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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은 국내 발전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

요 공급원으로, 경수로 핵연료집합체 주요핵심 구

조부품 중 하나인 지지격자에 대한 설계능력을 향

상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수년간 지속되어왔다.(1~5) 

핵연료봉 지지부품인 지지격자의 소재는 zircaloy-

4이고, 최종형상은 스탬핑 공정으로 제조되는데  

그 과정에서 높은 변형률 속도 및 순간적인 온도 

상승을 겪는다. 이러한 조건에서 zircaloy-4에 대한 

재료의 성질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형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술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그 결과 지지격자 생산 시 균열이나 터짐, 긁힘 

등과 같은 제조불량이 발생해도, 이를 줄이기 위

해서는 시행착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생산성과 품질의 효율적 향상을 위해서는 소재인 

zircaloy-4의 물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량의 주

요인인 버(burr)와 슬리버(sliver) 생성을 예측하기 

Key Words: Zircaloy-4(지르칼로이-4), Johnson-Cook Model(존슨-쿡 모델), Flow Stress(유동응력), Slot Milling 

Test(슬롯밀링시험), Inverse Engineering(역공학) 

초록: 핵연료 지지격자 소재로 사용되는 zircaloy-4의 유동응력을 Johnson-Cook 모델로 결정하고, 모델의 

재료상수를 역 공학으로 도출했다. 변형률 항의 상수 A, B, n과 변형률 속도 항의 0εɺ 은 인장시험을 통해 

결정했다. 상수 C, m을 역 공학으로 도출하기 위해 슬롯밀링시험을 수행하고, 유한요소해석으로 모사했

다. 실험과 해석으로 얻은 결과의 차이를 오차함수, 즉 최소화 대상 목적함수로 설정했고, 이 함수를 최

소로 하는 C, m을 도출했다. 도출한 상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살펴봤고, 전단시험과 

해석을 수행해 교차 검증했다. 상관계수는 모든 조건에 대해 0.97이상으로 실험과 해석결과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전단시험과 해석의 전단면 형상 및 최대하중을 비교하여 도출한 유동응력 

모델이 타당함을 보였다. 

Abstract: The flow stress of zircaloy-4 used in the spacer grid supporting a nuclear fuel rod was determined by the 

Johnson-Cook model, and model parameters were determined using reverse engineering. Parameters such as A, B, n 

and 0εɺ were determined by the tensile test result. To obtain the parameters C and m, a slot milling test and numerical 
simulation were performed. The objective functions were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simulation results, and then, the parameters were determined by minimizing the objective function.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determined parameters, cross-verification for each case was conducted through a shearing test and 

simulation. The results tend to show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such as the features of sheared edges and 

maximum punch force, with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exceeding at least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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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해석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Ko 등(6)은 요소소

거법을 사용해 전단가공을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했

으며, Yu 등(7)은 블랭킹 공정과 fine 블랭킹 공정의 

유한요소해석 시 새 연성파단 시작기준과 균열시

작 및 진전을 모사하고자 Gurson과 Lemaitre의 손

상모델을 사용한 해석과 실험결과들을 비교했다. 

Husson 등(8)은 블랭킹 공정의 점소성 구성방정식

을 개발해 다양한 조건에서의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실험결과와 비교해 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했

으며, Hatanaka 등(9)은 강소성 유한요소법으로 금

속박판의 블랭킹 공정을 해석하고 전단면 변형양

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같이 전단가공에 대한 

해석기술과 가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에 대

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대부분 공구상태나 

전단하중과 같은 공정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

며 zirclaloy-4의 물성을 적용한 경우는 없었다. 한

편, Shatla 등(10~11), Sartkulvanich 등(12)에 의해 절삭

시험을 이용한 Johnson-Cook 모델의 유동응력 도

출이 시도되었으나, 철강재료에 국한된 연구였다. 

지지격자 성형공정 시 발생하는 결함을 최소화하

기 위한 공정설계에 앞서, 성형가능성을 보다 정

확히 예측하기 위해서 소재인 zircaloy-4에 대한 

물성의 명확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Johnson과 

Cook(13)은 변형률, 변형률 속도와 온도에 의한 효

과를 고려할 수 있는 현상학적 구성모델을 제안했

다. 이 모델은 간단하면서 다양한 재료에 대해 유

효하기 때문에 기계가공과 같은 동적 공정 시뮬레

이션에 많이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zircaloy-4의 

유동응력을 Johnson-Cook 모델로 결정하고, 역 공

학 기법을 이용한 재료상수 도출방법을 정립했다. 

인장시험을 통해 변형률 항의 A, B, n과 변형률 속

도 항의 0εɺ 를 획득하고, C, m은 슬롯밀링시험과 

유한요소해석으로 얻은 합력-회전각 곡선의 차이

가 최소화되도록 결정했다. 도출한 상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실험과 해석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했

고, 전단시험 및 해석을 통해 교차 검증했다. 

 2. 실 험 

Johnson-Cook 모델의 항복조건에 사용될 Mises 

유동응력은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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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은 기준온도, Tm은 재료의 용융점이며 A, B, C, n, 

m, 0εɺ 는 재료상수이다. 위 식에서 0 ( )f ε 은 변형률

에 대한 의존성, 1( )f εɺ 은 변형률 속도에 대한 민

감도, 마지막 항은 온도에 대한 의존성을 나타낸

다. 본 연구에서 0 ( )f ε 의 상수 A, B, n과 1( )f εɺ 의 

0εɺ 는 상온인장시험으로 결정했다. 

2.1 상온인장시험을 통한 A, B, n, 0εɺ 결정 

Seo 등(14)에 의해 수행된 상온인장시험 결과를 

이용해 0 ( )f ε 의 A, B, n과 1( )f εɺ 의 0εɺ 을 결정했다. 

Johnson-Cook 모델은 상온일 때 2 ( )f T 이 1이 되고, 

0εɺ 을 초기인장속도에서 결정하면 소재가 늘어날

수록 변형률 속도가 감소하므로 1( )f εɺ 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아진다. 정리하면, 상온인장시험 

시 Johnson-Cook 모델의 유동응력은 식 (2)과 같이 

0 ( )f ε 만으로 표현할 수 있다. 

                
( )nf A Bσ ε= +

 
             (2) 

인장시편의 표점거리는 50mm이고 4.8mm/min의 

속도로 3회 인장했다. 인장시험으로 얻은 하중–변

위 곡선을 진응력–진변형률 곡선으로 변환하고, 

식 (3)에 의해 탄성영역을 제외한 후 Fig. 1과 같이 

식 (2)로 curve fitting해 A, B, n을 결정했다. 

                 
p total

E

σ
ε ε= −                (3) 

pε 는 소성 변형률, totalε 는 총 변형률, σ 는 진응

력이며 E는 탄성계수이다. 또한 0εɺ 를 초기인장속

도에서의 변형률 속도로 정의하면, 식 (4)로 구할 

수 있으며 도출한 A, B, n, 0εɺ 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etermined parameters by using the tensile test 
results 

Parameter A(MPa) B n 
0εɺ (s-1) 

Value 685 0.00664 0.125 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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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wift model fitting of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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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tv

l
ε =ɺ

                 

(4) 

vt는 인장속도, l0는 초기 표점거리이며 0εɺ 는 초기 

변형률 속도이다. 

 

2.2 고온인장시험을 통한 m의 초기값 예측 

C, m의 효율적인 역 공학 도출을 위해 초기값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Han 등(15)에 의해 수행된 고

온인장시험의 결과를 활용해 m의 초기값을 예측

했다. 고온인장시험은 상온, 100, 200, 400, 600, 

800℃의 온도에서 인장속도 0.1mm/s로 수행되었다. 

인장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1( )f εɺ 을 상수 C′으

로 묶어 식 (5)과 같이 표현했다. 

 

( ) 1

m

n r

f

m r

T T
A B C

T T
σ ε

  −
′  = + − 

−   
     

(5) 

상온인장시험으로 구한 A, B, n, 0εɺ 을 식 (5)에 대입

한 후 Fig. 2와 같이 non-linear curve fitting했으며, 

이 때 구해진 m의 초기값은 0.3746이다. 

 

2.3 슬롯밀링시험 

Zircaloy-4의 변형률 속도 의존성을 알아보기 위

해 슬롯밀링시험을 수행했다. 밀링시험은 절삭날

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소재를 가공하기 때문

에 높은 변형률 속도 영역에서의 재료거동을 파악

하는데 용이하며, 그에 따른 온도상승도 고려할 

수 있다. 실험변수는 절삭날의 주축회전속도 4-수

준 (3000, 4000, 5000, 8000rpm), 소재의 이송속도 3-

수준 (1, 5, 10mm/s)으로 설정했고 모든 실험조건에 

대해 3회씩 실험했다. 절삭날의 형상은 Table 2와 

같고 소재 사이즈는 Fig. 3(a)에서 나타낸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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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on-linear curve fitting for prediction of initial m 

이 75mm*70mm*0.6mm이며, 공구동력계 (Kistler 

Type 9257A)를 이용해 Fig. 3(b)과 같이 Fx, Fy를 측

정했다. 실험결과 중 이송속도 10mm/s을 제외한 

나머지 이송속도에서 채터가 크게 발생했다. 따라

서 역 공학에 사용할 실험조건을 3000rpm-10mm/s, 

4000rpm-10mm/s, 5000rpm-10mm/s, 8000rpm-10mm/s

으로 결정했다. Fig. 4에서 절삭날이 소재에 진입할 

때의 회전각 θ를 0°라고 하면, 180°회전했을 때 날

이 소재에서 빠져나오며 이를 1- milling cycle로 정

의했다. 

 

Table 2 Description of the tool insert used in slot milling 
test 

Parameter Value 

Diameter (mm) 10 

Number of cutting edges 2 

Rake angle (°) 0 

Clearance angle (°) 3 

Thickness (mm) 2.7 

Nose radius (mm) 0.3 

Hone radius (mm) 0.01 

 

 
             (a)                    (b) 

Fig. 3 Slot milling operation: (a) Plate specimen; (b) 
Measurement of the Fx, Fy using dynamometer 

 

 
Fig. 4 Schematic of the slot mill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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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5 Representative experimental data for the case of 
3000rpm-10mm/s: (a) Force in x-direction, Fx; 
(b) Force in y-direction, 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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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Net force vs. rotation angle curves for various 

spindle speeds 

 

실험결과로 x방향, y방향의 하중-시간 곡선을 얻

게 되는데, 실험조건 당 3회의 실험결과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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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nge in depth of cut by the rotation of tool 

insert 

 

milling cycle을 뽑아 평균을 취하고, 시간을 회전각

으로 변환해 해당조건의 대표실험값으로 선정했다. 

3000rpm-10mm/s 조건에 대한 대표실험값은 Fig. 5

와 같으며, 나머지 3개의 조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했다. 대표실험값의 하중-회전각 곡선

에서 회전각에 대한 Fx, Fy의 합력 R을 구해 Fig. 6

과 같이 합력-회전각 곡선으로 변환했다. 실험조

건에 따라 최대 합력이 발생하는 위치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공구동력계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지연이 발생된 것으로 추측

된다. 실험조건에 상관없이 절삭 깊이가 가장 클 

때 최대 합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대 절삭 깊이가 나타나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절삭날의 회전에 따른 절삭 깊이의 변화를 식 (6)

을 이용해 계산했다.  

              

sinct v
θ

θ
ω

=
              

 

(6) 

θ는 회전각, ω는 절삭날의 각속도(rad/s), v는 소재

의 이송속도(mm/s)이며 tc는 절삭 깊이(mm)이다. 

회전각에 따른 절삭 깊이는 Fig. 7과 같이 117°부

근에서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대 합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의 위상 φ를 실험 

특성으로 정의하고, 역 공학 도출할 변수로 추가

했다. φ의 초기값은 117°으로 설정했다. 

3. 역 공학을 이용한 재료상수 결정 

3.1 슬롯밀링해석 

실험값과 비교해 C, m을 역 공학을 이용하여 도

출하기 위해 슬롯밀링해석을 수행했다.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DEFORM 2D)을 이용해 실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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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 1-milling cycle에 대해 평면 변형률 조건으

로 모델링 했다. Fracture criterion은 DEFORM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normalized Cockcroft-Latham을 

사용했다. Sartkulvanish 등(16)의 연구를 참고하여, 

절삭날과 소재 사이의 일정전단마찰인자 mf는 0.5

로 가정했다. 대기온도는 25℃이며 소재-대기 및 

소재-절삭날 사이의 열 전달을 허용하고 절삭날의 

마모는 무시했다. 계면 열 전달계수와 대류 열 전

달계수는 각각 40 N/mm-s-K와 0.02 N/mm-s-K로 설

정했다.(17) 1-milling cycle의 전체모델해석 시 해석

시간이 12시간 이상으로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Fig. 8과 같이 60°, 90°, 120°로 구간을 나눠 5°회전

하도록 해석했다. 평면 변형률 조건으로 해석 시 

 

 
(a)           (b)            (c) 

Fig. 8 FE modeling for slot milling test: (a) 60°; (b) 90°; 
(c) 120° 

 

소재의 두께 방향 온도경계조건은 단열로 설정되

고, 이로 인해 소재는 실제 온도보다 높게 계산된

다. Johnson-Cook 유동응력 모델이 온도의 영향을 

포함하기 때문에 평면 변형률 해석으로 얻은 결과

는 실제현상과 다르며, 이는 실험결과의 비교가 

타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3D해석을 통해 

두께 방향 열 전달을 허용했을 때의 온도와 합력

을 확인하고, 2차원 해석으로 동일한 결과가 구현 

가능하도록 해석방법을 수정했다. 이를 위해 Fig. 

9와 같이 DEFORM 2D와 3D를 컨트롤하는 포트란 

코드를 작성했다. 이 코드에 의해 2차원 해석이 

1-step 진행될 때마다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 3차원 

해석이 수행된다. 먼저, 모든 온도경계조건을 단열

로 설정한 상태에서 2차원 해석이 수행되고, 2D 

user subroutine에 적용한 식 (7)에 의해 요소 별 단

위부피당 변형 에너지율이 계산된다. 

                    u σε= ɺɺ

                 

(7) 

uɺ 은 단위부피당 변형 에너지율, σ 는 유효응력, 

εɺ 는 유효변형률 속도를 의미한다. DEFORM 2D의 

요소변환모듈을 이용해 2차원 요소를 소재의 두께

(0.6mm)만큼 확장하고, 생성된 3차원 요소에 계산

된 단위부피당 변형 에너지율을 맵핑한다. 3D user 

subroutine에 적용한 식 (8)에 의해 요소 별 단위부

피당 변형 에너지가 계산되고, 이를 열 에너지로 

부과한다.

 

 

Fig. 9 Flow chart of Fortran code for 3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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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u u t V= ×∆ ×ɺ               (8) 

u 는 변형 에너지, t∆ 는 현재 step의 시간 증분, 

Vel은 요소의 부피이다. 열 에너지가 부과되면 소

재-대기 및 소재-절삭날의 온도경계조건을 설정해 

3차원 해석이 수행된다. 3차원 해석 후 합력-회전

각 곡선과 매 step의 최대온도를 얻고, 동일한 결

과를 2차원 해석으로 구현하기 위해 식 (9)로 계

산되는 열 에너지를 2D user subroutine에 적용해 

부과했다. 

        
2 ( )Q h T T A∞ ∞= − −

            
(9) 

h∞ 는 대류 열 전달 계수, T 는 온도, T∞ 는 대기 

온도, A는 대기와의 접촉면적이다. 식 (9)는 두께방

향 양면으로 전달되는 대류 열 전달량을 의미한다. 

이 식에서 h∞ 를 조절하면 3차원 해석 후 나타나는 

매 step의 최대온도를 2차원 해석으로 동일하게 

구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동일한 수준의 합력

을 얻을 수 있다.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3000rpm-10mm/s 조건의 90º 구간에 적용해 해석을 

수행했다. 3차원 해석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h∞

는 0.01684 N/mm-s-K으로 결정되었으며, 3차원 해

석과 식 (9)를 적용한 2차원 해석의 최대온도, 합

력을 비교해보면 Fig. 10과 같다. 최대온도와 합력 

모두 평균적으로 1% 미만의 오차를 보인다. 추가 

검증하기 위해 4000rpm-10mm/s 조건의 90º 구간에 

적용해 해석했으며, 합력의 오차가 약 1% 정도 

발생한 것을 Fig.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분히 

작은 오차 범위를 보이므로, 식 (9)을 이용한 2차

원 해석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Johnson-Cook 유동응력 모델의 상수를 역 공학 도

출함에 있어 식 (9)을 적용한 평면 변형률 조건 

해석을 이용했다. 

 

3.2 최소화 대상 목적함수 

2.1절에서 결정된 상수와 m, φ의 초기값을 대입

하고, 슬롯밀링해석을 수행해 C의 초기값을 예측

했다. 각 실험조건의 90º 구간 해석을 이용해 C에 

대한 parameter study 수행했으며 C가 0.15일 때 실

험값에 근접하는 것을 확인했다. 실험과 해석 결

과의 오차는 식 (10)과 같은 상대오차로 정의했다. 

         
1

1 N
ex sim

i ex

R R
E

N R=

−
= ∑

           

(10) 

실험결과를 Rex, 해석결과를 Rsim, 데이터 개수를 N

이라 할 때 특정 회전각에 대한 실험과 해석의 합

력 차를 누적해 모두 더한 후 평균한 값을 의미한

다. 3000rpm-10mm/s를 case 1, 4000rpm-10mm/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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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Fig. 10 Comparison of 2D and 3D simulation results for 
the case of 3000rpm-10mm/s: (a) Maximum 
temperature; (b) Net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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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2D and 3D simulation result for the case of 

4000rpm-10mm/s 
 

case 2, 6000rpm-10mm/s를 case 3, 8000rpm-10mm/s를 

case 4로 정의하고, 각 실험조건에 대한 오차를 구

한 후 식 (11)과 같이 가중치 없이 더해 최소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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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ig. 12 Results of the confirmation simulation: (a) 
3000rpm-10mm/s; (b) 4000rpm-10mm/s; (c) 
5000rpm-10mm/s; (d) 8000rpm-10mm/s 

적용될 목적함수 Esum을 구했다.
 

1 2 3 4sum case case case caseE E E E E= + + +
   

(11) 

목적함수 최소화는 Progressive Quadratic Response 

Surface Modeling (PQRSM) 기법을 사용했다. 

PQRSM은 주어진 변수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D.O.E를 수행하고, full quadratic 형태의 반응표면을 

생성해 Hessian matrix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다. 

초기에 설정한 변수 범위에서 일차적으로 최소화

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trust region 알고리즘을 

적용해 범위를 좁혀 반복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최

소화 기법보다 국소 최소로 수렴할 가능성이 낮으

며 더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전역 최소를 찾을 수 

있다.(18) 

4. 결과 및 검증 

4.1 상관계수 

역 공학 도출한 Johnson-Cook 유동응력 모델의 

상수는 Table 3와 같다. 도출한 상수를 적용해 확

인 해석을 수행했고, Fig.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실험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보인다. 실험과 해석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상관계수를 구했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

므로 실험과 해석의 일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으

며 식 (12)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19) 

     

2 2

2

( ) ( )

( )

ex ex ex sim

ex ex

R R R R
r

R R

− − −
=

−

∑ ∑
∑

  

(12) 

Rex는 실험값, exR 는 실험값의 평균, Rsim은 해석값

을 의미한다. 

확인해석과 실험결과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모든 조건에 대한 상관계수가 0.97이상으로 해석 

 

Table 3 Determined parameters of the Johnson-Cook 
model 

Parameter C m φ (º) 
Value 0.131 0.404 116.24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experimental 
result and confirmation simulation result 

Case 

(Spindle speed-Feed velocity) 

Correlation 

coefficient 

3000rpm-10mm/s 0.971 

4000rpm-10mm/s 0.993 

5000rpm-10mm/s 0.985 

8000rpm-10mm/s 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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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3 Features of sheared edges by (a) shearing test and 
(b) F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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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Fig. 14 (a) Features of sheard edges; (b) Maximum 
punch force for varius punch velocities 

 

과 실험간 상관관계가 매우 강하다. 따라서 역 공

학 도출된 상수는 타당하며 zircaloy-4의 유동응력

으로 사용 가능하다. 

4.2 전단시험을 통한 교차검증 

도출한 상수의 교차검증을 위해 전단해석을 수

행했다. 지지격자는 스탬핑 공정으로 제조되기 때

문에 도출한 상수를 적용한 Johnson-Cook 유동응

력 모델이 전단가공에 사용될 수 있는지 또한 검

증해야 한다. Wang 등(20)에 의해 수행된 전단시험 

결과 중 전단면 형상과 최대펀치하중을 해석과 비

교했다. 실험결과에서 롤오버(rollover)와 광택면

(burnish)은 Fig. 13(a)와 같이 경계를 명확하게 정

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파단면(fracture)만 비교했다. 

전단해석 후 파단영역의 길이를 Fig. 13(b)와 같이 

측정해 실험과 비교한 결과 Fig. 14(a)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실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 

펀치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파단면의 길이가 증가

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Fig. 14(b)의 최대펀치하중 

역시 실험결과를 잘 따르며 펀치속도가 증가할수

록 커진다. 특히 펀치속도가 빠를수록, 즉 변형률 

속도의 영향이 큰 구간에서 실험결과와 더 잘 맞

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도출한 상수를 적용한 

Johnson-Cook 유동응력 모델을 사용하여 전단공정

을 모사할 수 있으며,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지격자 제조공정 시 불량 요인

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변형률 속도와 

온도의 영향을 포함하는 Johnson-Cook 모델을 

zircaloy-4의 유동응력으로 결정하고, 모델의 재료

상수를 슬롯밀링시험과 해석결과를 이용해 역 공

학 도출했다. 도출한 상수를 적용한 해석과 교차

검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도출한 상수를 적용한 슬롯밀링해석의 결과

가 실험값과 매우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모든 

실험조건에서 상관계수가 0.97이상으로 강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해석결과가 실험값을 잘 따라간다. 

이는 zircaloy-4의 유동응력을 Johnson-Cook 모델로 

결정했을 때, 도출한 상수를 적용하면 실제와 거

의 비슷한 재료거동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도출한 상수를 교차검증하기 위해 전단해석

을 수행했다. 전단면 형상과 최대펀치하중을 전단

시험으로 얻은 결과와 비교했다. 해석결과가 실험

의 경향을 잘 따르며, 파단영역의 길이와 최대펀

치하중은 펀치 속도가 빠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변형률 속도의 영향이 큰 구간에서 

해석과 실험결과가 더 잘 맞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John-Cook 모델과 도출한 상수를 사용해

서 zircaloy-4의 유동응력을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물성으로 적용해 지

지격자 제조공정을 모사한다면 버, 슬리버 등의 

제조불량 발생요인을 좀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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