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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molecular dynamics (MD) simulations are performed with  single-crystal copper 
blocks under simple shear and simple tension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ize and crystal orientation. 
There are many variances to give influences such as deformation path, temperature, specimen size and 
crystal orientation. Among them, the crystal orientation has a primary influence on the volume averaged  
stress. The numerical results show that the volume averaged shear stress decreases as the specimen size  
increases and as the crystal orientation changes from single to octal. Furthermore, the Schmid factor 
and  yield stress for crystal orientation are evaluated by using the MD simulation on the standard 
triangle of stereographic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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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반세기 동안 유한요소법을 비롯한 전산 

수치해석 기법들은 공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의 

수단이 되어왔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학자들을 

거치면서 잘 정립되어진 역학이론을 바탕으로 한 

수치해석 기법들은 다양한 물성과 형상을 갖는 

재료 및 구조의 역학적 거동을 해석할 수 있어서 

공학과 산업 분야에서 유용한 수단으로 널리 사

용되어 지고 있다. 한편, 최근의 과학이론과 기술

의 발달로 인해, 나노스케일의 크기를 갖는 구조

물 및 소자의 발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

라 나노과학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계공학 분야에서도 나노 구조

물과 소자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전사모사가 진

행 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나노 스케일 재료의 

특성과 연속체 재료의 특성이 매우 상이한 것을 

그 동안의 수많은 연구(1~9)를 통해서 알 수 있었

다. 또한 연속체 역학 이론에서는 없는 새로운 

현상들이 나노 구조물 및 소자에서 나타났다. 이
러한 새로운 현상들은 연속체 역학이론으로 더 

이상 나노시스템 해석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나노 시스템에 대한 

전산 수치해석의 기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되

고 있다. 나노 시스템의 역학적 거동을 전산모사

하기 위해서는 원자간의 상호작용을 기술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기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

한 요구와 상황에서 분자동력학은 원자수준의 전

사모사를 위한 대표적인 기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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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결정구조를 이루고 있는 단결정

의 응력상태는 결정학적 방향, 변형경로, 온도, 
변형률 증분, 시험편의 사이즈 등에 의존한다는 

이전연구(1,2)의 결과로 부터 출발하여, 단결정 구

리에 대해서 Embedded Atom Method(EAM)(3)와 

분자동역학을 사용하여 단순인장과 단순전단을 

해석하였다. 또한 이전연구에서는 결정방향이 네 

가지 형태로 국한되어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결정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슬립면으로 확

장하여 결정방향에 따른 항복응력을 정량화 하고

자 한다.

2. 분자동역학 

  2.1 포텐셜(potential)
고전적인 분자동역학의 정확성은 원자간의 상

호작용을 기술하는 포텐셜에 크게 의존하는데 불

활성 기체의 적합한 Lennard-Jones 형태의 이 원

자 포텐셜, 금속결합에 적합한 EAM 형태의 포텐

셜, 공유결합에 적합한 Tersoff 형태의 포텐셜이 

널리 사용된다. 그 밖에도 재료와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의 포텐셜이 양자역학의 기반으로 만들

어 졌다. 본 연구의 해석에는 가장 널리 사용되

어지는 EAM 포텐셜인 Mishin 등(4)의 수정된  

EAM 포텐셜을 사용하였다. Mishin 등에 의해 수

정된 EAM 포텐셜에서 시스템의 총에너지는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는 짝 포텐셜(pair potential)이며  

원자   와   사이의 거리 의 함수이다. 그리고 

는 첨입 에너지(embedding energy)로서 주 전자

밀도(host electron density)   의 함수이다. 전자 

밀도의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 

                              (2) 

여기서  는 전자밀도(electron density)함수

이다. 식 (1)은 실제의 물리 관점에서 금속의 결

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식에서 사용되는 포

텐셜 함수, , 그리고  는 포텐셜 함

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fitting 함수를 

가지고 매개변수화 하여서 얻어지게 된다. EAM
포텐셜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

해서 수식화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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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포텐셜함수은 실험적으로 얻어진 격자상

수 에서 면심입방격자(FCC)의 기계적인 평형을 

만족해야만 한다. 첨입함수(embedding function)는 

원자들이 배열된 상태에서 한 개의 원가가 다른 

원자들 사이에 끼워 들어가는 에너지를 나타낸

다. 첨입함수들은 다음과 같은 다항식으로 나타

낸다.

   

  






     (4)  

 




  

  

 


 (5)

위에서 정의 된 두 개의 함수 모두 첨입함수

(embedding function)를 나타내며  의 경우 에

서는 식 (4)의 함수를 이용해서 첨입함수를 계산

하게 되고 반대로   인 경우에는 식 (5)를 사

용하게 된다. 

  2.2 주기경계조건

주기 경계조건은 작은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표면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 부피   
에 갇힌 N개입자의 해석에서 주기 경계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부피   을 기본방(basic cell)으로 

간주하고 그와 똑같은 복사본이 기본방을 둘러싸

고 있어서 기본방이 모든 방향으로 주기적으로 

반복 되어 거시학적인 모델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2.3 시간적분 알고리즘

분자동역학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

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공간 경로의 

운동방정식을 적분하는 시간적분 알고리즘이 가

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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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역학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간적분 

알고리즘인 버렛 알고리즘(Verlet algorithm)(11)을 

사용 하였다. 
                

2.4 평균응력

응력을 평가하기위한 원자 각각의 힘은 운동방

정식의 시간적분을 통해 얻어진 에너지가 사용된

다. 일단 에너지에 의해 힘이 결정되면, 쌍극자 

힘 텐서 
(5)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6)  

여기서 는 원자 의 힘 vector이고, 은 변

위 vector이다. N은 최근접원자들의 수이고  는 

이때의   원자의 체적이다. 이 방법으로 를 원

자의 관점에서의 stress tensor로 근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의 응력을 연속체 관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전체 블록의 체적으로 평균한  

stress tensor(5)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7)

여기서  을 시스템내의 전체 원자수로하고 

를 local stress, 를 global stress로 정의 한다. 이
렇게 얻어진 응력은 시스템 안에 전체 원자의 수

에 대해 평균적으로 응력을 산출하기 때문에 원

자수가 많을수록 보다 안정적인 응력상태를 나타

낼 수 있다.   

3. 분자동역학 전산해석

  3.1 결정방향효과 해석모델

결정방향 효과(6)를 알아보기 위해서 단결정 구

리에 대해서 단순인장과 단순전단을 적용하여 응

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모델의 결정방향(crystal 
orientation)에 따라서 비교를 하였다. 연구에 사용

된 모델은 발생할 수 있는 슬립의 수에 따라서 

단일슬립방향(single slip direction), 이중슬립방향

(double slip direction), 사중슬립방향(quadruple slip 
direction), 팔중슬립방향 (octal slip direction) 총

Fig. 1 Configuration of various slip directions 
model and slip planes 

 

네 개의모델을 만들었다. 각각의 모델에서 방향

성이 결정되면 원자들의 배열모양과 슬립면이 고

유하게 나타난다. Fig. 1의 (a), (b), (c), (d)는 각 

모델 별로 방향성과 원자의 고유한 적층모양을 

도식화 하였다.

  3.2 크기효과 해석모델

본 연구에서는 단결정 구리에 대해서 단순인장

과 단순전단을 적용하여 이때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시험편의 크기와 모델의 결정방향에 따라

서 비교를 하였다. 크기효과를 보기위해서 모델

은 동일한 결정방향 하에서 크기가 다른 세 가지

의 모델을 만들었다. 모델의 결정방향은 슬립면

과 슬립방향이 가장 잘 나타나는 4중슬립 방향의 

모델로 결정하고 이 모델 하에서 Fig. 2와 같이 

크기가 다른 세 가지의 모델을 만들었다. 분자동

역학 전산해석에서 실제의 모델은 작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외력보다 표면력이 더 지배적

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표면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모델에 주기 경계조건을 부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들에서는 x 와 y 방향으

로는 자유단의 경계조건을 부여하고 z 방향으로 

주기 경계조건을 부여 하였데 이것은 y 방향은 

변위 경계조건이 부여되고 x방향의 원자들에 주

기경계조건을 부여하면 슬립이 발생하지 않으므

로 주기경계조건은 z 방향으로만 적용한다. 모델

은 기본적으로 평형(equilibrium)상태는 모델을 한

다. 모델에서 격자상수값 는 3.615 n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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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figuration of size effect models

Fig. 3 Boundary condition of simple tension

  3.3 단순인장의 경계조건

단순인장의 경우 Fig. 3처럼 양쪽 끝단 경계층 

원자들의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고 원하는 방향으

로만 변위를 부여한다. 해석은 모델의 맨위와 아

래의 한 층의 원자들을 경계층(boundary zone)으
로 하고 원자들을 고정한 상태에서 원하는 방향

으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위쪽 경계층과 

아래쪽 경계층에 변위를 주어서 활동영역(active 
zone) 안에 속한 원자들이 경계층원자들의 운동

의 영향으로 변형을 하게 하는 해석 방법이다. 
이때 경계층의 원자들은 각 해석 스텝 마다 동일

한 속도로 변위를 부과한다. 해석의 모델은 x방
향과 y 방향으로는 자유단의 경계를 처리 하고 z 
방향은 주기 경계조건을 부여한다. 

Fig. 4 Boundary condition of simple shear

  3.3 단순전단의 경계조건

단순전단의 경우도 단순인장과 유사한 경계조

건으로 문제가 이루어져 있다. 끝단고정 해석으

로 모델의 위쪽과 아래쪽의 한 층의 원자들의 경

계층에 각 해석 스텝 마다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변위를 부여하였다. 이때 x 방향의 면은 

자유단으로 두고 y 면 또한 자유면으로 주지만 

경계영향으로 구속이 된다. z 방향의 경우는 주기 

경계조건을 준다. 이로 인해서 해석 모델에서 전

위(dislocation)는 x 방향의 자유표면에서 시작되거

나 방출된다. Fig. 4는 단순전단의 경계조건에 대

해 도식화 한 것이다.

  3.4 전산해석방법

전산해석은 시간전진(time marching)기법을 사

용하여 경계층의 원자들에 매 스텝마다 위치를 

갱신하여 최종으로 원하는 변위까지 진행 시킨

다. 이때 해석의 스텝의 크기는 1.0 fs로 하였다. 
해석모델들에 총 원자 수는 모델별로 다르지만 

5,000 ~ 12,000개의 원자들을 사용하였다. 해석된 

결과는 분자동역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Atomeye 
3.0을 이용해서 후처리 하였다. 

4. 해석결과 및 고찰

  4.1 크기효과의 해석결과

본 장에서는 크기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중

슬립모델의 방향성을 가진 모델에서 크기가 서로 

다른 세 가지의 모델(Fig. 2)에 단순전단을 주고 

재료가 외력에 의해 변형할 때의 응력과 변형률을 

모델의 크기에 따라서 평가하였다. Fig. 5에서는 

세 모델들의 변형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앙대

칭 변수(Central symmetry parameter)를 사용하였다. 
이 변수는 임의의 원자에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최 근접원자수를 기준으로 최 근접원자수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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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원자를 다른 색으로 표시해서 슬립의 진행을 

보여주었다. 중앙대칭변수의 값에 의한 슬립면의 

가시화를 통해서 사중 슬립시스템은 슬립이 외부

응력의 부과 방향과 45° 각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슬립은 응력이 집중되는 모서리 부

에서 시작해서 슬립면을 따라서 이동한다. 이렇게 

진행된 슬립은 자유표면에서 방출된다. Fig. 6에서

는 응력과 변형률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응력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일정한 변형 후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작은 시스템일수

록 표면 효과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외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응력보다 표면력에 의한 영향이 커져서 

높은 항복응력을 나타내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

다. 또한 응력과 변형률 선도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작은 모델보다 큰 모델에서 응력이 좀 더 안

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분자동역학 전

산해석에서는 응력의 산출을 원자수의 평균으로 

계산함으로 원자의 수가 많을수록 안정적으로 평

균이 되기 때문이다. 항복응력은 크기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큰 모델

일수록 결함이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Fig. 5 Deformed shapes and central symmetry 
parameter at 10%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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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stress-strain relationship for 
size effect 

  4.2 결정방향효과의 해석결과 (단순전단)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금속들은 원자들의 규

칙적인 배열에 따라 기계적인 특성이 다르게 나

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슬립시스템이 달라짐에 

따라 응력 변형률 특성과 항복응력을 평가하였

다. Fig. 7은 10%의 변형률에서의 변형모습을 중

앙대칭변수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으로 왼쪽그림

은 모든 원자들을 표시하였고 오른쪽그림은 슬립

이 발생한 부분만 나타낸 것이다. 
단일슬립의 경우 전단응력을 가하는 면과 슬립

면의 평행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중슬립모델의 경우는 네 가지 슬립모델들 중 슬

립면과 방향이 명확히 표현되지 않는 모델 중 하

나 이다. 슬립이 응력이 집중되는 모서리 부에서 

시작하고 슬립면은 전단응력을 가하는 면과 일정

한 각도로 틀어져 있는 상태로 슬립의 진행은 전

단방향과 일정한 각도를 이루고 진행한다. 사중

슬립은 비교적 슬립면과 방향이 잘 관찰되는 슬

립모델이다. 슬립면과 방향이 모두 45° 을 이루고 

진행하게 되며 슬립의 시작은 응력이 집중되는 

양쪽 모서리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팔중슬립은 모델의 8군데의 모서리에서 슬립

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렇게 진행된 슬립은 모델

의 중앙에서 슬립시스템끼리의 충돌로 인해 모델 

내부에서 높은 응력을 발생시킨다. Fig. 8에서 볼 

수 있듯이 항복응력은 시스템 안에 슬립시스템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력과 

변형률 선도에서 응력의 최대값은 슬립시스템이 

많은 모델일수록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7 Contour plots of central symmetry parameter 
on slip models (sh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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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tress-strain curve for slip models (shear)

Fig. 9 Contour plots of central symmetry parameter 
on slip models 

  4.3 결정방향효과의 해석결과 (단순인장)
Fig. 9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인장의 경우 단순

전단의 경우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항복

응력과 응력 변형률의 특성이 결정방향 의존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일슬립의 경우 경계층 원

자들의 구속조건의 영향으로 경계층 원자 직하에

서 잘록한(necking)변형을 발생하였다. 단일슬립 

모델의 응력은 네 가지 모델 중에서 가장 낮았

다. 이중슬립 모델의 경우에는 시험편의 우측과 

좌측으로 번갈아 가면서 슬립이 방출 되면서 지

그제그(zig-zag)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팔중슬립

은 네 가지 모델에서 가장 높은 항복응력을 나타 

내었다. 또한 변형을 할 때 시험편의 중앙에서부

터 전위가 발생하여서 시험편의 중앙이 잘록해지

는 현상이 발생한다. 중앙에서 시작된 전위는 그 

모양이 파단 시에 컵과 콘(cup and cone)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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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tress-strain curve for  slip models      

Fig. 11 The relation ship between slip system and 
external stress 

를 만들 수 있게 진행된다. 반면 사중슬립의 경

우에는 동일한 45° 각도를 이루면서 슬립면이 형

성되고 진행되기를 반복하면서 시험편의 두께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사중슬립의 모델이 

같은 힘에 대해서 연신율이 가장 큰 모델일 것이

다. 위의 내용들로부터 항복응력과 최대응력은 

시스템 안에 슬립시스템이 많은 모델일수록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4 임의의 결정방향에 따른 항복응력 평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은 네 가지로 국한 되

어있지만 실제의 모델에서는 무수히 많은 임의의 

슬립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모

델을 만들어서 항복응력을 비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정학

(crystallography)에서 많이 사용되는 극사영

(stereographic projection)(10) 방법을 사용해서 임의

의 방향에서의 항복응력을 평가하였다. 표준삼각

형(standard triangle)을 정의하고 모든 삼각형에서 

표현되는 결정방향을 표준삼각형만으로 나타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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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방향에 대한  항복 응력값을 예측하였다. 
항복응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표준삼각형에서 결

정방향에 따른 Schmid factor(SF)를 정의한다. SF
는 슬립시스템과 외부에서 부과 되는 응력의 관

계를 정량적으로 정의 해준다. 

    ≤ ≥            (8) 

 위식에서  는 Fig. 11처럼 슬립면의 수직방

향과 작용응력 방향 사이의 각이고 는 작용응

력과 슬립방향 사이의 각을 말한다. 분해전단응

력(   )은 어느 특정한 응력의 크기

를 넘어서면 슬립이 발생하는데 이때의 분해전단

응력을 임계 분해 전단응력(critical resolved shear 
stress)라 한다.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다음과 같

은 식으로 구해진다.

            (9)  

여기서 임계 분해 전단응력은 슬립을 일으키는 

최소 전단응력으로 항복이 일어날 때를 결정하는 

재료의 성질이다.  임계 분해 전단응력과 항복응

력()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0)

  단일 슬립의 모델은 이론적인  SF가 1이 된

다. 따라서 단일 슬립의 모델에서는 항복응력()

과 임계 분해 전단응력()가 같아진다. 본 연

구에서 단일 슬립의 모델에서 분자동역학 전산해

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재료의 임계 분해 전단

응력으로 정하고 네 가지의 슬립 모델의 이론적

인 SF와 해석적인 SF를 극사영 표준삼각형에 

Fig. 12와 Fig. 13같이 나타내었다. 단일 슬립 모

델에서 얻은 항복응력을 임계 분해 전단응력으로 

놓고 앞에서 언급한 식 (10)에 의해 계산하여 얻

어진 항복응력을 Fig. 14와 Fig. 15와같이 나타내

었다. 두 개의 결과는 절대적인 값에는 다소 차

이가 있었지만 경향이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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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ntour plots of theoretical Shmid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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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ntour plots of numerical Shmid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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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ontour plots of theoretical yield st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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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해석 결과에서 이론적으로 계산된 값

에는 정해진 슬립면 만을 고려해서 SF를 계산했

지만 실제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론적인 슬립면 

이외에도 다른 슬립이 동시에 발생해서 항복응력 

값에 오차를 주기 때문이다. 

5. 결 론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리(Cu)에 분자동역

학 전산해석으로 단순전단과 단순인장을 해석하

였다. 해석을 통해서 얻어진 응력과 변형률의 관

계를 시험편의 사이즈와 모델의 결정방향에 따라 

비교하였으며 임의의 방향에 따른 항복응력의 분

포를 나타냄으로서 항복응력을 예측하였다.
표면의 원자 수가 내부의 원자 수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많은 모델은 표면효과가 지배적이 되어 

모델이 작을수록 항복응력과 최대응력이 높은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슬립시스템이 많은 모델

일수록 항복응력과 최대응력이 높게 평가되었다. 
단결정 재료의 응력과 변형률 관계는 결정의 방

향과 시험편의 사이즈에 의존적임을 알 수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임의의 결정방향에서의 

항복응력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Schmid 
factor(SF)를 모델에 따라 계산하였는데 슬립시스

템이 많은 모델부터 octal, sextuple, quadruple, 
double 그리고 single의 순으로 항복응력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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