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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ar 36 합금 선재의 미세조직에 미치는 냉간 인발 및
열처리 공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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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cold drawing and heat treatment on the microstructure of Invar36 alloy 
wire was investigated. Invar36 alloy wire is used as a transmission line core material, and is required to 
have high strength. The diameter of the Invar36 alloy wire specimens were reduced from 16 mm to 4.3 mm 
after three cold drawing and two heat treatment processes, thereby increasing tensile strength. Specimens 
were taken after each of the cold drawing and heat treatment processes, and their microstructure and 
tensile properties were analyzed. The Invar36 alloy wire had a γ-(Fe, Ni) phase matrix before the cold 
drawing and heat treatment processes. After the cold drawing processes, {220} and {200} textures were 
mainly achieved. After the heat treatment processes, a {220} recrystallization γ-(Fe, Ni) phase was formed 
with fine carbides. The recrystallization γ-(Fe, Ni) phase grains had low dislocation density, so they 
probably accommodated a large amount of deformation during the cold draw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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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도시지역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송전전력이 매

년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성 문제로 인해 신규 고압 송전선로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설치된 송전선로를 이

용하여 송전전력 용량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송전선

의 허용전류 및 치수 증가가 요구된다. 그러나 송전전류 증가

로 인해 송전선 온도 상승에 의한 처짐(sag)현상이 발생하며, 

송전선 치수 증가 시에는 강도 저하로 인한 안정성 기준을 만

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고압송전선용 심선재는 온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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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른 변형이 적으면서 고강도가 요구되지만, 기존의 송

전선용 강심 알루미늄 전선은 높은 열팽창 계수 및 고강도화

의 한계가 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Invar 합금 선재를 심

선용 재료로 사용한 송전선이 개발되어 상용화 중이다 [1-6].

상용 Invar36 합금 원소는 Fe-36Ni 조성 기준으로 Mo, Cr, 

Nb, V 등의 탄화물 형성 원소들이 포함된다. Invar 합금은 자

기 수축에 대한 보상 효과로 적용 온도 범위(-100~200 ℃)에

서 약 1.5 × 10-6 cm/℃ 이하로 매우 낮은 열팽창 계수를 가지

며, 석출 강화, 고용 강화 및 마르텐사이트 강화 등의 미세조

직 제어를 통한 고강도 Invar 합금 개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7,8]. 그러나 일반적으로 강도 향상을 위해 미세

조직에 포함되는 상들이 열팽창 계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적절한 조성 및 공정 제어가 필수적이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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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ditions of processes and specimens

Process
As-

Received

1st Stage
Cold

Drawing

1st Stage
Heat

Treatment

2nd Stage
Cold

Drawing

2nd Stage
Heat

Treatment

3rd Stage
Cold

Drawing

Specimen R0 D50 H50 D80 H80 D90
Reduction Ratio

(%)
0 50 50 80 80 90

Temperature
(℃)

R.T. R.T. 650~750 R.T. 500~650 R.T.

Fig. 1. Invar36 alloy wire specimens according to the processes.

근 상용 Invar36 합금은 최종 선재 가공 시 1 GPa 이상의 매

우 높은 인장 강도를 갖는다 [9]. 심선용 선재는 냉간 인발 가

공을 통해 초기 선재 대비 약 1/4 정도로 작은 지름을 갖는 최

종재로 제조되며, 단일 가공 공정만으로는 재료의 기계적 특

성의 한계로 인해 제조가 불가능하므로 냉간 인발을 통한 가

공경화와 열처리를 통한 연화공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Invar36 합금 선재의 고강도화는 냉간 가공에 의한 가공경화

와 탄화물 분산을 통한 석출강화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선

재 제조 공정에 포함되는 냉간 인발 및 열처리 공정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10,11].

Invar36 합금 선재에 존재하는 탄화물의 종류는 MC, M2C, 

M6C, M3C2, M7C3, M23C6 등으로 다양하며, 주로 Mo, Nb, Fe

계 MC, M2C, M6C 탄화물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13]. 탄화물 형성 거동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보고가 이루

어 졌으나, 온도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거동 및 고변형 시 집

합조직의 변화 거동 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

다. 특히 Invar36 합금을 선재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냉간 인

발 및 열처리가 반복되면서 재료가 극심한 변형을 받게 되는

데, 이때 형성되는 미세조직학적 인자들이 강도 및 염회 특성

(torsional property) 등과 같은 최종재의 물성을 결정하게 되

므로 공정 및 물성 최적화를 위해 공정 중 미세조직 변화 거

동에 대해 이해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름 16 mm의 Invar36 합금 선재를 

냉간 인발 및 열처리를 통해 지름 4.3 mm 최종재로 제조하였

고, 각각 공정 단계에서 시편을 채취하여 총 6종류의 시편을 

선정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 및 EBSD(Electron Back Scatter 

Diffraction)를 통해 각 시편의 미세조직을 분석하여 공정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 거동을 분석하고 XRD(X-Ray 

Diffraction) 와 EDS(Energy Dispersive Spectrometry)를 통해 

조직 내에 형성된 상 및 탄화물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시

편에 대해 인장시험 및 경도시험을 통해 미세조직에 따른 기

계적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공

정에 따른 Invar36 합금 선재의 미세조직에 미치는 냉간 인발 

및 열처리 공정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Invar36 합금 선재는 최대치 화학조성 

기준(wt%)으로 Fe(bal.)-0.4C-0.65Si-0.45Mn-0.07P-0.07S-36 

Ni-1Cr-4.5Mo-0.7Cu-1.2V-0.04Al-0.15Nb-3.5Co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시편은 상용 생산 장치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으며, 

각 공정의 대표 미세조직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재 길이 방향

의 1/2 지점에서 시편을 채취하여 분석 및 실험을 진행하였

다. 시편에 적용된 상용 신선공정은 최초 16 mm 직경의 시편

을 단면적 감소율 기준 50% 가공율로 냉간 인발 후 열처리하

고, 80% 가공율로 냉간 인발 후 열처리하여, 최종 90% 가공

율로 냉간 인발한 4.3 mm 직경의 시편 제조로 이루어진다. 

총 3회의 냉간 인발 공정과 2회의 열처리 공정이 포함되어 있

으며, 1차 열처리 공정은 650~750 ℃ 온도 범위에서 0.5~2 시

간 유지하였고, 2차 열처리 공정은 500~650 ℃ 온도 범위에

서 0.5~2 시간 유지하였다. 초기 시편 및 각 단위 공정 별로 

채취한 총 6종의 시편에 대한 정보를 표 1에 나타냈으며, 그

림 1은 채취한 모든 시편의 관찰 사진이다. 각 시편은 서술 편

의를 위해 가공율 및 공정에 따라 R0, D50, H50, D80, 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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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X-ray diffraction results of the (a) R0, (b) D50, (c) H50, (d) D80, (e) H80, and (f) D90 specimens.

D90 시편으로 명명했다.

모든 시편은 선재 길이 방향 절단면을 연마한 뒤 에칭

(10% 질산 +15% 염산 + 75% 에탄올)하여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EBSD, XRD 분석으로 미세

조직과 집합조직 분포를 분석하였다. 인장시험은 길이 방향

으로 가공된 시편을 만능시험기를 사용하여 0.003 s-1 속도로 

각 시편에 대해 3 회 실시한 평균값을 측정하였고, 비커스 경

도 시험은 200 g 하중으로 각 위치별 3 회 실시한 평균값으로

서 회 당 10 초 유지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상 및 집합조직 분석

그림 2의 XRD 분석을 통해 시편에 존재하는 상 및 집합조

직을 분석하였다. 모든 시편의 기지조직은 γ-Fe 안정 원소인 

Ni의 영향으로 인해FCC 구조를 갖는 γ-(Fe, Ni)로 대부분 존

재한다. Invar 합금에 존재하는 γ-(Fe, Ni)는 Austenite 또는

Taenite 상으로서 격자상수 값은 약 3.58 Å 정도로 알려져 

있다 [14]. 변형 및 열처리에 따른 기지조직 상변태는 없는 것

으로 판단되고, 기지상 재결정과 함께 미세한 금속간화합물 

및 탄화물 생성 및 분해는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XRD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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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 micrographs of the (a) R0, (b) D50, (c) H50, (d) D80, 
(e) H80, and (f) D90 specimens.

Fig. 4. SEM micrographs of the (a) R0, (b) D50, (c) H50, (d) D80, 
(e) H80, and (f) D90 specimens.

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Koji 등은 Invar 선재의 변형량에 

따라 {111} 집합조직과 {200}, {220} 집합조직의 분율이 경

쟁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111} 집합

조직 분율이 높을수록 {111}<110> slip계가 활성화되어 강

도 및 열팽창 특성 변화가 적으면서 우수한 염회 특성이 나타

남을 보고하였다 [15]. 또한 Shigeyoshi 등은 Invar36 합금은 

가공율에 따라 650~850 ℃ 온도 범위에서 재결정이 일어나

며, 저가공율(단면적 감소율 50% 이하) 시편을 열처리하면 

{220} 재결정 집합조직이 주로 형성되고, 고가공율(단면적 

감소율 50% 이상) 시편을 열처리하면 {111} 재결정 집합조

직이 주로 형성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16]. 본 연구의 공정 

전 초기 시편인 R0 시편은 대부분 {111} 집합조직이 형성되

어 있으나,(그림 2(a)) 냉간 인발 및 열처리 공정 진행에 따라 

{111} 집합조직은 점차 줄어들고 D80시편 이후로는 이방성

이 큰 {220} 집합조직이 발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2(d)) D50 시편은 1차 인발 가공으로 인해 {200} 및 {220} 집

합조직의 비율이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그림 

2(b)) H50 시편은 비교적 저가공율을 갖는 D50 시편의1차 열

처리를 통해 {220} 재결정 집합조직이 크게 발달하고 상대적

으로 {200} 집합조직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c)) 이후 D80 시편에서는 2차 냉간 인발 가공의 영향으로 

초기 {111} 집합조직의 비율이 매우 낮아지고 {220} 집합조

직이 주로 발달하며, (그림 2(d)) 2차 열처리 및 냉간 인발을 

실시한 H80 및 D90 시편에서 {220} 집합조직이 더욱 발달되

고 상대적으로 {111} 집합조직이 감소한다. (그림 2(e)와 

2(f)) H80 시편에서 {111} 집합조직이 소량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80% 정도의 고가공율에 의해 {111} 재결정 

집합조직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XRD를 통한 상 및 집

합조직 분석 결과, 가공 및 재결정을 통한 집합조직 변화 거

동은 기존 보고된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냉간 인발 시 

가공율에 따라 {111}, {220}, {200} 집합조직이 경쟁적으로 

발달하였으며, 550~800 ℃ 온도 범위에서 열처리 시, 가공율

에 따라 주로 {220} 및 {111} 방위를 갖는 γ-(Fe, Ni)상의 재

결정이 발생하고 있다.

3.2. 미세조직 분석

그림 3과 그림 4에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모든 시

편의 횡단면 미세조직을 나타냈다. 3.1절 결과에 따라 모든 

시편의 결정립을 형성하는 기지는 γ-(Fe, Ni)로 존재한다. 그

림 3(a)의 공정 전 R0 시편은 변형을 받지 않은 등방성 조직

을 갖고 있으며, 평균 결정립 크기는 약 15 μm 정도이다. 그

림 3(b)의 1차 인발 공정을 실시한 D50 시편은 이방성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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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assification of carbides in the Invar36 alloy wires.
Site of

Carbides
Carbide
Phases

Diameter
(μm)

Main Elements

Intra-grains
MC, M2C 2 ~ 10 Mo, Nb, C
MC, M2C 0.02 ~ 1 Mo, Nb, C

Inter-grains M6C 0.5 ~ 3 Mo, Fe, C

Fig. 5. SEM/EDS analysis results of the (a) R0 and (b) D50 
specimens, and TEM/EDS analysis results of the (c), (d) H50, and 
(e) H80 specimens.

을 갖고 가공 방향으로 약 50 μm 정도의 크기를 갖는 결정립

이 나타난다. 그림 3(d)와 그림 3(f)에 나타낸 가공율이 80% 

이상인 D80 및 D90 시편의 결정립은 가공 방향으로 100 μm 

이상의 크기를 가지며, 가공 방향에 수직인 결정립 폭의 크기

는 1~5 μm 정도로 매우 작다. 고변형에도 불구하고 시편 내

에 미세 균열들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일부 영역에서 탄화물

과 기지 간 계면 분리로 인한 미세 void가 관찰되었다.

그림 4에서 각 시편에 존재하는 탄화물 영역을 관찰하고, 

그림 5의 탄화물 성분 분석 결과와 함께 각각의 탄화물의 크

기 및 형상을 고려하여 탄화물의 종류를 분류하였다. 모든 시

편 내에서 탄화물은 크게 3 종류로 구분되며, 위치 및 크기에 

따라 1) 결정립내 조대 탄화물, 2) 결정립내 미세 탄화물, 3) 

결정립계 탄화물로 구분할 수 있다. 결정립내 조대 탄화물은 

공정 초기에 해당하는 R0~H50에서 많이 관찰되며, 약 2~10 

μm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그림 4 노란색 화살표) 결정립 내 

미세 탄화물은 공정 전반에 걸쳐 R0~D90의 모든 시편에서 

관찰되며, 약 1 μm 이하의 크기를 갖는다.(그림 4 빨간색 화

살표) 결정립계 탄화물 또한 모든 공정에 걸쳐 관찰되며 공정 

초반부인 R0~H50 시편에서는 약 1~3 μm 정도 크기를 갖지

만, 공정 후반부인 D80~D90 시편에서는 약 1 μm 이하의 크

기를 갖는다.(그림 4 흰색 화살표)

각 탄화물의 화학성분을 주사전자현미경 및 투과전자현미

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의 EDS를 통해 분석하

여 그림 5에 나타내고, 결과를 정리하여 표 2에 나타냈다. 그

림 5(a)와 5(b)의 SEM-EDS 분석 결과로 결정립내 조대 탄화

물은 Mo, Nb계 MC 및 M2C 탄화물이며, 결정립계 탄화물은 

Mo, Fe계 M6C 탄화물로 확인되었다. FIB(Focused Ion Beam)

로 탄화물 영역 시료를 채취하여 그림 5(c)~5(e)의 TEM-EDS

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림 5(c)와 5(e)의 분석 결과로 결정립

내 미세 탄화물은 조대 탄화물과 동일한 Mo, Nb계 MC 및 

M2C 탄화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d)에 조대 탄화물에서 분

해된 미세 탄화물을 나타냈으며, EDS 분석을 통해 조대 탄화

물과 동일한 조성을 갖는 Mo, Nb계 미세 탄화물로 확인하였

다. Invar36 선재의 공정 중 형성되는 탄화물은 대부분 Mo가 

공통적으로 포함된 MC, M2C, M6C 이며, 공정 초기에 조대한 

크기로 존재하는 탄화물들이 냉간 인발 및 열처리를 통해 미

세한 크기의 탄화물들로 분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c)와 그림 4(e)의 열처리를 실시한 H50과 H80 시편

에서 γ-(Fe, Ni) 재결정 조직이 관찰된다.(하얀색 점선원) 앞

서 서술한 XRD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재결정 조직으로 판단

되며, 조대 탄화물 계면 및 결정립계 영역에서 주로 형성된

다. 열처리 시 생성된 재결정 γ-(Fe, Ni)상은 초기에 존재하여 

변형을 받은 γ-(Fe, Ni)상에 비해 낮은 전위밀도를 가지며, 탄

화물 분해로 인해 내부에 미세한 탄화물들이 분산되어 존재

한다. 그림 4(d)의 D80 시편에서 재결정 γ-(Fe, Ni) 조직은 관

찰이 힘들거나 매우 얇은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는 냉간 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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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oom temperature tensile properties of specimens.

Specimens
Yield 

Strength
(MPa)

Ultimate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R0 440 740 33
D50 1090 1210 2
H50 880 1080 14
D80 1240 1320 5
H80 1190 1300 9
D90 1320 1420 8

Fig. 6. Effects of process conditions on the tensile properties of 
(a) strength and (b) elongation.

Fig. 7. Vickers hardness distribution in the cross-sectional 
diameter direction.

시 strain-free 재결정 조직이 기존 기지 조직보다 먼저 변형되

면서 대부분의 변형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H50시편에서 

D80시편으로의 변형 및 H80시편에서 D90시편로의 변형이 

가해지는 냉간 인발 시에 기존 기지 조직의 결정립 두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재결정 조직의 결정립 두께는 2 μm 이하로 

나타나는데, 이는 단면적 감소율이 높은 Invar36 합금 선재 

제조 효율 향상 및 최종 선재의 높은 강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인장 및 경도 특성

표 3은 공정 단계에 따른 항복 및 인장 강도, 연신율을 측

정한 결과이다. 공정 전 시편인 R0 시편은 인장강도 740 

MPa, 연신율 33%로 일반적인 Invar36 재료의 인장 특성이 

나타나지만 신선 공정을 통한 최종재(D90 시편)는 인장강도 

1420 MPa, 연신율 8% 정도의 인장 특성을 가진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Invar36 선재 제조 공정 중 냉간 인발에 따라 

강도는 증가하고 열처리 시 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19]. 공정 단계에 따라 그림 6과 같이 냉간 인발 시 

가공 경화의 영향으로 강도는 증가하고 연신율은 감소하며, 

열처리 시 재결정 및 재료 연화에 의해 강도가 감소하고 연신

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열처리 시 강도 감소폭은 1

차 열처리 시 130 MPa 정도로 크지만, 2차 열처리 시에는 20 

MPa 정도로 낮다. 이는 1차 열처리 온도에 비해 낮은 2차 열

처리 온도의 영향으로 재결정상 형성이 적고, 조대한 MC 및 

M2C 탄화물들의 분해로 인해 미세 탄화물 석출강화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은 각 시편의 공정 단계에 따른 경도값의 단면 지름 

방향 분포를 측정한 결과이다. 전체 경도값은 인장 강도값과 

유사하게 냉간 인발 시 증가하고 열처리 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변형 전 R0 시편의 평균 경도값은 약 200 Hv 정도

이며, 공정 완료 후 D90 시편은 약 350 Hv 정도로 측정되었

다. D50 시편과 최종재인 D90 시편의 경도값이 유사한 수준

으로 높게 측정되어 1차 냉간 인발 시 발생하는 가공경화량

이 경도값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차 열처리를 

실시한 H50 시편이 경도값은 300 Hv 정도로 공정 전 시편인 

R0를 제외한 시편 중에서 가장 낮다. 2차 열처리를 실시한 

H80 시편의 경도값은 340 MPa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인장 특성 경향과 동일하게 열처리 시 전위밀도 감소와 

함께 탄화물 분해 및 분산으로 인한 석출강화에 기인한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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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EM micrographs of the D50 specimen after the heat 
treatment at (a) and (b) 550 ℃, and (c) and (d) 700 ℃.

Fig. 9. Inverse pole figure [001] color maps and pole figures of 
the (a) R0, (b) D50, (c) H50, (d) D80, and (e) H80 specimens.

경도의 단면 지름 방향 분포를 측정한 결과, 표면부와 중심

부의 경도값에 비해 그 사이 지점에서의 경도값이 높은 경향

성을 나타냈다. 특히, 단위 공정 당 변형율이 가장 높은 D50

과 H50 시편에서 비교적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H50 시편의 경우는 경도값 차이가 100 Hv 정도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냉간 인발 시 변형이 표면부과 중

심부 사이 영역에 집중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표면부 경도

가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Invar 선재는 우수한 염회 특성을 갖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최종재인 D90 시편에서도 표면부 

경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며, 반복된 냉간 인발 및 열처리 공

정을 통해 위치별 경도 편차가 30 Hv 미만으로 줄어들고 균

일한 경도 분포를 나타냈다.

3.4. 냉간 인발 및 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본 연구의 Invar36 합금 선재는 공정 중에 냉간 인발과 열

처리 공정을 반복하면서 최대 90% 정도로 높은 가공율을 갖

는다. 냉간 인발 공정만으로는 높은 가공율에 의해 최종재 수

치 규격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인발 공정 중간에 열처리를 2

회 실시하여 높은 가공율을 달성하면서도 최종재의 염회 특

성 및 강도 특성 규격을 만족하였다. 3.1~3.3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Invar36 합금 선재는 인발 가공 후 열처리 시 기지

상인 γ-(Fe, Ni)상의 재결정 및 결정립내 조대 탄화물 분해가 

발생하며, 이는 가공율 및 열처리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다. Shigeyoshi 등은 Invar합금의 재결정 온도에 영향을 미치

는 인자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식으로 나타냈다 [20].

TR = -2.10X1 - 0.03X2 + 876.63 (1)

여기서 TR 은 재결정 종료 온도이며, X1은 냉간 가공율, 

X2는 열처리 시간이다. 본 연구의 D50 시편에 대해 적용하

면 TR은 700 ℃ 정도로 계산되며, 따라서 650~750 ℃에서 열

처리한 H50 시편은 충분한 재결정 거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D50 시편의 열처리 온도를 550 ℃ 및 

700 ℃로 다르게 하여 5 시간 열처리한 뒤 주사전자현미경으

로 미세조직을 관찰한 사진이다. 그림 8(a)와 그림 8(b)의 

D50-550 ℃ 열처리 시편은 재결정 없이 열처리 전과 동일한 

미세조직을 나타냈으나, 그림 8(c)와 그림 8(d)의 D50-700 ℃ 
열처리 시편은 결정립계 및 탄화물 계면 중심으로 재결정이 

많이 발생하였다. 재결정 γ-(Fe, Ni) 조직은 3.1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 {220} 방위를 가지며, 미세한 크기의 등방

성 형태를 갖는다.

그림 9는 R0~H80 시편의 EBSD을 통한 역극점도(Inversed 

Pole Figure Map)이며, 15° 이상의 방위차(Misorientatio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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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chematic illustrations of the microstructure change in 
the processes of the Invar36 alloy wire.

갖는 고경각 결정립계인 유효결정립도를 검은색 선으로 구

분하였고, 극점도(Pole Figure)를 함께 나타냈다. D90 시편은 

고변형율로 인해 EBSD 분석 시 Kikuchi 선 패턴 검출의 신

뢰성이 낮아 제외하였다. 등방성을 갖는 R0 시편(그림 9(a))

에서 신선 가공함에 따라 결정립이 길게 연신되며, (그림 

9(b)~9(e)) 공정 진행에 따라 이방성을 갖는 집합조직이 발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방위는 XRD 결과와 동일하

게 극점도에서도 {111}, {220}, {200} 결정방위를 주로 형성

하고 있으며, 공정 진행에 따라 이방성이 뚜렷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그림 9(c)의 H50 시편 역극점도에서 열처리

를 통해 형성되는 미세한 재결정들이 주로 결정립계 중심으

로 많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9(c) 하얀색 화살표)

그림 10에 Invar36 합금 선재의 신선 공정에 따른 미세조

직 변화 거동을 모식도로 나타냈다. 공정 전에 재료는 등방성

을 갖는 결정립으로 형성된 미세조직을 갖고 있다.(그림 

10(a)) 여기에 가공율이 큰 1차 냉간 인발이 가해지면, 재료

는 심한 변형을 받으면서 내부 전위밀도가 크게 증가하며, 결

정립 연신과 함께 {220}, {200} 집합조직이 발달한다. 이때 

고변형율에 의해 전위는 결정립계 및 조대 탄화물과 기지 계

면에 집적된다.(그림 10(b)) 이 후 γ-(Fe, Ni) 재결정 온도 범

위에서 1차 열처리 공정이 적용되면, 내부 전위밀도는 전체

적으로 낮아지고, 전위밀도가 높은 결정립계 또는 탄화물과 

기지 계면에서 미세한 크기의 γ-(Fe, Ni) 재결정이 다량 발생

한다.(그림 10(c)) 또한 조대한 탄화물들은 대부분 미세 탄화

물로 분해되며, 새로 생성되어 strain-free재결정 γ-(Fe, Ni)상

은 열처리 전 가공율에 따라 {220} 또는 {111} 방위를 가진

다. 마지막으로 2차 냉간 인발 공정이 적용되면, 이전 열처리 

단계에서 생성된 상대적으로 연한 재결정 γ-(Fe, Ni)상이 큰 

변형을 담당하면서 초기 대비 80% 이상의 높은 단면적 감소

율을 가능하게 한다.(그림 10(d)) 이러한 Invar36 합금의 신선 

공정 시 발생하는 미세조직의 변화 거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향후 고변형율 선재 제조 효율 향상 및 우수한 강도와 

염회 특성을 갖는 선재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nvar36 합금의 신선 공정 단계별 시편을 

채취하여 냉간 인발 및 열처리 공정이 미세조직 변화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Invar36 합금 선재의 신선 공정은 3회의 냉간 인발 및 2

회의 열처리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종재는 단면적 감

소율 기준으로 최종 90% 정도의 높은 가공율을 갖는다. 공정 

전 재료는 {111} 집합조직을 형성하고 있으며, 냉간 인발 시 

재료는 가공 방향으로 연신되어 {220}, {200} 집합조직이 발

달한다. 가공율 50% 정도로 1차 냉간 인발한 선재를 

650~750 ℃ 1차 열처리하면, γ-(Fe, Ni)상은 {220} 방위를 갖

는 재결정상을 형성하였다. 가공율 80% 정도로 2차 냉간 인

발한 선재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공율 및 500~650 ℃ 정도로 

낮은 2차 열처리 온도의 영향으로 인해 {111} 방위를 갖는 

재결정상이 형성된다. 가공율 50% 시편의 열처리 모사 시험 

결과, 550 ℃ 열처리 시에는 재결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700 ℃ 열처리 시 재결정이 발생하였다. 재결정상은 전위밀

도가 낮아 냉간 인발 시 먼저 변형되어 선재의 높은 가공율을 

가능하게 한다.

2. 신선 공정 시 미세조직 내 탄화물은 위치 및 크기에 따

라 결정립 내 조대 탄화물, 미세 탄화물, 결정립계 탄화물로 

구분된다. 결정립 내 조대 탄화물 및 미세 탄화물은 Mo, Nb

계 MC, M2C 탄화물이며, 결정립계 탄화물은 Mo, Fe계 M6C 

탄화물로 확인되었다. 조대 탄화물들은 열처리를 통해 1 μm 

이하의 미세 탄화물로 분해되어 열처리 시 발생하는 급격한 

강도 저하를 방지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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