at RT

60

0.37

191

395

67

7

 인탈산동(99.9%)
 출발재료

 8 cycle at RT

45

0.21

184

547

62

7

PMC90 (Cu-Fe-P, 99.9%)
출발재료

8 cycle at RT

36

0.23

270

450

27

8

100 nm200 nm 400 nm

OFC DLP PMC90

그림 5 ARB 8c 후에 각종 동합 내에 형성된 미세결정립의 TEM 조직사진(ND plane)16) 

Table 3 ARB법에 의한 각종 동합 의 결정립경과 강도의 변화

하지 않는다. 8c후에는 310MPa을 나타내었으며, 이것

은 기재료(84MPa)에 비해 무려 3.7배 증가한 값이다.

3.2 동(Cu)합 에의 용 사례

  동(銅)은 높은 기 도도로 인하여 표 인 도 재

료로 이 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이다. 특히 최

근에는 기/ 자 산업  정보통신 산업의 비약 인 

발달로 경박단소화 추세에 있으며 이와 련하여 고

도도와 고강도의 특성을 동시에 겸비한 동 소재의 개발

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동의 고강도화 방법으로 고

용체강화법  석출경화법 등이 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런 방법들은 기 도도를 크게 하시킨다. ARB법

은 주로 결정립미세화에 의한 강화법이므로 기 도도

의 큰 손실 없이 동의 고강도화를 달성할 수 있는 매우 

효과 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지 까지 무산소동

(Oxygen Free Copper, OFC)
14)

, 인탈산동(Deoxidized 

Low-Phosphorous Copper, DLP)
15)

, PMC90(Cu- 

Fe-P alloy)
16)

 등에 용하여 Al에서와 마찬가지로 

결정립 미세화  고강도화가 달성됨이 입증되고 있

다. 그 결과의 일부를 Table 3에 요약하 다. 

  3.2.1 ARB에 의해 형성된 미세결정립 

  그림 5에 ARB-8c 이후에 각종 동합 의 ND plane

에 형성된 미세결정립의 TEM 조직사진을 나타낸다. 

어떤 동합 에 있어서도 형성된 결정립 크기에 다소 차

이는 있으나 알루미늄에서 형성된 것과 유사한 미세

결정립이 형성된다. 인탈산동에 있어서 결정립 크기(두

께)가 평균 210nm로 가장 작았으며, 이와 같은 결정

립 크기 차이는 동  회복(dynamic recovery)의 정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3.2.2 ARB에 따른 기계  특성 변화

  그림 6에 ARB 사이클 수의 증가에 따른 각종 동합

의 기계  성질의 변화를 나타낸다. 동합 의 종류에 

따라 ARB에 따른 강도 증가효과에는 다소 차이가 있

으나 ARB법이 동합 의 고강도화에 효과 임이 확실

함을 알 수 있다. 단 연신율은 Al에서와 유사하게 1c

에서 크게 감소하지만 2c 후에는 오히려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림 7은 무산소동과 인탈산동의 ARB에 따른 인장

강도와 기 도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RB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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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RB 사이클 수의 증가에 따른 각종 동합 의 기계  성질의 변화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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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무산소동과 인탈산동의 ARB에 따른 인장강도와 

기 도도의 변화
15)

의하여 인탈산동, 무산소동 모두 기 도도의 큰 희생 

없이 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므로 ARB법은 동합 의 기 도도의 큰 손실 없이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 인 로세스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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