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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3.2 wt% Si 방향성 전기강판에서 냉간압연 횟수가 집합조직과
{110}<001> Goss 결정립 형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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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the Number of Cold Rolling Passes on the Formation of
{110}<001> Goss-Oriented Grains in Fe-3.2 wt% Si Electrical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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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cellent 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 is composed of grains with exact Goss orientation. In

order to produce this, it is important to control the Goss-oriented grains during the cold-rolling process. In

this study, textures measured by X-ray diffraction (XRD) and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EBSD) were

analyzed for 1, 10, and 36-pass cold-rolled sheets at a constant total thickness reduction rate of 89% in Fe-

3.2 wt% Si 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 After cold rolling, strong α-fiber textures and relatively weak γ-fiber

textures were developed in all specimens, regardless of the number of rolling passes. On the surface of the

36-pass rolled specimen, a weak α-fiber texture and a relatively strong η-fiber texture developed compared

with the other specimens. The Goss-oriented grains were mainly found in the shear band or micro band, which

show that their fraction increases as the number of rolling passes increases, especially within the surface

layer. As the number of Goss-oriented grains increased, the exactness of their orientation improved. It was

determined that it is possible to obtain a 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 with a high-quality Goss orientation

using a process such as subsequent recrystal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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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방향성 전기강판은 고스(N.P. Goss)가 1934년에 발견한

강판으로[1] 압연 방향으로 <001> 결정축이 평행하게 놓

이고 압연면에 {110} 결정면이 평행인 일명 {110}<001>

Goss 집합조직을 갖는 결정립들로 구성되는 강판을 의미

하며, 이러한 강판은 특히 압연 방향에서 자기적 특성이

우수한 연자성 재료이다. 이는 변압기 및 모터의 철심 재

료로 쓰이는 중요한 재료이며, 고효율의 전력기기를 제조

하기 위하여 철손을 낮추며 자속밀도와 투자율을 높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자기적 이방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강 단계에서의 성분 제어부터 열

간압연 공정 인자 제어, 열연판 열처리, 냉간압연, 1차 재

결정 열처리, 2차 재결정 열처리 등 공정 및 열처리 기술

에 의한 집합조직 제어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7,20].

일반적으로 방향성 전기강판의 자기적 특성은 {110}

<001> Goss 집합조직의 정밀도가 높을수록 우수하다. 이

정밀도는 완벽한 Goss 방위(exact Goss orientation)로부터

벗어난 정도(허용 오차, tolerance angle)를 말하는 것으로

허용 오차가 작을수록 자기적 특성이 우수하다. 최종 강판

이 이렇게 우수한 특성을 갖는 완벽한 Goss 방위에 가깝

도록 제조하기 위해서는 강판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결정

립들의 방위가 Goss 방위에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Goss 방위를 갖는 결정립은 초기 열간압연과정에서부터

판재에 존재하는데, 특히 고온에서의 전단변형에 의하여

Goss 방위의 결정립이 표면과 가까운 부분에서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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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열간압연을 통하여 형성된 Goss 및 다른 방위를 갖

는 대부분의 결정립들은 냉간압연 과정에서 평면변형 조건

이 유지되면 <110>∥RD-섬유집합조직과 <111>∥ND-섬유

집합조직으로 변화되며, 전단변형 조건이 적용되어 압연이

수행되면 Goss 방위가 형성되는 등[10] 압연 조건에 따라

집합조직의 발달이 다르게 된다.

이와 같이 압연된 다결정 조직의 강판에는 Goss 방위를

가진 결정립 이외에 Goss 방위에서 크게 벗어난 방위를

가진 결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자기적 특성이 뛰어난 전기강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압연한 강판은 특별한 조건에서 1차

및 2차 재결정 소둔을 함으로써 Goss 방위에 가까운 결정

립만 우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어해야 한다 [11,12].

우수한 방향성 전기강판을 생산하기 위하여 즉, 재결정

소둔을 통하여 완벽한 Goss 방위를 얻기 위하여, 냉간압연

에서부터 정밀도가 높은 Goss 방위를 갖는 결정립의 집적

도를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80% 이상의 두

께 감소율로 1패스(pass) 냉간압연하면, 강판 내부에 전단변

형대가 증가하게 되어 Goss 집합조직의 핵 생성 증가를 유

도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13]. 특히 이 방

법으로 생성된 Goss 집합조직은 완벽한 Goss 방위로부터의

허용 오차가 작아서 우수한 자기적 특성을 얻게 된다.

본 연구는 냉간압연 시 압연 횟수를 바꿈에 따라, 즉 패

스당 압하율을 바꾸면 전단변형대의 발달이 다르게 되어

[14,15] 냉간압연판에 Goss 집합조직을 더 발달시킬 수 있

으며 또한 완벽한 Goss 방위로부터의 허용 오차가 작은

집합조직이 형성된다는 기대를 갖고, 그 가능성을 확인하

고자 수행하였다. 즉, 89%의 두께 감소율을 1패스로 압연

하는 경우와 패스 수를 10회 및 36회로 다르게 하여 압연

하여 집합조직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연구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열간압연 후 소둔처리하여 초기 두께

2.5 mm를 갖는 Fe-3.2 wt% Si 방향성 전기강판을 사용하

였으며, 총 두께 감소율은 89%로 동일하지만 상온에서 각

각 1, 10, 36회(패스) 압연하여 최종 두께가 0.28 mm인 3

개의 판재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1회 압연 판재는 생산

현장에서 제조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10회의 압연은 롤 지름이 127 mm, 36회의 압연은 지름

이 153 mm인 실험실용 압연기에서 압연하였다. 패스당

압하율은 각각 약 19.7% 및 5.9%로 동일하게 유지하였으

며 압연방향은 매 패스마다 180o 회전하여 실험실 압연 시

발생할 수 있는 집합조직의 시편이방성을 최소화하였다. 10

회의 압연은 표 1의 계획에 의하여 수행하였다.

집합조직 분석은 X선 회절기(X-ray diffraction, XRD,

Bruker AXS D-5005)를 이용하여 3개의 {110}, {200},

{211} 극점도(pole figure)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측정은

가속전압 40 kV, 전류 30 mA를 적용하고 Co-Target(파장

: 0.17902 nm)을 사용하였다. 각 극점도는 반사법으로 시편

을 0~70°까지 5°간격으로 기울이며, 시편 회전은 0~360°

까지 5°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극점도는 Bunge의

급수전개방법[17]을 이용하여 방위분포함수(orientation

distribution function, ODF)를 분석하였다(최대전개차수,

Lmax = 32). 본 실험에서 발달되는 집합조직은 판재의 두

께층에 따라 상이한 집합조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림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시편의 표면층(S = 1.0), 표면에서

1/8층(S = 0.75), 1/4층(S = 0.5), 3/8층(S = 0.25) 중심부

(S = 0.0)까지 5개 층으로 나누어 연마하여 극점도를 측정

하였다. 

미소영역의 방위와 Goss 방위의 정밀도를 판단하기 위

하여 전자후방산란회절(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EBSD) 측정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압연된 판재의 TD-면

에서 시편을 채취하여(그림 1) 기계 연마하였으며, 최종 미

Table 1. Rolling schedule for the constant reduction of 19.7% with
10-pass.

pass
hi

[mm]

hf

[mm]

Δh

[mm]

reduction/

pass [%]

total reduction 

[%]

1 2.50 2.01 0.49 19.60 19.6

2 2.01 1.61 0.40 19.90 35.6

3 1.61 1.29 0.32 19.88 48.4

4 1.29 1.04 0.25 19.38 58.4

5 1.04 0.83 0.21 20.19 66.8

6 0.83 0.67 0.16 19.28 73.2

7 0.67 0.54 0.13 19.40 78.4

8 0.54 0.43 0.11 20.37 82.8

9 0.43 0.35 0.08 18.60 86.0

10 0.35 0.28 0.07 20.00 88.8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various layer S and EBSD
measured area in the rolled sheet (RD: rolling direction, TD:
transverse direction)



132 대한금속 ·재료학회지 제56권 제2호 (2018년 2월)

세연마는 0.04 μm 콜로이달 실리카 현탁액(colloidal silica

suspension)을 이용하였다. 전계 방사 주사 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JEOL

JSM-7100F FE-SEM)을 사용하였으며, step size는

0.05 μm이었다. 1회(frame)의 측정면적은 26 × 9 μm이었고

연속 3회(3 frame) 측정하여 총 27 μm의 가로길이에서 측

정하였으며, 표면부터 중간층까지 5개층(S = 1.0~0.8,

0.8~0.6, 0.6~0.4, 0.4~0.2, 0.2~0.0)으로 나누어 측정하였

다. 측정된 패턴은 방위 이미지 매핑 분석(orientation

image mapping analysis, OIM, TexSEM Lobora tories

Lt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회, 10회, 36회의 압연으로 89% 압연한 방향성 전기강

판을 두께별로 5개의 층에서 즉, S = 1.0(표면), S = 0.75

(1/8층), S = 0.5(1/4층), S = 0.25(3/8층), S = 0.0(1/2층)에서

X선 회절장치를 이용하여 3개의 극점도를 측정하여 계산

된 방위분포함수(ODF)는 체심입방정 결정구조를 갖는 재

료의 압연집합조직을 잘 나타내는 = 45° section에서

비교하였다(그림 2). 

세 압연조건 모두 가장 강한 집합조직은 중간층(S = 0.0)

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방향성 전기강판의 생산공정

중 초기 열간압연 공정에서 판재의 중간층에 생성된 매우

강한 알파섬유조직(α-fiber texture)[8]이 냉간압연 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든 시편에서 압

연횟수와 두께층과는 무관하게 강한 <110>∥RD-섬유집합

조직( = 0°, 0° ≤ Φ ≤ 90°, = 45°)인 알파섬유조직와 비

교적 약한 <111>∥ND-섬유집합조직(60° ≤ ≤ 90°,

Φ = 55°, = 45°)인 감마섬유조직(γ-fiber texture)이 발달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알파섬유에서는 {001}<110>

로테이티드 큐브(rotated Cube) 방위와 {112}<110> 방위에

서 높은 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감마섬유에서는 알파섬

유와 공유방위인 {111}<110> 방위의 강도가 {111}<112>

방위의 강도보다 강하게 발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집합조

직의 발달은 일반적으로 저탄소강과 같은 체심입방정 결정

구조를 갖는 재료를 평면변형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압연했

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집합조직이다 [10,16]. 특이한

점은 36회 압연한 시편의 표면(S = 1.0) 집합조직인데, 다

른 시편과는 다르게 방위분포함수의 최대강도(f(g)max

= 11.96)가 현저하게 낮게 발달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알파섬유조직이 비교적 약하게 발달했음을 의미한다. 각 시

편에서의 집합조직 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섬유에서의

강도를 비교하여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는 알파

섬유와 감마섬유 이외에 {110}<001> Goss 방위가 포함되

어 있는 <100>∥RD-섬유집합조직( = 0°, 0° ≤ Φ ≤ 45°,

= 0°)인 이타섬유조직(η-fiber texture)의 강도도 비교하

였다. 그림 3(a)에는 1회에 89% 압연한 판재에서의 결과

를 보여주는데, 두께층에 따라 알파섬유조직의 강도가 다

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판재의 표면층(S = 1.0)과 중심층

(S=0.0)에서 높은 강도를 가지며 {001}<110> 성분에서 최

대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3(b)에서 보

듯이 10회의 압연으로 89% 압연한 판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지 최대강도는 {112}<110> 성분 부근에

서 형성되었다. 그림 3(c)의 36회에 89% 압연한 경우, 두

께층에 따라 알파섬유조직의 강도 역시 다르게 나타나고

ϕ2

ϕ1 ϕ2

ϕ1

ϕ2

ϕ1

ϕ2

Fig. 2. Through-thickness texture of the specimens after 89% rolling with 1, 10, and 36-pass. Orientation distribution function (ODF) is
shown at = 45° section.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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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최대강도는 {112}<110> 성분 부근에서 나타나고 있

으나 표면층(S = 1.0)에서 가장 낮은 강도로 알파섬유조직

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0>∥RD-섬유집합

조직인 이타섬유조직은 다른 층보다 표면에서 비교적 더

강하게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1회 혹은 10회 압

연한 경우보다도 강한 <100>∥RD-섬유집합조직이 발달했

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36회의 압연을 통하여 표면 집합조

직이 상이하게 발달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2와 3에서 보듯이 XRD를 이용한 집합조직 분석

결과로는 {110}<001> Goss 집합조직의 존재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는 냉간압연 중에 대부분의 Goss 집합조직을

갖는 결정립이 다른 방위로 변형되고 매우 작은 분율과 존

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량 존재하는 {110}<001>방위

결정립을 분석하기 위하여 EBSD 측정을 수행하였고 OIM

분석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는 1, 10, 36

회 냉간압연한 판재의 압연면 수직방향의 방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방위는 컬러 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측정된

TD-면의 표면(S=1.0)부터 중간층(S=0.0)까지 5층으로 나누

어 측정한 결과이다.

Fig. 3. Orientation densities along the α-, γ- and η–fiber at various
thickness layers after 88.8% reduction with (a) 1, (b) 10, and (c) 36-
pass. 

Fig. 4. Orientation image mapping in normal direction of 89%
rolled sheet obtained by EBSD with step size of 0.05 µm from
surface (S = 1.0) to middle layer (S = 0.0), ND-RD section. Colors
indicate orientations; see color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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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방위는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는 XRD 집합조직 분석결과인 그림 2, 3에서 보듯이 냉간

압연과정에서 알파섬유조직과 감마섬유조직이 발달하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로써, 붉은색은 {100}면이 압연면에 놓인

방위로써 알파섬유조직의 일부인 {001}<110> 방위가 나타

난 것이고, 푸른색은 {111}면이 압연면에 놓인 방위로써

감마섬유조직이다. 결정립의 형태는, TD-면에 측정되었기

때문에(그림 1 참조), 압연방향으로 길게 연신된 모양으로

나타나며, 결정립 내부에는 압연방향에 20 ~ 40°로 기울어

진 전단띠(shear band, 전단변형대)와 압연방향으로 평행하

게 늘어선 미소띠(micro band, 미소변형대)가 혼재되어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5에 표기). 표면층에서 내부로

들어갈수록 연신된 결정립의 두께가 커진다. 또한 압연횟

수가 증가할수록 표면층 부근에서 미소띠와 전단띠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압연횟수가 표면층의 미세조직

및 집합조직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5와 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에는 그림 4의 결과 중에서 표면층(S = 1.0~0.8)의

방위를 빨강색의 {110}<001> Goss 방위( = 90°,

Φ= 90°, = 45°)와 알파섬유조직( = 0°, 0° ≤ Φ ≤ 90°,

= 45°) 및 감마섬유조직(60° ≤ ≤ 90°, Φ = 55°,

= 45°)에 속하는 방위를 서로 다른 색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6에는 중간층(S = 0.2~0.0)에서의 방위를 그림 5와 같

은 방법으로 나타내었다.

빨강색 Goss 방위의 결정립이 차지하는 분율은 매우 적

지만 압연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냉간압연 과정에서 Goss 방위의 결정립은 전단띠와

미소띠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8,9,18],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Goss 방위 결정립은 감마섬유조직 내

부의 전단띠 혹은 미소띠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그림 5,

6). 이는 Goss 방위 결정립의 생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냉간압연 과정에서의 전단띠 및 미소띠의 형성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표면부터 내부까지 각 층에서 Goss 방위를 갖는 결정립

ϕ1

ϕ2 ϕ1

ϕ2 ϕ1

ϕ2

Fig. 5. Orientation image mapping obtained by EBSD with step size of 0.05 µm at near surface layer(S = 1.0~0.8) after 89% reduction with
(a) 1, (b) 10, and (c) 36-pass. ND-RD section. Colors indicate orientations as in legend (circle: micro band, rectangle: shear band).

Fig. 6. Orientation image mapping obtained by EBSD with step size of 0.05µm at near middle layer(S = 0.2~0.0) after 89% reduction with
(a) 1, (b) 10, and (c) 36-pass. ND-RD section. Colors indicate orientations as in 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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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확한 분율과 Goss 방위의 정밀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표면부터 5층으로 나누어 각각 26 × 27 μm의 면적에서

EBSD를 측정하여 각 층마다 Goss 방위로부터의 허용 오

차 5°, 10°, 15°에 따른 Goss 결정립의 분율을 분석하여

그림 7에 나타내었다. 

압연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허용 오차와 무관하게 Goss

방위 결정립의 분율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허용 오차

가 15°인 경우, 전체층에서의 분율은 1회 압연 시 1%에서

10회 압연 시 1.7%, 36회 압연 시 2.5%까지 증가하였으

며 특히 표면층에서의 Goss 방위 결정립의 분율은 1회 압

연 시 0.1%, 10회 0.5%, 36회 1.4%로 뚜렷하게 증가함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압연횟수의 증가가 Goss 방위 결

정립 형성에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Goss 방

위는 보통 전단변형조건이 만족되어야 형성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므로[10], 압연횟수의 증가가 표면에서의 전단변

형을 촉진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압연횟수의 증

가만으로는 무윤활압연과 같이 전단변형이 많이 작용하여

[10] XRD 집합조직(그림 2)에서 확인 할 수 있을 정도의

Goss 방위가 발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압연횟수의 증가

가 롤과 시편의 접촉길이(l)와 시편의 평균두께(d)의 비(압

연롤 사이의 기하학적 형상[10,19]) 즉 압연변형 형상인자

(d/l)를 변화시켜 층에 따라 상이하게, 특히 36회 압연한

경우 표면에서 Goss 방위가 발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회 압연의 경우 형상인자는 압연초기에는 0.405에서 최종

압연 시에는 0.149로 감소되었으며, 36회 압연은 초기에

0.722, 최종 0.249로 감소되었다. 즉, 압연과정에서 형상인

자의 변화(감소)가 많았던 36회 압연에서 불균일한 변형이

촉진되고 표면에서 Goss 방위가 더 많이 형성되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이는 극저탄소강에서 형상인자를 일정하게 유

지하며 압연한 경우 전체층에서 균일한 집합조직이 발달한

다고 보고한 연구[10]와 유사한 결과이다.

특이한 것은 36회의 압연을 한 경우에는 Goss 방위 결

정립의 분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허용오차가 5° 이내인 정

확한 Goss 방위의 결정립이 표면에서 0.1% 분율로 형성되

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압연횟수의 증가로 형성되는

Goss 방위 결정립이 많을수록 정확한 Goss 방위의 결정립

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후속 재결정 등의

공정을 통해 고품위의 Goss 방위를 갖는 방향성 전기강판

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Fe-3.2 wt% Si 방향성 전기강판에서 두께감소율은 89%

로 동일하지만 1, 10, 36회 압연한 판재에 대하여 XRD

집합조직과 EBSD OIM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하였다.

1. 모든 시편에서 압연횟수와 두께층과는 무관하게 강한

알파섬유조직과 비교적 약한 감마섬유조직이 발달하였다.

2. 36회 압연한 시편의 표면에서는 다른 시편과 비교했

을 때 약한 알파섬유조직과 비교적 강한 이타섬유조직이

발달하였다.

3. Goss방위 결정립은 주로 전단띠 혹은 미소띠에서 발

견되며 압연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율이 증가함을 보여주

고 있으며, 특히 표면층에서는 1회 압연 시 0.1%, 10회

0.5%, 36회 1.4%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4. 36회의 압연을 한 경우 허용오차가 5° 이내인 정확한

Goss 방위의 결정립이 표면에서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압연횟수의 증가로 형성되는 Goss 방위 결정립이

많을수록 정확한 Goss 방위의 결정립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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