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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압축에 의해 발생하는 전단력에 따른 재료 유동

의 stringer들은 보이드 생성과 성장이 잘 발생하는 

장소이다. 보이드는 성장하여 합체되며, stringers 

주변에서의 이러한 합체 메커니즘은 변형 집중의 

결과이다[1,2]. 구조물의 형상과 작용 하중 모드는 

파괴 인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파괴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 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한 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이 마이크로 역학적 모델에 기초

하여 수행된다[3]. 구조물의  파괴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드의 생성, 성장, 합체의 과정을 고려한 

마이크로 역학적으로 모델링한 Modified-Gurson 

model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압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이드에 의한 응력, 변형

의 집중에 따른 재료의 연화 과정을 

Modified-Gurson model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를 보이드 생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해석 방법과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2. 실험과정

실험재료는 AISI304 스테인리스스틸과 SM211

을 사용하였다. 원통형 시험편은 지름 12mm, 높이 

8mm로 만들어졌으며, 일축 압축 실험으로 진행되

었다. 압축시험은 재료 유동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온도 800℃, 압축률 30, 50, 70, 90%, 1/s의 변형율 

속도에서 수행되었다. 시험 후 시편의 미세구조를 

확인하였고, 시편의 압축중의 응력과 변형율 분포

는 Modified Gurson model을 적용하여 유한요소해

석으로 예측하였고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고온에서 연성이 증가한 재료에 대하여 압축의 

기계적 거동을 미세조직에 대한 현미경 검사와 

유한요소해석에 의해서 확인하였다. Fig. 1 (a)는 

각기 다른 압축률로  압축한 후의 시편의 형태를 

보여주고, (b)는 압축된 시편의 내부에 발생된 재료 

유동을  볼 수 있다.

 

(a) 

(b)
        
Fig. 1 Configuration of a specimen deformed by 

compression and internal material flow, (a) The 
change of the specimen by compression rate 0, 
30, 50, 70, 90%, (b) the section that is cut in the 
compression direction of a 70% compressed 
specimen

이상의 유한요소 해석에 의해 얻어진 의 

결과로부터 식(1)과 식(7)에 따른 유효 응력을 확인

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Fig.7 (a)에서 보듯이 

식(7)의 경우는 특정값을 지나면 유효 응력 증가속

도가 실험결과에 비하여 높아지는 결과를 보이며, 

=0.0125에서는 급격한 증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식(1)의 경우는 특정값을 지나면 유효응력 증가율

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며, 후반에는 급격히 감소

한다. 모든 경우에서 =4.66, =0.45인 경우가 유

효 변형률에 대한 유효 응력이 약간 더 큰 민감한 

반응을 보여준다. (b)는 식(1)과 식(7)을 모두 고려

한 결과를 나타내며, 특히 해석　결과의 초기값 

=0.0125은 실험 결과 곡선과 잘 일치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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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5의 경우에 비하여 낮은 변형률에서 인

장에서와 같은 파괴가 발생하는 것처럼 예측한다. 

실험재료의 는 ‘0’으로 가정되므로 =0.000125

인 경우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가 실험

결과와 높은 변형률까지 유사한 곡선의 형태를 

보여준다. 해석 파라미터들의 수정에 의해 더욱 

일치하는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Fig. 2 Effective stress-strain which used F.E.analysis by 
an Equation (1) and (7) and an experiment result, 
(a) the analyzed results by Equation (1) and 
Equation (7) respectively, (b) the analyzed 
results considered both equation and an 
experiment result

Tvergaard[5]는 보이드 체적율을 유효 응력과 변

형율을 이용하여 유효 보이드 체적율로 대체함으

로 초기의 Gurson model을 식(1)과 같이 수정하였

다.

 



cosh 
    (1)

여기서, 

  ,   는 재료 상수, 유효 Mises 응력
  , 

matrix의 항복 응력  , 평균 응력 . , 
는 

유효 보이드 체적율, 보이드 체적율,   
 .    

 또한 E. Parteder et al.[6] 은 다공질 금속의 압축에 

Gurson model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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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D는 비중  , 는 다공질 금속의 밀도, 

그리고 은 matrix 재료의 밀도이다.

4. 결론

압축과정에서 생기는 보이드를 확인하였으며, 

재료 내부에 재료 유동이 발생하고 그것을 따라 

보이드 시트가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유효 응력은 

초기에는 두 경우 모두 비슷한 값을 가지나 변형률

이 증가하면 크게 달라지며 응력 증가방향이 반대

가 되었다. 또한 보이드 생성에 대한 모델의 경우는 

낮은 변형률에서 인장에서와 같은 파괴가 발생하

는 것처럼 해석하였으며, 보이드 닫힘에 대한 모델

의 경우는 실제보다 낮은 변형률에서 응력이 급격

히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두 경우를 모두 고려한 

경우는 실험결과와 매우 유사하였으며, 가 낮은 

경우는 실험결과와 같은 경향의 곡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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