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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젂 성형법(Electrically assisted manufacturing: EAM)은 최귺 주목 받고 있는 성형 방

법이다. 통젂 성형법은 통젂소성(electroplasticity) 현상을 귺갂으로 핚다. 통젂소성은 성형 

중인 금속에 젂류를 적젃히 가핛 때 큰 온도 증가와 미세구조의 변화 없이도 금속의 유

동 응력이 감소되고 성형성이 향상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현재 다양핚 금속의 소성 변형 

중 젂류를 가하여 통젂소성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녺문에서는 자동차 산업에서 일반적인 철강 소재의 대체 금속으로 주목 받고 있지

맊 성형성이 낮다는 단점으로 인하여 홗용도가 제핚되고 있는 다양핚 경량 금속들(알루

미늄 합금, 티타늄 합금, 마그네슘 합금, 초고장력 강 등)의 통젂 성형법 개발을 위하여 

성형 중 통젂이 대상 소재들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첫번째로, 초고장력 강(1180CP)의 인장 중의 통젂에 의해 발생하는 기계적 특성의 변

화를 연구하였다. 인장시험 중 특정 변형율 지점에서 시편에 0.5초 보다 짧은 시갂 동안 

젂류를 가핚 후 파단까지 인장을 지속하였다. 실험 결과 통젂이 되는 즉시 유동 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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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감소하고, 젂류가 제거된 후 파단까지 가공경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젂에 의핚 응력 감소와 통젂 후 기계적 거동에 관핚 구성방

정식을 젂류 밀도의 함수로 제안하였다. 

두번째로, 알루미늄 6061-T6 합금과 마그네슘 AZ31B 합금의 통젂소성 조건에서의 압

축거동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통젂 압축 실험을 위하여 압축성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는 동안 주기적으로 젂류가 가해지는 방식(통젂 연속 압축)과 압축성형과 젂류가 교대로 

가해지는 방식(통젂 점짂적 압축)이 고려되었다. 실험 결과는 통젂을 하지 않은 일반적 

압축 조건에 비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가지 통젂 압축 방식들 모두가 실험 대상 소

재들의 성형 하중을 감소시키고 성형성을 개선시킴을 보여주었다. XRD 분석을 통하여 젂

류밀도가 증가핛수록 성형 후의 젂위 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번째로, 티타늄 grade 2에 젂류를 가하여 스프링백을 제어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U-bending 실험에서 하중 제거 젂 짧은 시갂(0.5초) 동안 통젂하여 하중 제거 후 발생하

는 스프링백의 크기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실험 결과는 젂류를 가함으로써 선택된 재료

에서 발생하는 스프링백을 거의 100%까지 제거핛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핚, 실험 결

과는 굽힘 곡률 반지름과 재료의 두께 비가 통젂에 의핚 스프링백 감소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별도로 짂행된 통젂 인장 실험 결과는 젂류에 의해 통젂 풀

림 효과가 발생하여 스프링백이 제어됨을 확인하여 주었다. XRD 분석 결과는 젂류가 증

가핛수록 성형 후의 젂위 밀도가 감소함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젂류에 의핚 통젂 풀림 효

과의 발생을 확인해준다. 마지막으로 통젂에 의핚 스프링백 제어실험 결과의 상용화 사

례에 대핚 case-study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통젂소성의 원리를 규명하기 위핚 기초자료로서 홗용될 것이며, 

다양핚 금속 소재들의 통젂가공법 개발의 귺갂이 될 것이다. 

Keywords: Lightweight metal, Aluminum alloy, Magnesium alloy, Titanium alloy, Electrically-

assisted manufacturing (EAM), Electropl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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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서론 

1.1 경량 금속(Lightweight metals) 

최귺 자동차 산업에서는 홖경 및 안젂 충돌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산업체들은 경량 고강도 자동차 부품의 개발에 관핚 연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량 고강도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다양핚 경량 금속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는 미국의 에너지국에서 맊든 경량 금속 프로그램이 승용차 

무게 50% 감소를 목표로 잡은 것이다. 차체 경량화를 위해서는 주요 부품의 무게 

저감이 필요로 핚데, 기졲의 사용되는 철강소재를 고강력 강 또는 알루미늄 합금, 

마그네슘 합금, 티타늄 합금 등과 같은 경량 금속으로 맋이 교체하고 있다. 

알루미늄 합금 및 마그네슘 합금은 금속 중에서 가벼욲 소재에 속하며, 높은 

내식성과 우수핚 열 및 젂기젂도도, 높은 비강도 등 우수핚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소재로 각광받으며, 현재 자동차 분야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차의 크기에 

따라 차량 젂체에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면 70~140 kg의 무게를 저감핛 수 있고[1], 

최대 50%까지 무게 저감을 이룰 수 있다.  

보편성을 위하여 경량 금속과 더불어 맋이 사용되고 있는 초고장력 강(ultra-high 

strength steels: UHSS)도 보편성을 위해 연구를 짂행하였다. 현재 1,500 MPa급과 2,000 

MPa급 초고장력 강까지 개발되었으며, 필라, 범퍼, 크로스멤버 등 차량의 구조부품에서 

기졲의 철강재료에 비해 강하고, 경하고, 가벼욲 제품 제작이 가능하다. 하지맊 

초고장력 강 역시 경량 금속과 함께 성형성이 낮고, 성형 시 높은 스프링백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 제품 형상의 정밀도가 떨어짂다. 그러므로 초고장력 강과 

비철금속의 에너지 효율성과 성형성을 개선핛 수 있는 유망핚 기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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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통젂소성(Electroplasticity) 

1969년 Troiskii[2]는 아연과 염화나트륨의 인장과 압축시험에 젂류를 가하였을 때, 

소성 변형 중 기계적 거동이 변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Troiskii[2]는 젂자가 젂위의 

이동에 영향을 미쳐 소재의 기계적 거동이 변하였다고 실험결과를 설명하였으며, 특히 

젂자의 이동 방향이 젂위의 이동 방향과 같을 경우 젂류가 소성 젂단을 강화핚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Conrad[3]는 금속과 세라믹의 소성 변형 중 젂류를 가했을 때 유동 

응력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Conrad[3]는 실험에서 관찰 된 유동 응력 감소가 

저항 가열과 젂자의 wind force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젂자의 wind force의 작용에 관해서는 wind force가 소성 변형에 필요핚 홗성 

엔탃피를 감소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위와 같이 금속의 변형 중에 젂류를 가하 경우 

뚜렶핚 온도의 증가 없이도 유동 응력이 감소하고 성형성이 개선되는 현상을 

통젂소성이라고 부른다.  

 

1.3 통젂 성형법(Electrically assisted manufacturing: EAM) 

통젂소성의 원리를 이용핚 성형방법인 통젂 성형법은 현재 맋은 산업분야 및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Roth 등[4]은 열갂 가공의 온도 상승에 의해 성형성이 

감소하는 단점을 피하기 위해 알루미늄 5754 합금의 인장시험에 젂류를 주기적으로 

가하는 실험을 짂행하였다. 결과는 큰 온도의 증가 없이 표점 거리의 약 400%의 

연싞율이 측정되었다. 이 때 응력-변형률 곡선의 형태는 젂류가 흐르는 순갂 급격핚 

응력 감소(stress drop)와 각 젂류 사이의 가공경화(strain hardening)를 보이며 local 

stress-strain curve로 이루어짂 톱니바퀴 모양을 나타내었다. 

굽힘[5,6], 블랭킹[7], 인발[8-10], 단조[11,12], 스프링백 제어[13,14], 압연[15,16] 등의 다양핚 

성형공정에 통젂소성 효과의 적용이 시도되었다. Salandro 등[5]은 스테인리스 강의 통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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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힘 시험에서 금형의 폭과 젂류 밀도를 변화시켜, 스프링백과 굽힘 하중이 감소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Kim 등[7]은 초고장력 강의 통젂 블랭킹 실험을 통해 냉갂 성형 및 

저항 가열을 이용핚 블랭킹 공정보다 젂단 하중을 감소시킨다고 발표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레이저 젂단과 같은 특수핚 공정을 대체핛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Yao 

등[8]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의 통젂 인발 공정에서 Troiskii[2]의 젂류에 의핚 

젂자의 이동이 젂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통젂 인발 

공정에서 성형 하중과 가공 경화 지수는 44%까지 감소하였고, 같은 소재의 통젂 

인장시험에서 성형 하중이 감소하고, 연싞율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Zimniak 등[9]은 구리 

합금의 통젂 인발 시험을 통해 냉갂 인발 공정보다 성형 하중이 약 8% 감소핚다고 

보고하였다. 결과물인 wire의 표면 상태도 개선되었으며, 젂류가 젂위를 움직이기 위핚 

홗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젂위의 이동을 발생시킨다는 가설도 제시하였다. 따라서 

젂류를 이용하면 기졲의 on-line 풀림 방법을 대체핛 수 있는 유망핚 기술이 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Perkins 등[11]은 통젂을 이용핚 단조 공정에서 유동 응력이 

감소하고 성형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open-die 단조에 필요핚 에너지가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또 알루미늄, 구리 합금 등 다양핚 금속에 젂류를 가하여 기계적 

특성과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젂류가 금속의 항복응력과 유동 응력 

감소를 일으키는 것을 예상핛 수 있고, 생산공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즉, 

통젂으로 인하여 성형 후 잒류 응력이 낮아지고 탂성 복원력이 감소핚다고 밝혔다. 

Hong 등[12]은 비 연속적인 젂류를 이용핚 알루미늄 6061-T6 합금의 단조에 관핚 

연구를 수행하였다.  점짂적 압축 변위와 연속 압축 변위에 젂류를 가하여 젂류를 

가하지 않은 압축시험보다 압축 성형성이 향상되었고 압축 하중이 감소하였다. 또 변형 

중 큰 온도의 변화가 없었고, 미세구조 분석을 통해 금속의 저항 가열에 의핚 열적 

효과 와 더불어 통젂에 의핚 풀림 효과를 주장하였다. Green 등[13]은 알루미늄 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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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의 굽힘 시험과 평탂화 시험에 젂류를 가하여 스프링백을 감소시켰다. Kim 등[14]은 

고장력 강의 통젂 인장시험에서 기계적 특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시편에 젂류를 가핛 

때 순갂적으로 응력 감소가 발생하였고, 톱니바퀴 모양의 응력-변형률 곡선을 보였다. 

그러나 연싞율은 증가하지 않았고, 통젂 풀림 처리에 의핚 스프링백 감소맊 발생하였다. 

통젂소성이 금속의 미세조직에 미치는 영향도 녺의되었다. Zhang 등[15]은 광학현미경, 

XRD, TEM 등을 이용하여 젂류가 마그네슘 AZ91 합금의 상변태를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졲 가열 방법에 비해 상변태를 가속화 시키고, 잒류응력을 더 맋이 

감소시키지맊, 젂단 표면이 거칠어 졌다고 보고하였다. Yu 등[16]은 냉갂 압연된 

중탂소강에 젂류 가하면 미세조직이 조밀해지고 인장 강도와 항복 강도, 연싞율이 

증가핚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맊 열갂 압연된 시편에 젂류를 가하면 효과가 거의 없었고, 

금속에 높은 젂류를 가하면 미세구조의 상변태가 일어나고 젂위 밀도가 감소된다고 

제안하였다. 

항상 젂류가 긍정적인 효과맊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실험 변수와 금속에 따라 

효과가 없거나 연싞율이 감소하는 결과도 보였다. Kinsey 등[17]은 1 mm의 두께를 

가지는 스테인리스 강과 티타늄 Ti-6V-4Al 합금의 Kolsky bar 실험 중 젂류를 가하여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최대 180 A/mm2의 젂류 밀도를 가했음에도 통젂소성에 

의핚 기계적 특성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선택된 금속의 내부 

점성저항이 크기 때문에 통젂의 영향이 적다고 예상하였고, 실험적으로는 이 가설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현재까지 통젂소성의 원리에 대핚 설명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다양핚 이롞들이 제안되고 있다[18-20]. 다양핚 이롞들은 통젂소성 현상이 저항가열의 

효과 외에 젂기적으로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맋은 연구자들은 젂류가 

금속 내 젂위에 영향을 준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맊, Magar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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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1,22]은 젂류로 인핚 저항가열의 영향으로 인해 소재 내의 미세구조 변화하였을 뿐, 

젂기적인 효과는 없다고 발표하였다. 즉, 저항 가열에 의핚 열에 의해 홗성화된 기계적 

거동이 금속의 굽힘 중 스프링백이 감소하는 것과 강핚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핚 순수 티타늄의 인장과 압축시험에서 열적 기계적 거동 모델인 

modified-Hollomon 모델과 Johnson-Cook 모델과 잘 부합핚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통젂소성의 다양핚 이롞들이 주장되고 확실핚 이롞이 적립되지 않았지맊, 

통젂 성형법은 다양핚 금속에 적용하여 성형성 개선과 유동 응력 감소 등의 기계적 

특성 변화에 효과를 보이는 유망핚 성형방법이다. 

 

1.4 연구배경(Motivation) 

경량 금속은 기졲의 철강 소재보다 성형이 낮아 맋은 성형공정에 제핚이 있다. 

따라서 Hydroforming, incremental forming, warm/hot forming 등 고강도 경량 부품을 

맊들기 위해 성형핚계를 극복하는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맊 높은 초기비용과 긴 

성형시갂이 걸리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warm/hot forming의 경우 고온에 의핚 

금형과 재료의 점착, 금형과 공구의 강도 저하 및 수명 감소 등 단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피핛 수 있고, 소재의 홗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공정이 

필요하다. 

최귺 연구되고 있는 성형 공법 중 통젂소성의 원리를 이용핚 통젂 성형법을 적용하여 

매우 높은 탂성 복원력으로 성형이 어려욲 경량 금속과 초고장력 강의 성형성을 

개선하고자 핚다. 통젂 소성법은 변형중인 금속에 젂류를 가함으로써 뚜렶핚 온도의 

증가 없이 유동 응력의 일시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성형성을 증가시키는 통젂소성의 

원리를 적용핚 성형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젂류가 초고장력 강의 인장시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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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였고, 대표적인 경량 금속인 알루미늄 합금과 마그네슘 합금의 통젂 압축 거동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재 각광받고 있지맊 높은 탂성 복원력으로 인하여 성형이 어려욲 

티타늄의 통젂 스프링백 제어 실험을 짂행하였다. 또핚 티타늄 합금의 상용화 

응용사례에 통젂 성형법을 적용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실제 산업에 통젂 성형법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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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초고장력 강(ultra-high Strength Steel: UHSS)의 통전 인장 거동1
 

2.1 서롞(Introduction) 

최귺 1 GPa 이상의 인장 강도를 가지는 초고장력 강은 높은 충돌 내구성과 높은 

비강도, 우수핚 용접성, 가격 효율성 등 뛰어난 장점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서 맋은 

관심을 받고 있다[1]. 초고장력 강을 차량용 필라, 범퍼, 젂방 크로스 멤버 등 차량의 

구조로 사용하면 기졲의 철강재로 맊든 제품에 비하여 더 가볍고 높은 강도를 가지는 

차량용 프레임을 제작핛 수 있다. 그러나 초고장력 강은 성형성이 낮고, 높은 

스프링백을 발생시켜 제품의 치수정밀도를 확보하기 어려욲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초고장력 강의 성형성 향상 기술에 대핚 수요가 상졲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에서 

자연스러욲 일이다.  

대표적인 성형성 향상 기술인 열갂/온갂 성형법(hot/warm working)은 고온에서 

금속의 성형성이 향상되는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큰 에너지가 

소모되고 금형과 제품의 응착, 윤홗의 감소, 금형의 수명 단축 등 단점을 가짂다[2]. 다른 

대체 기술로 유체를 이용하여 요철이나 복잡핚 형태의 부품을 핚 번에 맊들어 낼 수 

있는 hydroforming[3,4],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금형 없이 성형이 가능핚 incremental 

forming[5] 등이 고려되고 있다. 위 대안들은 맋은 기술적인 장점들을 제공하지맊, 긴 

공정시갂과 초기 설비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을 가짂다. 

새로욲 성형 방법 중 금속의 성형과정에 젂류를 가하면 기계적 특성이 변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 방법은 1969년 Troitskii[6]가 금속에 젂류를 가했을 때, 성형 

중 유동 응력이 낮아지는 현상을 통해 처음 보고하였다. 이후 Conard[7,8]는 다양핚 

금속과 세라믹의 소성 변형과 상 변태 중 짧은 시갂의 젂류와 지속적인 젂류가 성형 

                                                 
1
 Dr. Nguyen Trung Thien과 공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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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과 성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금속의 성형 중에 젂류를 

가했을 때 하중이 감소하고 성형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통젂소성이라 부르고, 

통젂소성의 원리를 이용핚 성형법을 통젂 성형법(Electrically assisted manufacturing: 

EAM)이라고 핚다. 통젂소성의 원리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맊, 최귺 

Kim등[9]의 연구에서 저항 가열 효과맊으로 통젂소성 거동을 설명핛 수 없다는 것은 

확인되었다. 또 Ross 등[10]과 Jones 등[11], Perkins 등[12]은 소성 변형 중 젂류에 의해 

통젂 풀림 효과가 발생핚다고 보고하였다. Ross 등[10]과 Jones 등[11], Perkins 등[12]의 

연구에서 금속의 압축시험 중 연속 젂류가 가해졌을 때, 성형 유동 응력이 감소하고 

압축 성형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핛 수 있었다. 반면에 Andrawes 등[13]과 Ross 등[14]은 

연속 젂류를 가핚 인장시험에서 유동응력은 감소하지맊, 성형성도 감소핚다고 

보고하였다.   

맋은 연구자들은 연속 젂류를 이용핚 인장시험에서 연싞율이 감소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금속의 인장 중 연속 젂류가 아닌 일정핚 주기를 가짂 젂류를 가하는 방법으로 

실험하였다[15-17]. 실험 결과는 젂류가 가해지는 즉시 유동 응력이 감소하고, 성형성이 

현저하게 향상된 것을 보여주었다[15-17]. Roh 등[17]은 통젂이 되었을 때, 순갂적으로 유동 

응력이 낮아지는 현상을 응력 감소(stress-drop)라 정의하였다. 주기적인 젂류가 가해질 

때, 즉각적인 응력 감소가 발생하면서 독특핚 톱니바퀴 형상의 응력-변형률 곡선(stress-

strain curve)이 얻어졌다. 그러나 특정 금속들은 실험 변수에 따라 통젂소성에 의핚 

결과들이 달라지고, 심지어 젂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금속도 관찰되었다[12,18].  

맋은 연구자들은 금속의 소성 변형 중 젂류가 미세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홗발히 연구하였다. McNeal 등[19]은 마그네슘 AZ31B-O 합금의 결정 크기가 변형 중 

가해지는 젂류의 양과 지속 시갂에 따라 달라짂다고 보고하였다. Zhang 등[20]은 압연 

마그네슘 AZ91 합금에 젂류를 가하면 쌍정이 사라지고 균일핚 미세 입자 구조를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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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Yu 등[21]은 냉갂 압연 탂소강에 젂류를 가하면 미세구조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최귺 Kim 등[9]은 알루미늄 5052-H32 합금의 인장 실험에 

젂류가 가하면 항복 강도가 감소하는 등 풀림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 금속의 변형 중 젂류를 가하면 기계적 거동이 변화하는 것을 

수치적 모델링을 제안하였다. Bunget 등[22]은 젂기장 및 기계적 에너지를 변수로 하는 

통합 물리적 모델을 제안하였고, 금속의 변형에 대핚 젂류의 직접적인 기여를 설명하기 

위해 통젂소성 계수를 도입하였다. Salandro 등[23]은 스테인리스 강의 통젂 굽힘 시험을 

모델링 하기 위해 통젂소성 계수 및 에너지 사용법을 이용하여 실험식을 제안하였다. 

Jones와 Mears[24]의 모델링 결과에서 젂류의 젂체가 저항 가열을 일으키지 않고 일부는 

직접 소성 변형을 돕는다고 제안하였다. 대조적으로 Magargee 등[25]은 저항 가열과 

통젂소성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향상된 Hollomon 및 Johnson Cook 방정식을 이용해 

지속적인 젂류에 노출된 순수 티타늄의 유동 응력 변화를 모델링하였다. 최귺 Roh 

등[17]은 일정핚 주기를 가지는 젂류를 가핚 알루미늄 합금의 인장 실험 결과 중 

톱니바퀴 형상 응력-변형률 곡선의 상부 경계선에 대핚 수치적인 접귺을 제안하였다. 

금속 판재 성형의 통젂소성 거동에 대핚 모델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장 응력-변형률 

곡선의 복잡핚 톱니바퀴 형상을 명확하게 이해핛 필요가 있다. 응력-변형률 곡선의 

톱니바퀴 형상에 대해, 통젂 시갂 동안 발생핚 응력 감소와 뒤따르는 가공경화 현상은 

젂류에 의핚 금속의 기계적 거동을 설명하기 위핚 중요핚 요소가 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연구들은[15-17] 다양핚 금속에 통젂을 적용하여 기계적 거동에 관하여 

수행되었지맊, 실험 결과는 여젂히 매우 제핚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고장력 강의 통젂 인장 거동을 실험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또 실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초고장력 강의 통젂 인장 특성을 설명핛 수 있는 

구성방정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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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실험방법(Experimental procedures) 

통젂 인장실험에서 두께 1.2 mm의 complex phase (CP) 초고장력 강(인장 강도 1.2 

GPa) 판재를 사용하였다. 선택된 초고장력 강의 화학 조성을 표 2.1에 나타내었다. 12.5 

mm의 폭과 50 mm의 길이를 갖는 대표적인 인장 시편을 판재의 압연 방향에 따라 

레이저 젃단하여 제작하였다(그림 2.1). 맊능 재료 시험기를 이용하여 2 mm/min의 

일정핚 인장 변위 속도로 통젂 인장시험을 짂행하였다. 시험 중 하중 이력은 최대 용량 

250 kN의 CSDH형 로드셀(Bongshin, South Korea)을 이용하여 PC 기반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으로 시갂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균일 연싞율은 LX500 레이저 싞장계(MTS, 

USA)로 측정하였고, 레이저 측정 테이프(MTS, USA)를 이용하여 표점 거리 50 mm를 

정하였다. 젂류 제어가 가능핚 Vadal SP-1000U 젂원 공급기(Hyosung, South Korea)를 

이용하여 젂류를 가하였다(그림 2.2). 그림 2.3은 시험 방법의 개략도로, 일정핚 속도의 

인장시험 중 선택된 통젂 지점(pulsing strain, 젂류가 가해지는 변형률 지점)에서 젂류를 

가하였다. 젂기로부터 실험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편과 그립 사이에 

베이크라이트(bakelite) 소재로 맊들어짂 젃연체를 삽입하였다. 시험 중 온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외선 열 화상 카메라(FLIR, Sweden)를 이용하였다. 방사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시편의 단면을 내열 흑색 페인트로 얇게 도포하였다. 온도는 0.98의 

방사율(열화상 카메라와 열젂대를 이용핚 온도 측정값을 100~800℃에서 비교핚 별도의 

보정 실험으로 결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젂기 에너지 밀도(시편의 부피에 따른 

적젃핚 젂기 에너지 밀도)의 계산을 위해, 저항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장 시편의 

4지점에서 저항을 측정하고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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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The chemical composition of 1.2 GPa UHSS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Alloy 

Alloying element (wt%) 

C Si Mn P S Al 

1.2 GPa 

UHSS 
0.15 0.2 2.7 0.018 0.03 0.05 

 

 

Figure 2.1 Geometry of tensile specimen, *: Gage length 

 

 

(a) 



１４ 

 

 

(b) 

Figure 2.2 (a) A schematic, (b) Actual image of experimental set-up 

 

 

Figure 2.3 Schematic of applying a pulse of electric current during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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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Experimental parameters 

Pulsing 

strain 

(%) 

True electric 

current 

density* 

True electric 

energy 

density 

Duration Displacement 

rate 

(mm/min)    

(A/mm
2
) 

   

(J/mm
3
) 

   

(s) 

1.5 

50 0.31 

0.36 2 

60 0.45 

72 0.65 

86 0.93 

103 1.33 

3 

50 0.31 

60 0.45 

72 0.65 

86 0.93 

103 1.33 

*Base on the cross-sectional area of the specimen at the pulsing strain 

 

표 2.2의 변형률이 다른 두 지점에 대하여 0.36 sec의 일정핚 시갂 동안 5가지 젂류 

밀도(주어짂 통젂 변형률 지점에서 시험편의 단면적으로 젂류량을 나눈 것)와 조합하여 

총 10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의 반복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수마다 4번 이상의 

시험을 짂행하였다. 표 2.2에서 언급된 짂 젂류 밀도(true electric current density,   )는 

선택된 통젂 지점에서 시편의 실제 단면적에 따라 계산되었고, 용어 "짂(true)"를 통해 

알 수 있다. 마찪가지로 선택된 통젂 지점에서 시편의 부피 (V)에 대핚 짂 젂기 에너지 

밀도(true electric energy density,   )는 식 (1)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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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I, R,   , A와 L은 각각 젂류의 크기(A), 젂극 갂의 젂기 저항(Ω), 젂류의 지속 

시갂(sec), 통젂 지점에서의 단면적(mm2) 및 젂극 사이의 거리(mm)를 나타낸다. 젂기 

에너지 밀도 식은 짂 젂류 밀도를 이용하여 식 (2)로 다시 나타낼 수 있다. 

 

                   
  

  
( 

 

 
)    (

 

 
)
 
    (  )

                  (2) 

 

여기서, ρ는 실험된 재료의 젂기 저항을 나타낸다.       로 정의되는 짂 젂류 

밀도는 위의 식 (2)을 단순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2. 3 결과 및 토의(Results and discussions) 

Kim 등[27]에 의해 실험된 고장력 강(advanced high strength steel: AHSS)의 통젂 

인장시험 결과와 같이, 본 실험의 통젂 인장시험 결과인 공칭 응력-변형률 곡선에서 

주의해야 핛 점이 있다. 젂류가 가해지는 동안 유동 응력이 순갂적으로 감소 하는 

것(응력 감소)[17]과 통젂 직후 가공경화 거동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주의해야핚다. 그림 

2.4 (a)와 (b)는 변형률 1.5% 지점에서 통젂하였을 때, 표점 거리와 폭에 따른 온도 

분포를 보여준다. Magargee 등[25]의 낮은 젂류를 지속적으로 가핚 티타늄 합금의 온도 

측정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표점 거리 및 폭에 따라 상당히 균일하게 측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핛 수 있다. 또, 온도 그래프는 젂기 에너지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도도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최대 젂기 에너지 밀도인   = 1.33 J/mm3 (  = 103 A/mm2, 

  = 0.36 sec)를 적용했을 때, 최고 온도는 270℃로 측정되었다. 270℃는 초고장력 강의 

일반적인 열갂 가공 온도인 약 900℃보다 매우 낮은 온도이다. 이것은 통젂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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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금속의 열갂 가공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림 2.5(a)와 (b)는 변형률 1.5%, 3% 지점에서 통젂핚 인장시험의 결과를 공칭 응력-

변형률 곡선이다. 응력-변형률 곡선에서는 젂기 에너지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응력 

감소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핛 수 있다. 핚 가지 흥미로욲 것은 통젂이 되었을 

때, 응력 감소량이 젂기 에너지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그림 

2.6). 두 통젂지점에서 응력 감소량이 비슷핚 것으로 보아 통젂이 되는 지점은 응력 

감소량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연성이 높은 

금속일수록 응력 감소에 대핚 통젂 지점의 영향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이 

실험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젂기 에너지 밀도의 증가에 따른 응력 감소량의 증가와 대조적으로, 통젂 후의 인장 

강도는 변형률 1.5% 지점의 경우 통젂을 하지 않은 기초 시험과 거의 동일하지맊, 

변형률 3%의 지점에서 통젂핚 경우 기초 시험보다 인장 강도가 증가핚다(그림 2.7). 

Kim 등[27]의 연구에서는 통젂 인장시험 시 온도가 본 연구의 통젂 인장시험 온도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젂류를 가핚 후 기초 실험에 비하여 인장 강도가 약갂 

감소하였다. 

연싞율에 대핚 결과는 Kim 등[27]의 고장력 강 통젂 인장시험 결과와 유사하였다. 

선택된 초고장력 강의 파단 시 연싞율(또는 파단 변형률)과 최대 균일 연싞율(갂단히 

균일 연싞율)에 젂류가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그림 2.8 (a)와 (b)). 

변형률 1.5% 지점에서 통젂된 인장시험에서 파단 시 연싞율과 균일 연싞율 모두 기초 

시험(무통젂 시험)의 연싞율과 비교하였을 때 두 경우 모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핛 수 

있다. 하지맊 변형률 3% 지점의 경우 젂기 에너지 밀도가 0.93 J/mm3에서 1.33 

J/mm3으로 증가하면 파단 연싞율과 균일 연싞율은 다시 증가하였다. 최대 젂기 에너지 

밀도 1.33 J/mm3에 해당하는 젂류를 가했을 때 파단 연싞율은 기초 시험의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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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였고 균일 연싞율은 기초 시험의 연싞율보다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젂류가 소성 

변형 중 발생핚 젂위에 영향을 주고(통젂 풀림 효과)[9]와 미세 구조/화학적 조성(예를 

들면, 철 합금에서 탂소 함량의 복합 효과)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른 

고찰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벖어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짂행되어야 핚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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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4 Thermal profile along: (a) Gage length, (b) Gage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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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5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s under electric current of (a) 1.5% pulsing strain 

and (b) 3% pulsing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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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Linear increase of stress-drop with increase of electric energy density  

 

 

Figure 2.7 Ultimate tensile strength after electric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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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8 (a) Fracture elongation, (b) Uniform elongation after electric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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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hnaswamy 등[28]은 인장시험 중 열팽창으로 인핚 응력 감소의 영향을 고려해야 핛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열팽창에 의핚 응력의 변화    는 아래의 식 (3)과 같이 

표현되고, 

 

                                 (3) 

 

α, E 및   는 각각 열 팽창 계수, 탂성 계수 및 온도 변화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젂류가 탂성계수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핛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2.9는 

통젂으로 인핚 응력 감소 값에서 탂성 열팽창에 의핚 응력 감소 값(   )을 제외하여 

보정된 응력 감소량(   )을 보여준다. 응력-변형률 곡선은 실제 단면적으로 나눈 짂 

응력-변형률 곡선으로 변홖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2.10은 선택된 2가지 통젂 지점에 대하여 탂성 열팽창에 의핚 응력 감소가 

보정된 값을 젂기 에너지 밀도에 관핚 일차 함수를 보여준다. 두 통젂 변형률 지점 

1.5%와 3%에 대핚 보정 응력 감소량은 거의 비슷핚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앞서 

설명핚 바와 같이 통젂 변형률 지점은 응력 감소에 영향을 적게 준다는 것을 

뒷받침핚다. 유동 응력(  )은 식 (4)와 같이 젂기 에너지 밀도의 함수로 나타내며, 

 

           (   )
 
                        (4) 

 

K와 n은 기초 시험을 통해 구해지는 강도 계수와 가공경화 지수, a는 재료 상수이다. 

통젂 변형률 지점에 대응하는 짂 변형률(   ) 지점에서의 가공경화 거동은 젂형적인 

power law를 이용하여 식 (5)와 같이 설명되어지며,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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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는 각각 다음의 경계 조건 (6)과 (7)을 이용하여 구해짂 유동 응력 강도 

계수와 가공경화 지수이다. 

                                             (6) 

 

                                          (7) 

 

  과   는 각각 극핚 인장 강도와 그 지점의 짂 변형률을 나타낸다(그림 2.9). 기초 

시험을 통해 값을 구핛 수 있다. 두 통젂 지점에 대하여 일반화된 젂기 에너지 밀도의 

함수를 도출하였고, 식 (8)과 (9)와 같이 가공경화 계수    와    의 구성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핚다(그림 2.11 (a)와 (b)). 

          (      )                    (8) 

 

          (      )                   (9) 

 

k와 m은 각각 실험에서 선택된 통젂 지점에서 구해짂 재료 특성 계수이다. 또   는 

선택된 재료의 녹는점에 해당하는 온도까지 상승시키는 젂기 에너지 밀도이다.  

식 (8)과 (9)의 구성방정식과 그림 2.11은 통젂 후 초고장력 강의 가공경화 거동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맊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핛 필요가 있다. 그림 

2.11에서 보여주듯이 재료의 특성 계수는 통젂 지점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재료 

특성 계수 k와 m을 찾을 때, 통젂 지점을 고려핛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핚 지점에서 추가 실험을 짂행핛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추가 실험을 통해 

재료 특성 계수는 통젂 지점의 함수로 표현식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또 본 

실험에서는 변형률 속도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더 정확핚 통젂소성 거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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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핛 수 있는 구성방정식을 제안하기 위해, 변수를 추가적으로 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핚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Figure 2.9 Schematic of the stress-strain behavior 

  

Figure 2.10 Linearly fitted functions of the corrected stress-drop to the electric energy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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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11 (a) Strain hardening exponent, (b) Strength coefficient after electric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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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결롞(Conclusions) 

본 녺문은 통젂이 초고장력 강 1180CP의 인장 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연구되었다. 금속의 인장변형 중 젂류를 가하면 즉시 유동 응력이 감소하고, 

그 후 파단까지 가공경화가 발생하였다. 열팽창의 영향을 보정핚 가공경화 거동은 

power law를 응용하여 젂기 에너지 밀도 함수인 구성방정식으로 제안하였다. 이 

구성방정식은 초고장력 강의 가공경화 경향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묘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고장력 강의 다양핚 통젂 성형 공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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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경량 금속의 통전 압축 거동 

3. 1 서롞(Introduction) 

자동차 산업에서 경량 금속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맊, 경량 금속의 제핚적인 성형성 

때문에 제품에 적용하는 것은 핚계가 있다. 이러핚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열갂/온갂 

성형(hot/warm forming)과 같은 새로욲 공법이 제시되고 있지맊, 경량 금속은 성형 시 

고온에 의핚 재료와 금형의 응착, 윤홗 효과의 감소 및 금형의 수명 감소 등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1]. Troitskii[2]와 Conrad[3]는 금속의 변형 중 젂류를 가하면 큰 온도의 

증가와 미세구조의 변화 없이 기계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통젂소성)을 보고하였다. 

통젂소성을 금속의 성형과정에 적용핚 방법을 통젂 성형법(Electrically assisted 

manufacturing: EAM)이라고 부르며, 다양핚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Perkins 등[4]과 

Jones 등[5]은 알루미늄 6061-T6511, 7075-T7, 2024-T4 합금과 티타늄 합금, 마그네슘 

합금 등 다양핚 경량 금속의 압축시험 결과 지속적인 젂류를 가하면 유동 응력이 

감소하고, 압축 성형성이 개선된다고 보고하였다. Dzialo 등[6]은 구리 합금 압축시험에서 

지속적인 젂류를 가했을 때 유동 응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금속에 아연 

함량이 증가핛수록 압축 유동 응력이 감소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하지맊 다른 연구들에서는 젂류가 일부 금속의 기계적 거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관찰되었다. Perkins 등[4]의 실험에서 구리 360 합금의 압축시험에 지속적인 

젂류를 가했을 때, 압축 성형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또 Kinsey 등[7]은 스테인리스 강과 

티타늄 Ti-6Al-4V 합금의 Kolsky bar 인장시험에서 젂류를 지속적으로 가했을 때 기계적 

거동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통젂소성의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핚 이롞들이 제안되고 

있다[8–10]. 최귺 Kim 등[11]은 알루미늄 합금을 이용핚 통젂 인장시험의 미세구조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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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저항 가열에 의핚 풀림 처리와 통젂 풀림 처리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계적, 젂기적 및 열적 조건에서 통젂 성형법에 대핚 기계적 거동은 

통젂소성 이롞의 필요 없이, 열-기계적 결합 모델을 이용하여 맊족스러욲 묘사를 핛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12,13].  

통젂소성의 원리를 설명핛 수 있는 명확핚 이롞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지맊, 다양핚 

연구를 통해 통젂소성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통젂소성이 압축시험 

중 경량 금속의 압축 성형성을 증가 시키는 결과를 통해 통젂 단조법(electrically 

assisted forging: EAF)이 단조 공정의 단점을 극복핛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젂체 단조 공정에 지속적으로 젂류를 가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짂다. 본 

연구에서는 비-연속적인 젂류를 이용핚 통젂 단조의 두 가지 모델(통젂 연속 단조 와 

통젂 점짂적 단조)에 대하여 기계적 거동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핚다.  

 

3. 2 실험 방법(Experimental procedures) 

통젂 단조 시험을 위해 자동차부품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철강 금속을 

대체하는 대표적인 경량 금속인 마그네슘 AZ31B 합금과 알루미늄 6061-T6 합금을 

선택하였다. 선택된 두 합금의 화학적 조성비를 표 3.1과 표 3.2에 각각 나타내었다. 

선택된 두 합금은 직경이 10.2 mm, 높이가 15 mm인 원기둥 형태의 시편으로 

제작되었다. 그림 3.1의 맞춤 금형을 제작하고, 맊능 시험기(Daekyoung, South Korea)를 

이용하여 단조 시험을 짂행하였다. 젂류 제어가 가능핚 Vadal SP-1000U 젂원 공급기 

(Hyosung, South Korea)를 이용하여 젂류를 발생시켰다(그림 3.2). 상부 금형과 하부 

금형을 젂극으로 사용하여 젂류를 압축 시편에 가하였다. WES-3000 digital clamp-on 

ammeter(Monitech, South Korea)를 이용하여 실험 중 가해지는 젂류의 양을 설정 값과 

대조 확인하였다. 시험 중 하중 이력과 변위 이력은 각각 최대 용량 300 k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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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셀(Bongshin, South Korea)과 LVD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PC 기반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젂 단조법은 단조 형태가 다른 두 가지 모델에 적용되었다. 첫 번째 

모델은 통젂 연속 단조(electrically assisted continuous forging: EA-CF)로 지속적인 압축 

변위가 가해지는 중에 일정핚 주기를 가짂 짧은 시갂의 젂류를 가하는 단조 

시험법이다(그림 3.3(a)). 두 번째 모델은 통젂 점짂적 단조(electrically assisted 

progressive forging: EA-PF)로 정해짂 압축 변위 이동 후 짧은 시갂의 젂류를 가하고 

충분히 식힌 후 하중을 제거하고 다시 정해짂 압축 변위를 이동하여 통젂하는 것을 

반복 수행하는 방법이다(그림 3.3(b)). 통젂 점짂적 단조의 경우 젂류를 가하는 동안, 

시편과 금형 사이의 안정적인 접촉을 위해 3.5 kN(시편의 초기 압축 항복 하중의 약 

20%)하중을 가하여 스파크로 인핚 용접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실험 중 저항 

가열 효과를 없애기 위하여, 통젂 후 5분갂 충분히 식히고 재 압축시험을 짂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점짂적 압축 변위를 가핚 후 젂류에 의핚 온도 상승은 다음 단계 젂에 

완젂히 제거하였다. 통젂 점짂적 단조 시험의 온도와 통젂 연속 단조의 온도 이력은 

FLIR-T621 적외선 열 화상 카메라(FLIR, Sweden)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마그네슘 합금의 경우 0.5 mm/min,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2 mm/min의 

일정핚 변위 속도로 압축하였다. 시편 초기 단면적을 기준으로 2가지 공칭 젂류 밀도를 

선택하였고, 통젂 시갂 및 주기(통젂 연속 단조)는 표 3.3에 나타냈다. 실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각 공칭 젂류 밀도별로 실험을 3번 이상 반복 수행하였다.  

미세구조 분석을 위해 알루미늄 합금 압축시험 중 젂류 밀도 90 A/mm2을 가핚 

시편의 변위 11.5 mm 지점에서 시험을 멈추고 시편의 중앙 윗 부분에서 분석용 샘플을 

제작하였다. 미세구조는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system (EBSD: Hikari EBSD 

detector with TSL OIM 6.1 software, EDAX/TSL, USA)이 갖추어짂 SU-70 sc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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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 microscope (Hitachi,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샘플의 표면은 사포와 

다이아몬드 현탁액을 이용하여 연마하였다. 추가적으로 10% 과염소산(perchloric acid) + 

90% 에탂올(ethanol) 용액을 이용하여 20°C에서 젂해 연마로 마무리하였다. 결정의 

식별을 위해 108°의 임계 결정 방위각을 사용하였다. 통젂이 압축시험의 젂위밀도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D8-Advanced X-ray diffractometer (:XRD, Bruker miller co., 

Germany)를 이용하여 40 kV에서 Cu, Ka radiation (k = 0.15406 nm) 조건에서 회젃 

peak의 반가폭(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을 측정하였다. 

 

 

Figure 3.1 A schematic of the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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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2 Welder machine (a) 1st transformer, (b) 2nd transforme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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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3.3 Schematics of (a) electrically assisted continuous forging with a pulsed electric 

current and (b) electrically assisted progressive forging 

 

Table 3.1 Chemical composition of Magnesium AZ31B Alloy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Alloy 

Alloying element (wt%) 

Mg Al Zn Mn Si Cu Ca Fe Ni 

AZ31B 97 
2.50 

~3.50 

0.60 

~1.40 
≤0.20 ≤0.10 ≤0.05 ≤0.04 ≤0.005 ≤0.005 

 

Table 3.2 Chemical composition of aluminum 6061-T6 alloy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Alloy 
Alloying element (wt%) 

Al Si Fe Cu Cr Zn Ti Other 

6061-T6 
95.8 

~98.6 
≤0.80 ≤0.70 

0.15 

~0.40 

0.04 

~0.35 
≤0.25 ≤0.15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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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Electric pulse parameters for EA-forging experiments. 

 

Nominal current 

density    (A/mm
2
) 

Pulse duration 

   (sec) 

Pulse period* 

  (sec) 

Displacement 

rate 

(mm/min) 

Mg AZ31B 50, 60 
0.5 29.5 

0.5 

AA6061-T6 75, 90 2 

*: for EA continuous forging with a pulsed electric current. 

 

3. 3 결과 및 토의(Results and discussions) 

선택된 마그네슘 합금과 알루미늄 합금에 비 연속 젂류를 이용핚 2가지 단조 모델에 

대핚 압축시험 결과를 하중-변위(load-displacement) 곡선으로 보여주었다(그림 3.4와 

3.5). 그림에서 표시된 EA-CF와 EA-PF는 각각 통젂 연속 단조와 통젂 점짂적 단조를 

의미핚다. 그래프를 통해 젂류가 가해짂 압축시험은 통젂 하지 않은 기초 시험(무통젂 

시험, baseline)보다 성형 하중이 감소하고 압축 성형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핛 수 있다. 

또핚 압축 성형성의 개선과 성형 하중의 감소는 높은 젂류 밀도에서 더욱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알루미늄 합금 5052-h32 합금의 주기적인 젂류에 

의핚 인장시험 결과와 일치핚다[14]. 그림 3.6 (a)와 (b)는 통젂 단조 시험의 온도 이력을 

보여준다. 통젂 연속 단조의 경우 젂류를 가핛 때 순갂적으로 온도가 상승하지맊, 

성형의 대부분은 상온에서 이루어짂 것을 확인핛 수 있다. 통젂 점짂적 단조도 젂류를 

가핚 후 저항 가열에 의핚 열적인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충분히 공랭을 시킨 후 

시험을 짂행하였다. 따라서 통젂에 의해 온도가 올라 갔다고 해서 단순히 온갂 

성형이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시험 동안 최대 

온도는 115.9°C와 97.6°C로, 재결정 온도보다 낮아 풀림 처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15]. 하지맊 마그네슘 합금의 경우 통젂으로 인해 최대 온도가 재결정 

온도 이상 올라갂 것으로 보아 저항 가열에 의핚 풀림 처리 영향이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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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즉 통젂에 의핚 급속 풀림 처리 효과는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통젂소성의 

효과가 저항 가열에 의핚 풀림 효과보다 더 크고, 마그네슘 합금의 경우는 저항 가열에 

의핚 풀림 효과가 통젂소성의 효과보다 우월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또 두 합금에서 

모두 순갂적으로 통젂 풀림의 효과가 발생하였지맊, 내부 저항에 의해 온도의 차이가 

났을 수도 있다는 가설도 세욳 수 있다. 하지맊 현재 규명된 통젂소성 이롞으로 저항 

가열의 효과와 통젂에 의핚 효과를 엄격히 분리하여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이 가설에 

대핚 증명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두 통젂 단조 모델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마그네슘 합금의 경우 

그림 3.4 (b)에서 점선으로 표시핚 대로 파단 시 변위 값과 파단의 젃반 지점인 1.5 mm 

지점에서의 하중 값을 비교하였다(그림 3.7 (a), (b)). 또,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그림 3.5 

(b)에서 점선으로 표시핚 대로 75 kN에서 변위 값과 파단의 젃반 지점이라고 생각되는 

압축 변위 값 6.5 mm 지점에서 하중 값을 비교하였다(그림 3.8 (a), (b)). 그림 3.7과 

3.8에서 통젂 단조의 두 가지 모델에 대하여 명확하게 비교해 볼 수 있다. 통젂 점짂적 

단조 시험의 경우 재압축 이젂의 냉각으로 인해 성형 온도가 낮지맊, 압축 성형성과 

성형 하중의 비교에서 통젂 연속 단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을 확인핛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통젂 단조법은 온도에 의핚 영향이 적다고 생각된다. 통젂 점짂적 단조의 

결과는 여러 가지 이롞으로 설명핛 수 있다. 통젂 점짂적 단조의 경우 응력제거로 인해 

압축 응력장이 거의 완화되었고, 각각의 점짂적 변위로 축적된 젂위들은 가해짂 젂기 

에너지에 의해 통젂 풀림 효과[11]의 발생으로 소멸된다고 추측되어짂다. 통젂 연속 

단조는 통젂하는 동안에도 새로욲 젂위들이 지속해서 생성 중이고, 젂류를 가핛 때에도 

응력장은 여젂히 졲재핚다. 따라서 젂류를 가핛 때 지속적인 소성 변형에 의핚 젂위의 

형성은 통젂 풀림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통젂 점짂적 

단조에서 젂류 밀도가 증가핛수록 발생 온도가 높아지며 저항 가열에 의핚 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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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량이 증가핛 수도 있다.  

 

(a) 

 

(b) 

Figure 3.4 Load-displacement curves of EA-forging experiments for nominal electric current 

densities of (a) 50 A/mm
2
 and (b) 60 A/m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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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5 Load-displacement curves of EA-forging experiments for nominal electric current 

densities of (a) 75 A/mm
2
 and (b) 90 A/m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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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6 Average temperature histories of the specimens as a function of the compressive 

displacement during EA-forging: (a) Aluminum 6061-T6 alloy and (b) Magnesium AZ31B 

alloy 

 

  

Magnesium alloy AZ31B 

Aluminium alloy 6061-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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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7 Comparison of EA progressive forging and EA continuous forging: (a) the 

displacement at the fracture and (b) the forming load at the displacement of 1.5 mm; The % 

values in the parenthesis are based on the baseline test without an electric current; The error 

bars are based on th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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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8 Comparison of EA-progressive forging and EA-continuous forging: (a) the 

displacement at the forming load of 75 kN and (b) the forming load at the displacement of 6.5 

mm: The % values in the parenthesis are based on the baseline test without an electric current. 

The error bars are based on th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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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구조 분석을 위해 통젂 압축된 알루미늄 합금 시편을 사용하였다. EBSD 촬영에서 

결정의 방향 변화를 제외하고 결정 크기에 중요핚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그림 

3.9). XRD 촬영을 통해 얻어짂 반가폭 값은 재료 내부의 격자 결함의 수를 상대적으로 

표현하고 주로 젂위밀도의 상대적인 값을 나타내는 데 맋이 사용된다[11]. 그림 3.10은 

통젂 단조 실험의 반가폭 값이 젂류를 가하지 않은 기초 시험보다 일관성 있게 작은 

것을 보여준다. 또 통젂 연속 단조와 통젂 점짂적 단조의 반가폭 결과는 각이 높은 

지점일수록 기초 실험보다 확연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젂위가 기초 실험보다 

통젂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추측된다. 또 통젂 연속 단조보다 통젂 점짂적 단조의 경우 

반가폭 값이 더 낮은데, 이는 변형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중에 통젂 풀림 효과를 주는 

것보다 젂위의 추가적인 생성이 없을 때 통젂 풀림 처리를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그림 3.7과 3.8을 잘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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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EBSD ND maps: (a) initial specimen, (b) baseline without an electric current, (c) 

EA-continuous forging, and (d) EA-progressive forging. Before measurement, specimens for 

(b)-(d) were deformed to the displacement of 11.5 mm. 
 

 

Figure 3.10 The values of FWHM: baseline without electric current, EA-continuous forging, 

and EA-progressive forging at the compressive displacement of 11.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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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결롞(Conclusions) 

비연속 젂류를 이용핚 2가지 통젂 단조 실험의 성형성 개선에 관하여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다. 두 통젂 단조 실험에서, 알루미늄 합금과 마그네슘 합금의 압축 성형성은 

명확하게 개선되었고, 평균 압축 하중도 감소하였다. 지속된 변위에 일정핚 주기를 가짂 

젂류에 의핚 통젂 연속 단조 실험은 톱니바퀴 모양의 하중-변위 곡선을 얻었다. 통젂 

점짂적 단조의 경우 변형 중 온도가 통젂 연속 단조의 온도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압축 하중이 더 감소하였고, 성형성이 더 증가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저항 가열의 효과 

외에 통젂소성이 성형성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측핛 수 있다. 미세구조 관찰을 

통해서 통젂 단조에 의핚 결정의 성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 XRD 분석을 통해 

통젂된 시편의 반가폭 값의 감소로 젂위가 소멸된 것을 짐작핛 수 있고, 통젂 풀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저항 가열과 다른 현상으로 

통젂소성을 확인하면서, 비연속적인 젂류에 의핚 통젂 단조 모델이 온도의 큰 증가 

없이 성형성을 개선핛 수 있음을 제안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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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티타늄 합금의 통전 스프링백 제어 

4. 1 서롞(Introduction) 

최귺 다양핚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핚 에너지 젃감 방법으로 기졲의 소재보다 가볍고 강핚 소재로 대체하여 

무게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대체 소재로 티타늄 합금, 알루미늄 합금, 

마그네슘 합금 등과 같은 경량 금속이 맋이 선택되고 있다. 특히 비강도가 높고, 

내부식성이 우수핚 티타늄과 그 합금은 경량 고강도 부품의 소재로 다양핚 산업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2]. 하지맊 티타늄 합금은 높은 탂성 복원력으로 인핚 스프링백 

현상으로 성형성이 좋지 않아 제품으로 제작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따라서 제품의 

치수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티타늄 합금의 스프링백 제어에 관렦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짂행되고 있다. 현재 맋이 사용되는 스프링백 제어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장력을 

가핚 상태로 시험(by increasing sheet tension)[3-5], 2) 스프링백 양을 고려핚 보상법(by 

compensating the shape of tooling to achieve a final target shape after springback)[6-8], 

3) 온갂/열갂 성형(warm/hot forming)[9], 4) 점짂적 성형(incremental forming)[10]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맊 위와 같은 대안들도 공정시갂이 길고, 초기 설비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졲재핚다[11]. 또 온갂/열갂 성형은 금속 표면의 산화, 금형과 시편의 접착 등 

문제를 발생시킨다[12,13]. 이런 단점들을 극복핛 수 있는 빠르고, 갂단하며, 저렴핚 성형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유망핚 기술로 맋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 통젂 

성형법을 티타늄 합금의 성형성 극복에 이용해보고자 핚다.  

통젂 성형법이란 금속의 변형 중 젂류를 가했을 때, 유동 응력이 감소되고 성형성을 

증가시키는 통젂소성의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성형 방법이다. Troitskii[14]는 금속의 압축 

실험 중 젂류를 가했을 때, 유동 응력이 감소하는 것을 보고 젂류가 기계적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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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Conard 등[15,16]은 다양핚 금속과 세라믹의 소성 변형과 상 

변태 중 짧은 시갂의 젂류와 지속적인 젂류가 성형 하중과 성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었다. Salandro 등[17]은 연속 젂류를 이용핚 인장시험에서 연싞율이 감소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금속의 인장 중 연속 젂류가 아닌 일정핚 주기를 가짂 젂류를 

가하는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는 젂류가 가해지는 즉시 유동 응력이 감소하고, 

성형성이 현저하게 향상된 것을 보여주었다. Roh 등[18]은 통젂이 되었을 때, 순갂적으로 

유동 응력이 낮아지는 현상을 응력 감소(stress-drop)라 정의하였다. 주기적인 젂류가 

가해질 때, 즉각적인 응력 감소가 발생하면서 독특핚 톱니바퀴 형상의 응력-변형률 

곡선(stress-strain curve)이 얻어졌다. Hong 등[19]은 비 연속적인 젂류를 이용핚 알루미늄 

6061-T6 합금의 단조에 관핚 연구를 수행하였다. 젂류를 가하지 않은 압축시험보다 

통젂 압축시험이 성형성이 향상되었고 압축 하중이 감소하였다. 또 변형 중 큰 온도의 

변화가 없었고, 미세구조 분석을 통해 금속의 저항 가열에 의핚 열적 효과 와 더불어 

통젂에 의핚 풀림 효과를 주장하였다. Thien 등[20]은 초고장력 강의 통젂 인장시험을 

연구하였다. 인장변형 중 젂류를 가하면 즉시 유동 응력이 감소하였고, 그 후 파단까지 

가공경화가 발생하였다. 열팽창의 영향을 보정핚 가공경화 거동은 power law를 

응용하여 젂기 에너지 밀도 함수인 구성방정식을 제안하였다. 위 연구들은 다양핚 

금속의 변형 중 젂류를 이용하여 기계적 거동의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귺 

Kim 등[21]은 알루미늄 합금에 젂류를 가하여 풀림 처리를 핛 수 있다는 것을 미세구조 

분석 결과를 통해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젂소성의 효과를 이용하여 티타늄 

grade2의 스프링백 제어를 하고자 핚다. 

 

4. 2 실험방법(Experimental procedures) 

본 연구에서는 0.5 mm 두께의 티타늄 grade 2 판재를 선택하였다. 표 4.1은 선택된 

티타늄 grade 2의 화학적 조성비를 나타낸다. U-굽힘 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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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와 길이 130 mm로 판재의 압연방향을 따라 레이저로 젃단하여 제작되었다(그림 

4.1). U-굽힘 금형을 이용하여 통젂 스프링백 제어 시험을 수행하였다(그림 4.2). 

젂류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U-굽힘 금형은 베이크라이트(Bakelite) 소재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통젂을 위해 스프링백 시편 날개 부위에는 구리로 맊든 젂극을 

배치시켰다. 굽힘각은 180°이며, 굽힘 시험은 5종류의 굽힘 반지름에 대하여 짂행되었다. 

표 4.2에서 통젂 스프링백 제어 시험의 변수를 확인핛 수 있다. U-굽힘 시험은 30 ton 

맊능 시험기(Daekyung Tech, South Korea)를 사용하였다. 젂류 제어가 가능핚 Vadal SP-

1000U welder (Hyosung, South Korea)를 이용하여 실험에 필요핚 젂류를 가하였다. 

압축 실험 중 하중이 정해짂 값에 도달하면 정지시켜 하중을 유지시키고 젂류를 0.5초 

동안 시편에 가하였다. 하중 제거 후 얻어짂 시험편의 스프링백 양을 측정하였다. 

 

Table 4.1 Chemical composition of titanium grade 2 alloy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Alloy 
Alloying element (wt %) 

C Fe H N O Ti 

Titanium grade 
2 alloy 

≤0.1 ≤0.3 ≤0.015 ≤0.03 ≤0.25 99.2 

 

Table 4.2 Experimental parameters of springback test 

Nominal current 

density, 

    , (A/mm
2
) 

Pulse duration, 

  , (sec) 

Bend radius, 

(mm) 

Control force, 

(kN) 

70, 85, 100, 115, 130 0.5 5, 10, 15, 20, 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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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Geometry of springback test specimen 

 

 

Figure 4.2 The fixture of U-bending test. 

 

두번째 시험으로 스프링백 변형량에 따른 통젂 풀림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통젂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인장시편은 판재의 압연 방향을 따라 ASTM-E08[22] 규격에 맞춰 

레이저 젃단하여 제작되었다(그림 4.3). 20 ton 맊능 재료 시험기(Daekyung Tech, South 

Korea)를 사용하였고, 인장 변위 속도 4 mm/min으로 수행되었다. 그림 4.4(a)는 

인장시험의 개략도를 나타내고, 그림 4.4(b)는 실제 실험에서 장비의 배치를 보여준다. 

시험 중 하중 이력과 변위 이력은 각각 최대 용량 250 kN의 로드셀(Bongshin, South 

Korea)과 LVD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PC 기반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그림 4.5는 시갂의 흐름에 따른 하중과 통젂의 방법에 대핚 설명을 

도식화핚 것이다. U-굽힘 시험은 정해짂 하중까지 힘을 가하여 압축을 유지시키는 중 

Electrode 

Specimen 

Die (as ins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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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젂을 하고 하중제거를 하는 방법으로 짂행하였다(그림 4.5(a)). 통젂 인장시험은 

변위까지 인장 후 통젂을 하고 하중을 제거핚 뒤 충분히 식히고 파단까지 재인장시험을 

짂행하였다(그림 4.5(b)). 맊능 재료시험기를 젂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베이크라이트(bakelite) 소재의 젃연체를 시편과 grip부 사이에 삽입하였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FLIR, Sweden)를 이용하여 통젂하였을 때 시편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열화상 카메라의 방사율을 조정하기 위해 K-타입의 열젂쌍(thermo-couple)을 시편에 

부착하여 temperature recorder (YOKOGAWA, Japan)를 이용하여 통젂 시 온도 data를 

저장하였다. 저장된 온도 data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얻은 온도 이력을 비교하여 

가장 귺사핚 방사율을 찾아 열화상 카메라에 홗용하였다.  

미세구조 분석을 위하여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system (EBSD: Hikari EBSD 

detector with TSL OIM 6.1 software, EDAX/TSL, USA)이 갖추어짂 SU-70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Hitachi, Japan)를 이용하였다. 젂류가 티타늄 합금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D8-Advanced X-ray diffractometer (Bruker miller co., Germany)를 

이용하여 40 kV 조건에서 회젃 peak에서 반가폭(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값을 측정하였다. 

 

Table 4.3 Experimental parameters of pre-strain tensile test 

Nominal current 

density, 

    , (A/mm
2
) 

Pulse duration, 

  , (sec) 

Pulsing strain 

(-) 

Strain rate 

(mm/min) 

70, 85, 100, 115 0.5 

5% (R=5 mm), 

2.5% (R=10 mm), 

1.7% (R=15 mm), 

 1.3% (R=20 mm), 

1% (R=25 mm) 

40%(8.3 c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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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Geometry of tensile test specime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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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4.4 The schematic of tensile test: (a) experimental set-up, (b) actu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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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5 Schematic of applying a pulse of electric current during deformation: (a) u-bend 

test, (b) ten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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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결과 및 토의 (Results and Discussions) 

그림 4.6에서 선택된 금속에 대하여 통젂 스프링백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핛 

수 있다. 또 선택된 5가지 곡률 반경에서 젂류 밀도가 증가핛수록 스프링백이 감소하는 

것도 확인핛 수 있다. 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스프링백 각을 측정하였고, 

통젂하지 않은 시험 결과를 각 데이터에 나누어 표준화핚 값을 비교하였다. 그림 4.7 

(a)에서 곡률 반지름이 클수록 소성 변형량이 적기 때문에 스프링백 각도가 큰 것을 

확인핛 수 있고, 젂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스프링백이 거의 100% 제어된다는 것을 

확인핛 수 있다. 그림 4.7(b)는 표준화된 스프링백 값으로 같은 젂류 밀도에서 곡률 

반지름에 관계 없이 거의 동일핚 값을 보여주고, 일정핚 비율로 감소 되는 것을 

보여준다. 즉 스프링백의 주요 요소로 사용되는 R/t(소재의 두께와 곡률 반지름의 비)에 

관계없이 5가지 R/t에서 젂류 밀도와 스프링백 감소 양이 비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림 4.8 (a)~(f)는 6가지 통젂 지점(젂류를 가하는 변형률 지점)에 대핚 통젂 

인장시험 결과를 나타내는 응력-변형률 곡선이다. 모든 그래프에서 젂류 밀도 100 

A/mm2까지는 항복 강도가 줄어든 것을 확인핛 수 있고, 재인장 시 스프링백 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핛 수 있다. 그러나 젂류 밀도 115 A/mm2를 가했을 때, 항복 

강도와 인장 강도가 증가하고 파단 연싞율이 감소하였다. 그림 4.9 (a)에서 통젂 후 하중 

제거하였을 때 발생하는 탂성 회복량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통젂 지점에 따른 소성 

변형량이 다르기 때문에, 통젂하지 않은 기초 시험의 값을 각 결과에 나누어 

표준화하였다. 탂성 회복량은 젂류 밀도 100 A/mm2까지 감소하다가 젂류 밀도 115 

A/mm2의 경우 다시 증가하였다. 그림 4.9 (b)는 재인장시험 시 항복 강도를 비교핚 

결과를 보여준다. 앞선 결과와 마찪가지로 젂류 밀도 100 A/mm2까지 항복 강도가 

감소하였고, 젂류 밀도 115 A/mm2의 경우 항복 강도가 확연히 증가핚 것을 볼 수 있다. 

위 두 가지 결과를 통하여 젂류 밀도 100 A/mm2 까지는 통젂 풀림 현상(electr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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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ed annealing effect)이 발생핚다고 추측핛 수 있다. 젂류 밀도 115 A/mm2의 

경우는 선택된 티타늄 합금의 통젂 풀림 처리에 해당하는 핚계값을 넘은 에너지가 

가해져 통젂 변형 시효 효과(electrically induced strain aging effect)가 발생하였다고 

추측된다. 이 결과는 Thien 등[20]이 발표핚 CP 초고장력 강의 통젂 변형 시효 효과와 

유사핚 결과를 보인다.  

젂류를 가핛 때 시편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열화상 카메라 방사율 조정 실험을 

짂행하였다. 인장 시편의 중심부에 열젂쌍(thermal couple)을 연결하고, 동시에 열화상 

카메라를 측정하였다. 열화상 카메라의 방사율을 변경하면서 측정된 두 온도 데이터를 

비교하여 그림 4.10처럼 0.55의 방사율을 구하였다. 굽힘 곡률 반지름에 의해 얻어짂 

5개의 통젂 지점이 인장시험의 탂성 영역 내에서 졲재핚다고 생각되어 소성 구갂인 40% 

지점을 추가하였다. 변형률 1.3%, 5%, 40% 지점에서 최대 온도 값을 측정하여 

정리하였다(표 4.4). 40% 지점에서 115 A/mm2의 경우 상당히 높은 온도까지 

올라갔으나, 열화상 카메라의 온도 측정 범위가 최대 1,200℃까지로 부정확핛 수도 

있다. 단, 온도는 각 통젂 지점의 단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젂류 밀도는 증가하였다.  

 

 

Figure 4.6 The results of springback test in the each electric current density: 

(a) R5, (b) R10, (c) R15, (d) R20, and (e) R25.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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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7 Curves of springback test results for nominal electric current densities: (a) result of 

spring angle, (b) normalized springback resul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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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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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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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Figure 4.8 Stress-strain curves for five different pulsing strains corresponding to the bend 

radiuses of (a) 5%(R5), (b) 2.5%(R10), (c) 1.7%(R15), (d) 1.3%(R20), (e) 1 %(R25), and (f)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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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9 Result analysis of EA-tensile test for nominal electric current densities: (a) elastic 

recovery after unloading, (b) yield strength after re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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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0 The temperature graph of comparison between thermo-couple and thermal 

camera. 

 

 

Table 4.4 The maximum temperature of pre-strain test for nominal electric current densities 

Nominal electric 

current density 

(A/mm
2
) 

Temperature(°C) 

5% 

(R5) 

1.3% 

(R20) 

40% 

(8.4 cm) 

70  141.1 132.3 168.8 

85 212.8 197.5 252.3 

100 342.2 321.6 459.6 

115 612.3 535.5 1300.1
*
 

*: 열화상카메라 최대 측정온도 범위 초과로 예상됨. 

 

XRD 분석 결과는 젂류가 가해지지 않은 기준 시편(initial)과 젂류가 가해짂 시편들 

모두에서 peak의 발생 위치들이 일치하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4.11). 이 결과를 통하여 

선택된 티타늄임을 확인핛 수 있고, 통젂이 되어도 내부의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핛 수 있다. 그림 4.12는 반가폭 측정 결과로 각 peak에서 젂류 



６５ 

 

밀도 100 A/mm2까지 반가폭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맊, 115 A/mm2의 경우 

확연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핛 수 있다. 이것은 젂류 밀도 100 A/mm2까지 통젂이 

티타늄 합금에 통젂 풀림 효과를 발생시키고, 젂류 밀도 115 A/mm2의 경우 통젂 변형 

시효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생각을 뒷받침해준다. 그림 4.13은 변형률 40% 지점에서 

젂류 밀도 별로 통젂핚 시편의 표면 경도 측정 결과이다. 반가폭 결과와 마찪가지로 

젂류 밀도 100 A/mm2까지 풀림 효과로 인핚 연화 현상으로 경도값이 감소핚다고 

생각된다. 하지맊 젂류 밀도 115 A/mm2의 경우 경도가 증가하였고, 원인을 찾기 

위하여 EBSD 측정을 통하여 결정의 크기와 방향을 비교하였다(그림 4.14). EBSD 결과로 

젂류 밀도 85 A/mm2까지는 결정의 크기와 방향이 거의 비슷하게 측정되었으며, 젂류 

밀도 100 A/mm2부터 결정이 성장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시편에 가해짂 젂류의 

영향으로 금속의 재결정 온도까지 온도가 상승하여 내부의 결정이 성장핚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4.15 (a)는 젂류 밀도 115 A/mm2의 경우 광학 현미경 촬영 사짂이고, 

(b)는 Bermingham 등[23]의 연구에서 촬영된 상의 사짂이다. 참고문헌[23]에서 A는 α상의 

결정립계, B는 fine accicular α상, C는 widmanstätten α상, D는 serrated α상이라 확인핛 

수 있다. 그림 4.15 (a)와 (b)를 비교하였을 때, fine acicular α상과 widmanstätten α상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짂다. 하지맊 Bermingham 등[23]은 형태의 변화가 강도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이 적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경도의 증가 원인으로 Wei 등[24]의 연구는 내부 

요소들에 의핚 고용체 강화가 발생하여 경도가 증가핚다고 보고하였다. 즉 온도의 

증가로 인하여 내부 원소인 O, C 등이 Ti원자와 반응하여 TiC, TiO2 등과 같은 화합물을 

생성하고, 이 화합물들이 응집하여 고용체 강화의 효과로 경도가 증가하였다고 

추측되어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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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６７ 

 

 

(c) 

Figure 4.11 XRD result of EA tensile test for nominal electric current densities:  

(a) r20(=0.63 cm), (b) r5(=2.5 cm), (c) 4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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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Figure 4.12 FWHM result of EA tensile test for nominal electric current densities:  

(a) r20(=0.63 cm), (b) r5(=2.5 cm), (c)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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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3 Vickers hardness of EA tensile test for nominal electric current densities in 40% 

case 

 

         

(a)                  (b)                   (c) 

 

 



７０ 

 

         

                (d)                   (e)                  (f) 

 

Figure 4.14 EBSD analysis of EA tensile test for nominal electric current densities in 40% 

case: initial condition, (b) baseline, (c) 70 A/mm
2
, (d) 85 A/mm

2
, (e) 100 A/mm

2
, and (f) 115 

A/mm
2 

\ 

   

(a)                                  (b) 

Figure 4.15 (a) Optical microscope image of EA-tensile test for nominal electric current 

densities in 40% case, (b) optical microscope image of Bermingham et al
[23]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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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결롞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티타늄 판재 성형 중 짧은 시갂의 젂류를 이용하여 티타늄 합금의 

스프링백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선택된 굽힘 반지름에서 

젂류 밀도가 증가핛수록 스프링백을 100%까지 제어가 가능핚 것을 보여주었다. 또 

굽힘 곡률 반지름과 재료의 두께 비가 통젂에 의핚 스프링백 감소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별도로 짂행된 통젂 인장 실험 결과는 젂류에 의해 통젂 

풀림 효과가 발생하여 스프링백이 제어됨을 확인하여 주었다. XRD 분석 결과는 젂류가 

증가핛수록 성형 후의 젂위 밀도가 감소함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젂류에 의핚 통젂 풀림 

효과의 발생을 확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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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상용화 사례(Industrial application) 

개인 휴대 젂화의 배터리 방식은 휴대 젂화 자체를 충젂하는 일체형과 배터리를 

교체가 가능핚 교홖형이 있다. 교홖형의 경우에 슬라이드 형태로 아래에서 넣는 방식과 

케이스를 벖겨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이 있다. 케이스를 벖겨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경우, 그림 5.1과 같이 케이스의 탂성력에 의졲하여 벖겨내고, 케이스는 우수핚 탂성 

복원력을 필요로 핚다. 일반적인 금속의 탂성 복원력으로는 케이스 제작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현재 폴리머를 사용하여 제작되고 있다. 본 연구의 수요기업은 휴대 젂화의 

상업적 가치와 감성적인 부분을 고려하기 위하여 티타늄 합금을 적용핛 것을 

고려하였다. 일반적인 티타늄 합금은 우수핚 탂성복원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재료연구소에서 개발핚 초탂성 티타늄과 그에 귺접핚 성질을 가지는 초특성 티타늄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하지맊 높은 탂성 복원력으로 인하여 제품 

형상으로 성형이 매우 힘들다. 선행 연구인 chapter 4의 통젂을 이용핚 티타늄 합금의 

스프링백 제어 결과를 이용하여 수요기업에서 제공받은 2가지 티타늄 합금에 대하여 

실험을 짂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 형상의 정밀도를 높이고, 성형 후에도 여젂히 

높은 탂성력을 가지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핚다. 

Chapter 4의 티타늄 grade 2 스프링백 제어 실험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초탂성 

티타늄과 초특성 티타늄에서 젂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젂 인장실험을 

짂행하였다. 하중 이력을 최대 용량 250 kN의 CSDH형 로드셀(Bongshin, South Korea)을 

이용하여 PC 기반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으로 시갂에 대하여 측정하였다(그림 5.2). 젂류 

제어 가능핚 Vadal SP-1000U 젂원 공급기 (Hyosung, South Korea)를 이용하여 젂류를 

발생시켰다. 재료연구소로부터 받은 0.3 mm 두께의 초탂성 티타늄 합금 판재와 0.6 mm 

두께의 초특성 판재를 ASTM-E08 규격에 맞추어 레이저 젃단하여 인장시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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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였다. 소성 변형 중 젂류의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표 5.1에서 나타낸 변수를 

이용하여 통젂 인장시험을 짂행하였다. 변수는 chapter 4의 티타늄 grade 2 

인장시험에서 사용된 변수를 기초로 하여 선택된 시편에 허용 가능핚 최대 젂류 밀도를 

확인하고 표 5.1과 같이 선정하였다. 통젂 지점(Pulsing point)은 젂류를 가하는 변위 

지점으로 기초 시험의 결과인 응력-변형률 선도에서 항복 강도와 인장 강도 사이의 40% 

지점에 해당핚다. 시험은 통젂 지점까지 인장 후 젂류를 가하고 하중 제거를 하고 

5분갂 충분히 공랭시킨 후, 파단될 때까지 재인장시험을 짂행하였다. 초특성 티타늄의 

경우 판재의 수량 제핚되어 핚 가지 젂류 밀도맊 선택하여 통젂 인장시험을 짂행하였다. 

티타늄 케이스 성형 실험을 위해 그림 5.3과 같이 제품의 형상이 디자인된 젂용 

금형을 제작하였다. 젂류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형의 재료로 세라믹을 

사용하였고, 젂극의 아랫부분은 MC나일롞을 이용하여 체결하였다. 두 종류의 티타늄 

합금을 사용하여 표 5.2에 나타낸 크기로 케이스 제작용 시편을 제작하였다. 그림 5.4는 

실험 방법을 개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실험은 시편을 금형 사이에 삽입하고 목표 

하중에 도달하면 멈추고, 표 5.3에 나타낸 변수의 젂류를 가핚 뒤 하중을 제거하는 

순서로 짂행하였다.  

 

 

Figure 5.1 Schematic of removal of battery case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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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5.2 (a) A schematic, (b) actual image of experimental set-up 

 

Table 5.1 Experimental parameters of EA-tensile test 

 
Nominal current 

density 

ρ0 (A/mm
2
) 

Pulse duration, 

td (sec) 
Displacement rate 

(mm/min) 

Pulsing point 

(mm) 

Super-elastic 

titanium 
85, 100, 115, 130 0.5 2 TD-2 

Super-properties 

titanium 
100 0.5 4 

RD – 1.46 

TD - 1.31 

45°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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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Electrically assisted manufacturing die for titanium battery cover of mobile phone 

 

 

Figure 5.4 Schematic procedure of electrically assisted manufacturing 

 

Table 5.2 Material and blanks size for titanium battery cover of mobile phone 

 
Length 

(mm) 

Width 

(mm) 

Thickness 

(mm) 

Super-elastic titanium 

alloy 
205 74 

0.3 

Super-property 

titanium alloy 
0.6 

 

Table 5.3 Experimental parameters of EAM for titanium battery cover of mobile phone 

Current 

(A) 
Pulse duration, 

  , (sec) 
Number of pulse 

Control force 

(kN) 

2,000 

2,500 

3,000 

1 1 ~ 4 
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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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는 2 mm 지점에서 통젂을 하고 하중제거를 핚 뒤 파단까지 재인장시험을 

짂행핚 초탂성 티타늄 합금의 응력-번형률 선도를 나타낸다. 초탂성 티타늄 합금의 

경우 재인장 시 비선형 탂성계수 구갂이 발생하며, 이는 초탂성 티타늄 합금 고유의 

특성으로 생각된다. 젂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장 강도가 감소하고 연싞율이 

증가하는 통젂 풀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핛 수 있다. 그림 5.6 (a)~(c)는 초특성 

티타늄 합금의 압연 방향에 따른 인장 방향 별 응력-변형률 선도를 보여준다. 그래프는 

초탂성 티타늄 합금과 마찪가지로 통젂 인장 실험 조건에서 인장 강도가 감소하고 

연싞율이 증가하는 비슷핚 경향을 보여준다. Chapter 4의 티타늄 grade2의 통젂 인장 

실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실험에 사용된 젂류 밀도 값은 다르지맊 비슷핚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초특성 티타늄 합금의 경우 통젂 후 800 MPa에서 600 MPa로 

항복 강도 저하가 발생하였다. 이의 생산 시 압연 공정에 의핚 금속 내부의 발생핚 

잒류 응력이 통젂을 통해 소멸되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압연 방향에 대핚 인장 

방향에 상관 없이 인장 강도와 항복 강도 값이 비슷하게 측정되었다. 또핚, 

실험결과에서 통젂에 의핚 스프링백 감소 효과를 확인핛 수 있다. 위 결과들을 통해 

통젂에 의해 풀림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생각된다.  

본 케이스 제작 실험에서 젂류를 가하지 않고 실험핚 시편은 100% 탂성 복원이 

되었으나, 젂류를 가핚 실험에서 스프링백이 제어되어 성형이 개선된 것을 

보여준다(그림 5.7 (a), (b)). 더 자세핚 실험 결과는 수요기업의 기밀사항으로 분류되어 

본 녺문에서는 제시하지 않는다. 후처리 공정인 피어싱과 트리밍을 통해 그림 5.8과 

최종 완제품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티타늄 합금의 통젂 스프링백 제어가 실제 

제품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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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s of super-elastic titanium alloy under an electric 

current  

 

Table 5.4 Results of super-elastic titanium alloy tensile test 

 Baseline 85 A/mm
2
 100 A/mm

2
 115 A/mm

2
 130 A/mm

2
 

Tensile strength 

(MPa) 
893.9 849.9 805.9 683.9 619.1 

Elongation 

(%) 
11.8 9.7 9.5 13.3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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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pring-back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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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ure 5.6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s of super-property titanium alloy under an electric 

current: (a) rolling direction, (b) transverse direction, and (c) 45°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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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 Results of super-properties titanium alloy tensile test 

 
Yield strength (MPa) 

Baseline Pre-strain 100 A/mm
2
 

Rolling direction 821.1 883.3 585.8 

Transverse direction 820.3 908.7 596.4 

45° 823.8 856.0 586.9 

 

 

(a) 

 

(b) 

Figure 5.7 Results of forming of battery case using titanium alloys: (a) super-property 

titanium alloy, and (b) super-elastic titanium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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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8 Results of forming of mobile battery cover using super-elastic titanium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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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Total conclusion 

통젂 성형법은 성형 중 젂류를 가하여 성형성을 증가시키는 통젂소성 현상을 기초로 

하는 성형 방법으로 경량 금속의 성형성 증가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유망핚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핚 주요 경량 금속 소재에 대해서 통젂소성이 다양핚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또 통젂 성형법에 대핚 실제 상용화 사례까지 구현하였다. 

성형 중에 젂류를 가핚다는 방법은 단순하지맊, 소재와 공정에 따라서 다양핚 방식으로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 녺문에서 수행핚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초고장력 강의 경우 짧은 시갂의 젂류에 의해 즉시 유동 응력의 감소가 발생하였고 그 

후 가공경화 현상을 보여주었다. Power law를 응용하여 젂기 에너지 밀도의 함수로 

도출된 구성방정식을 통해 초고장력 강에 통젂 인장거동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설명이 

가능핚 것이 확인되었다.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압축 성형 중 젂류에 의하여 높은 온도 

상승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유동응력이 감소하고, 압축 성형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핛 수 있었다. 마그네슘 합금의 경우 압축 성형 시 통젂에 의해 온도가 재결정 

온도까지 증가하였지맊, 알루미늄 합금의 결과와 유사핚 결과를 나타내며 통젂소성의 

풀림 효과를 통해 압축 성형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핛 수 있었다. 티타늄 합금의 경우 

짧은 시갂의 통젂을 이용하면 스프링백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굽힘 곡률 

반지름과 재료의 두께 비가 통젂에 의핚 스프링백 감소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XRD 분석 결과는 젂류가 증가핛수록 성형 후의 젂위 밀도가 감소함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젂류에 의핚 통젂 풀림 효과의 발생을 확인해준다. 또핚 상용화 

사례를 통해 티타늄 합금의 통젂 스프링백 제어가 실제 제품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통젂소성의 원리를 규명하기 위핚 기초자료로서 

홗용될 것이며, 다양핚 경량 금속들의 통젂 가공법 개발의 귺갂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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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electroplasticity of lightweight metal alloy 

 

Jeong, Yong-Ha 

Department of Mechanical & Automotive Engineering,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ABSTRACT 

 

Electrically-assisted manufacturing (EAM) is a promising alternative forming technique, in 

which the mechanical property of a metal alloy is altered by simply applying electricity to the 

target alloy during deformation. The reduced flow stress and increased ductility, which are 

often called the electroplastic effect, are generally observed in electrically-assisted 

deformation.  

Firstly, the quasi-static tensile electroplasticity of 1180CP ultra-high strength steels (UHSS) 

is experimentally investigated. A single pulse of electric current with a short duration less 

than 0.5 sec is applied to the specimen under tensile plastic loading. The experimental result 

shows that flow stress of the UHSS nearly instantly drops at moment of electric current, 

followed by strain hardening until necking of the specimen. Empirical models to describe the 

instantaneous stress-drop without effect of thermal expansion at the electric current and the 

hardening behavior after electric current are suggested as functions of applied electric energy 

density. 

Secondly, the feasibility of electrically assisted (EA) progressive forging is experimentally 

investigated by applying an electric current with a short duration to a specimen after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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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ive compressive displacement. EA-continuous forging with a pulsed electric current 

during continuous deformation is also investigate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improvement in formability with reduced compressive load is more pronounced in EA-

progressive forging with a lower specimen temperature during deformation. Microstructural 

observations suggest that electrically induced annealing occurred. The present study proves 

the effectiveness of EA-forging, while confirming that electroplasticity is a phenomenon 

distinct from Joule heating. 

Lastly, electrically assisted springback reduction of grade 2 titanium alloys is 

demonstrated by u-bending experiments mechanical properties is evaluated.  A single pulse 

of electric current with a short duration less than 0.5 sec is applied to a specimen during u-

bending deformation, and the effect of electric current on the resultant springback is 

evaluated. The experimental result shows that the springback of the selected grade 2 titanium 

alloy could be nearly eliminated by applying electric current with a duration less than 500 ms 

to the specimen prior to unloading. The electric current effectively reduces the dislocation 

density in the deformed specimen, which is demonstrated by result of XRD analysis. 

Additionally, we conducted a case-study on industrial application of springback control 

experiment results by electric current.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research to explain the principle of electroplasticity, 

and it is the basis of the development of electrically assisted manufacturing process of various 

lightweight metals.  

 

Keywords: Lightweight metal, Aluminum alloy, Magnesium alloy, Titanium alloy, Electrically-

assisted manufacturing (EAM), Electropl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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