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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 다결정 미세구조의 상 분포 상에 따른 역학  거동 분석

Analysis of Mechanical Response of Two-phase Polycrystalline Micro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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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 엽*      한 동 석†

Chung, Sang-Yeop Han, Tong-Seok

················································································································································································································

요  지

다상 재료는 상(phase) 분포 상태에 의해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 분포에 따른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구조의 상 분포 특성을 묘사할 수 있는 확률 분포 함수를 사용하여 등방성/이방성 미세구조의 상 

분포 상태를 표 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상 분포를 가진 미세구조들에 유한요소해석 기법을 용하여 미세구조의 

역학 인 거동을 분석함으로서, 상 군집의 분포 상태에 따른 재료의 강도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 군집

의 상에 의한 재료 강도의 향  군집 크기가 커질수록 강도가 낮아지는 상을 확인하 다.

핵심용어 : 미세구조, 다상 다결정 재료, 확률 분포 함수, 유한요소해석, 상 군집

Abstract

An approach to understand the phase distribution in a multi-phase polycrystalline material is important since it can affect 

material properties and mechanical behaviors. A proper method is needed to describe the phase distribution. For this purpose, 

contiguity and probability functions(two-point correlation and lineal-path functions) are investigated for representing the phase 

distributions of microstructures. The mechanical behaviors are evaluated us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The characteristics of 

probability functions and mechanical reponses of virtual samples are represented. It is confirmed that the topology of phase 

clustering affects the mechanical behavior of materials and that the strength is reduced as the clustering size increases.

Keywords : microstructure, polycrystalline solids, probability functions, finite element method, phase clu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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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합 과 같이 특수한 목 을 하여 2개 이상의 재료로 구

성되어 있는 다상 재료는 상 분포 상태의 차이에 따라 재료

의 특성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다상 미세구조의 거동을 연구

하는데 있어서 상 분포의 차이에 따른 거동의 차이를 살펴보

는 연구는 필수 이다. 특히 상 분포를 정확하게 악하는 

것은 미세 역에서 재료의 실험과 해석 결과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요하다.

서로 다른 상 분포를 가진 미세구조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

기 해서는 미세구조의 상 분포 상태를 묘사할 수 있는 방

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결정 미세구조의 상 분포 

특성을 악하기 하여 스칼라로 상 분포 상태를 표 하는 

인 성(contiguity)(Underwood, 1970; Han 등, 2005)

과, 미세구조 내부에 임의로 이나 특정 길이의 선분을 

치시켜 그 이나 선분이 제시하는 서로 다른 상 사이의 통

계  계를 이용하여 확률 분포 형태로 상 분포를 표 하는 

two-point correlation function(Gokhale 등, 2005)과 

lineal-path function(Torquato, 2002)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임의(random)의 상 분포를 가진 다양한 

미세구조 샘 에 유한요소해석 기법(Marin 등, 1998; Han 

등, 2005)을 용하여 거동을 살펴 으로서, 미세구조의 상 

분포 차이가 재료 거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다. 한, 동일한 상이 모여있는 상 군집의 크기가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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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 성의 개념도와 인 성을 표 하기 한 원(구)

3차원 등방성/이방성 미세구조들을 모델링하고, 각각의 미세

구조에 하여 군집의 차이에 따른 통계 인 특성들과 역학

 거동의 차이를 살펴 으로서 상 분포에 따른 재료 거동의 

특성을 분석하 다. 

2. 미세구조의 상 분포 표  

다상 재료의 상 분포는 재료의 특성에 큰 향을 다(우

경식 등, 2001; Torquato, 2002; Tewari 등, 2004; 

Han 등, 2005). 따라서 상 분포 상태를 정확히 묘사하기 

해서 상 분포의 특성을 표 할 수 있는 한 방법이 필

요하다. 미세구조의 상 분포를 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등방성/이방성 재료의 상 군집(phase clustering)정도를 스

칼라로 나타내는 인 성(contiguity)이 사용될 수 있다. 인

성은 단  체  당 상 사이의 교차면의 면 으로 정의되는 

입체학 인 매개변수이며(Underwood, 1970), 교차면의 면

은 미세구조 내부를 통과하는 test line들과 교차면이 만

나는 교차 의 개수를 측정함으로서 계산될 수도 있다(Han 

등, 2005). 본 연구는 2상 재료를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인 성의 식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1)

여기서, 와 는 와 상의 인 성 값이고, , 

, 는 각각 교차면을 공유하는 두 결정이 

, , 상 일 때, 교차면의 교차  개수를 의미

한다. 그림 1을 살펴보면, 미세구조 내부를 특정한 방향을 

향하도록 생성된 test line들이 미세구조를 통과하면서 결정 

사이의 교차면에 한 정보를 test line에 장한다. 3차원

에서는 test line들이 평면 상에 치한 임의의 에 해 

수직 방향으로 미세구조를 통과하며 교차면의 정보를 수집한

다. 이 게 수집된 결과를 식 (1)에 입하여 상들의 인 성 

값을 계산하며, 공간을 나 어 동일한 과정을 각 방향에 

해 반복해서 계산한다. 계산된 인 성 값들을 그림 1에서 나

타는 원(3차원인 경우는 구)에 표 하여 미세구조의 각 방향

에 한 인 성 값을 시각화한다. 3차원 인 성을 표 하기 

한 단  구의 각 은 인 성이 계산되는 방향이고, 

에는 그 방향으로의 인 성 값이 장된다. 각  사이

의 인 성 값은 표  유한요소 보간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상의 연결성을 스칼라로 표 하는 인 성과는 달리, two- 

point correlation function은 확률 분포 함수이다. 

-point correlation function으로 표 되는 확률 분포 함수

는 스칼라 값으로 상 분포를 표 하는 것에 비해 상 분포를 

보다 자세히 표 할 수 있으며, 재구성 방법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Torquato, 2002). Two-point correlation function, 

는 임의의 두 이 와 상에 치할 확률을 의미한다. 

Two-point correlation function은 양 끝 이 치한 상

의 정보만 고려하며, 두 사이의 어떠한 정보도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 인 two-point correlation function의 극값

은 다음과 같다.

lim
→
    (2)

lim
→∞
    

 (3)

여기서, 는 상의 부피비를 의미한다. 두 사이의 거리 

이 0에 가까워 질 때, 식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이 

동일한 상에 치할 확률은 상의 부피비로 수렴하고, 이 증

가할수록 함수 값은 상의 부피비의 곱과 같아진다(식 (3)). 

Corson(1974)에 의해 제안된 two-point correlation 

function 이후로, 이와 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

다(Lin 등, 2000; Tewari 등, 2004; Gokhale 등, 

2005). 그 가운데 Gokhale 등(2005)은 통계  정보를 이

용하는 간단한 형태의 two-point correlation function을 

제안하 다. 

   ≠

(4)

여기서, 는 단  test line 길이 당, test line과 

 교차면이 만나는 교차  개수이다. 는 test line과 z

축과의 각도이고, 는 test line의 xy평면으로의 정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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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축 사이의 각도를 의미한다. 2상 재료의 경우, 두 이  

상에 치할 확률 은 식 (4)와 (5)를 통하여 계산된다.

    (5)

다른 형태의 확률 분포 함수로서 lineal-path function이 

사용될 수 있다(Lu 등, 1992; Torquato, 2002). Lineal- 

path function을 사용하면 특정한 방향으로의 연속 인 상 

분포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Lineal-path function, 

은 길이가 인 임의의 선분 체가 상에만 치할 확

률을 의미한다. 일반 인 lineal-path function의 극값은 

다음과 같다.

lim
→
   (6)

lim
→∞
   (7)

본 연구에서는 Coker 등(1995)에 의하여 제안된 lineal- 

path function을 이용하여 미세구조의 상 분포 특성을 악

하 다. 양 끝 의 정보만을 사용하는 two-point correlation 

function과는 달리 lineal-path function은 두 을 연결한 

선분이 치한 곳의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 분포의 연

속성에 한 악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의 차원(low- 

order) 확률함수를 동시에 사용하면 보다 정확한 상 분포 특

성을 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결정 미세구조를 정육면체 복셀(voxel)

로 구성된 단  정육면체를 이용하여 표 하고 two-point 

correlation function, 와 lineal-path function, 

을 이용하여 임의의 2상 다결정 미세구조의 통계 인 

상 분포 정보를 표 하 다. 정육면체의 각 변의 길이는 1이

며, 단 길이 당 , , 방향으로 30개의 복셀로 나 어져

있다. 모든 복셀은 결정을 의미하며, 단  정육면체는 총 

27,000개의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세구조의 각 결정에

는 임의의 orientation이 할당되어 있다. 확률함수로 표 되

는 상 분포의 이방성은 Cartesian 좌표계에서 , , 방향

에 해서만 고려하 다. 

3. 유한요소 시뮬 이션

임의(random)의 상 분포를 가진 미세구조들의 역학  거

동을 확인하기 해서 결정 소성 모델을 포함한 elasto- 

viscoplastic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재료의 거동을 살펴보았

다. 유한요소법과 구성 모델(constitutive model)은 Marin 

등(1998)과 Han 등(2007)을 참고하 으며, 본 논문에서는 

모델에 해서 간략하게 소개한다. 

단일 결정의 재료 거동을 기반으로 한 평형 방정식의 약형

(weak form)은 다음과 같다.

 

′


 div 



∙


∙ (8)

여기서, 는 표면에 작용하는 traction, 는 body force, 

는 weight function을 의미한다. Cauchy 응력은 deviatoric 

부분과 spherical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로 

나타낼 때, 는 압력, 는 2차 identity 텐서, (․)'은 

deviatoric 요소를 의미한다. 용을 한 식 (8)의 매트릭

스의 표 식은 Han 등(2007)에 나타난 식을 사용하 다.

탄성 응답은 Kirchhoff 응력( ), 탄성 강성도 텐서

(, 은 결정 orientation), 탄성 변형률(♭)을 사용하

여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9)

소성 응답은 경사계(slip system)에서 발생한다. 각 경사

계에서 단 응력()과 단 변형률 비(

)는 power law

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10)

여기서, 는 특정 경사계를 나타내며, 은 슬립의 민감도

(slip sensitivity rate), 는 경사계 강도를 의미한다. 경

사계 강도의 진 에 따른 경화는 수정된 Voce law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1)

여기서, 


 는 모든 경사계에서 단 변형률 비의 총 

합을 의미하고, 는 포화 강도, , , 는 모델링 변수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에서는 모든 경사계가 동

일하게 경화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탄성과 소성 응답은 슬립

에 의한 소성 변형, 회 , 격자 stretching에 의한 탄성 변

형으로 구성된 multiplicative decomposition으로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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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l 1 (b) Model 2

(c) Model 3 (d) Model 4

그림 2 등방성 2상 미세구조 

(a) Ellipsoid (b) Layered

그림 3 이방성 2상 미세구조 

(a) 등방성 (b) 이방성

그림 4 미세구조의 인 성(상) 

어 있다. 

탄성  소성 응답을 식 (8)에 용하여 표 하면 deviatoric 

응력과 변형간의 elasto-viscoplastic 계로 다음과 같다.

′  ′ (12)

여기서, 는 스핀과 time step의 시작 에서의 탄성 변형

률을 포함하는 매트릭스이고,  는 elasto-viscoplastic 강

성도이다. 

미세구조의 유한요소메쉬는 단  정육면체 모델을 사용하

다. 각 결정은 8-  정육면체 요소로 표 하여, 총 27,000개

의 정육면체 요소로 단  정육면체를 구성하 다. 칭 경계치 

조건(symmetric boundary condition)은 =0, =0, 

=0인 평면에 용되고, 나머지 측면은 경계치 조건에 구속받

지 않는다. 인장을 통한 미세구조의 변형을 살펴보기 하여, 

수직 방향으로 최상단면(=1)에 속도(velocity)를 가하여 변

가 발생하도록 하 다. 결정의 orientation은 uniform 

ODF (orientation distribution function)에서 임의로 샘

링 하여 미세구조의 각 결정에 할당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상

으로 하는 재료의 항복 을 넘어선 0.4% 변형률까지 인장을 

주어 미세구조의 거동을 살펴보았다.

4. 용 결과

4.1 2상 다결정 가상 미세구조 시편

다양한 미세구조의 상 분포 상태  특성을 살펴보기 하

여 상 군집의 크기  형태가 서로 다른 상 분포를 가진 등

방성/이방성 미세구조들이 사용되었다(그림 2와 3).

그림 2의 (a)부터 (d)는 통계 으로 등방성 상 분포를 가

진 2상 미세구조이다. 모든 미세구조는 동일한 부피비(

=50/50%)이며, 미세구조 내부에 임의의 첩 가능한 구를 

분포시키고(상) 나머지 부분을 상을 할당하여 미세구조를 

모델링하 다. 그림에서 란색은 상, 빨간색은 상을 나

타낸다. 그림 2의 (a)부터 (d)는 모두 임의의 상 분포를 가

진 미세구조이지만, 상 군집을 구성하는 구의 지름이 서로 

다르다. 각 미세구조 별로 상 군집의 구의 지름은, 단  정육

면체 RVE의 모서리 길이를 기 으로 약 6%(Model 1), 

15%(Model 2), 16%(Model 3), 23%(Model 4)이다. 이

방성 미세구조는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그림 3의 (a)는 타

원 간에 서로 첩이 가능하며 방향에 따른 길이의 비가 , 

, 방향에 해 6:3:2인 타원체가 미세구조 내부에 임의로 

분포된 이방성 미세구조이고, (b)는 평면 방향으로 층 구

조의 상 분포를 포함하는 이방성 미세구조이다. 이방성 미세

구조의 부피비는 등방성 경우와 동일하게 =50/50%이다. 

각 복셀은 임의의 orientation이 할당된 결정을 나타낸다.

4.2 미세구조의 상 분포 표

4.2.1 인 성(Contiguity)

미세구조의 상 분포 상태  특성을 인 성과 two-point 

correlation function, lineal-path function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인 성을 이용한 등방성/이방성 미세구조의 상 

분포의 표 은 그림 4에 나타나있다. 그림 4(a)는 그림 

2(a)등방성 미세구조의 인 성이다. 그림 4(a)에서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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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wo-point correlation function

(b) Lineal-path function

그림 5 등방성 미세구조의 확률 분포 함수 

phase

Slip system parameters 탄성계수[GPa]


(MPa)


(MPa)


(MPa)



[ ]
    

Cu 250.0 50.0 130.0 1.0 0.02 1.0 168.4 121.4 75.2

Fe 300.0 180.0 225.0 1.0 0.02 1.0 228.0 132.0 111.5

표 1 슬립계 변형률 경화 변수와 탄성 계수

수 있듯이 인 성 값에 작은 변동은 있지만, 표 편차가 1% 

이내로서, 모든 방향에 해 값들이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인 성 결과를 통해서 그림 2(a)의 미세구조는 통

계 으로 등방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그림 4(b)에 

나타나 있는 이방성 미세구조(그림 3(a))의 인 성은 등방성

의 경우와는 다르게 방향에 따라 상의 인 성 결과가 뚜렷

하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 성은 상의 투과성

(percolation)과 연 이 있다. 이방성 미세구조의 인 성을 

살펴보면, 타원체의 최장축인 방향으로의 인 성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등방성/이방성 재료 모두, 상의 인

성 경향도 상과 동일하다.

결과를 통해서 인 성은 결과가 스칼라이기 때문에, 각 방

향에 한 상 분포의 결과가 하나의 값으로 표되는 것을 

이용하여 재료의 상 분포 상태를 시각화 하는데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음을 보 다. 특히 인 성을 통해서 재료가 등방

성/이방성인지를 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4.2.2 확률 분포 함수

미세구조의 확률 함수를 이용한 상 분포의 표 을 해 그

림 2(a)와 그림 3(a)의 미세구조를 상으로 하 다. 확률 

함수로는 two-point correlation과 lineal-path function

을 사용하여 , , 방향으로의 미세구조의 상 분포 특성을 

악하 다. 각 미세구조의 확률 분포는 상과 상의 결과

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상의 결과만 제시

하 다. 

등방성 미세구조(그림 2(a))의 경우, 그림 5의 (a)와 (b)

와 같이 확률 분포 함수가 , ,  세 방향에 하여 모두 

동일하다. 이와는 다르게, 이방성 미세구조(그림 3(a))의 확

률 분포 함수는 방향의 변화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6). 이러한 등방성/이방성 미세구조의 확률 분포 

함수의 경향은 인 성 결과와 일치한다. 그림 6(a)과 (b)의 

동일한 에서 축 방향으로의 확률이 다른 방향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타원체의 주축의 길이가 축 방

향으로 가장 크기 때문에, 두 과 선분이 동일한 상에 치

할 확률이 다른 방향에 비해 큰 것이다. 등방성/이방성의 경

우 모두 two-point correlation의 시작은 부피비에서 시작

하여 이 증가함에 따라 부피비의 제곱 값으로 수렴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식 (2)와 (3)의 내용과 일치한다. 

Lineal-path function도 길이 이 0부터 증가할수록 함수

가 부피비의 값에서 0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식 

(6)과 (7)). Two-point correlation과 lineal-path function

을 이용하면 재료의 등방성/이방성 특성을 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두 확률 함수는, 확률 함수의 특성상 인 성과 

같이 상 분포 상태를 시각화에는 유용하게 사용되기 어렵지

만, 확률 분포에 한 정보를 활용하여 특정 미세구조와 통

계 으로 유사한 상 분포를 가진 미세구조의 재구성 등에 사

용될 수 있다(Yeong 등, 1998).

4.3 미세구조의 역학  거동

상 분포 변화에 따른 미세구조의 역학  거동의 유사성을 

유한요소해석 기법(Marin 등, 1998)을 용하여 살펴보았

다. 2상 재료에서 와 상에 구리와 철의 물성치를 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계산방법은 Han 등(2005, 2007)

에 의하여 X선 회 을 통한 실제 결과와 유사함이 검증되었

다. 시뮬 이션에 사용된 탄성 계수(Han 등, 2005)와 슬립 

변수(Kelly 등, 2000)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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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wo-point correlation function

(b) Lineal-path function

그림 6 이방성 미세구조의 확률 분포 함수 

그림 7 등방성 미세구조들의 거시  응력-변형률 곡선

(a) HL 1 (b) HL 2

(c) HL 3

그림 8 외력과 수직 방향의 층 구조(Horizontal layered, HL)를 

가진 2상 미세구조

그림 9 HL 미세구조들의 응력-변형률 곡선

표  미세구조와 재구성된 미세구조의 거동을 분석하기에 

앞서, 그림 2의 상 군집 크기가 서로 다른 등방성 미세구조

들의 거동을 분석하 다. 0.4%의 인장 변형을 받았을 때의 

거시 인 응력-변형률 곡선(그림 7)을 살펴보면 상 군집의 

크기가 Model 1에서 4로 증가할수록 재료의 강도가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의 탄성 역에서는 모든 재

료가 거의 동일한 거동을 한다. 하지만 상 군집이 증가함에 

따라 소성 역에서의 재료 강도는 감소한다. 이는 상 으

로 강도가 낮은 재료(Cu)에서 소성이 발생할 때에, 군집이 

클수록 군집 내부에서 소성의 확산이 진행되어 체 미세구

조의 강도의 감소에 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료 내

부에 임의로 분포된 군집이 크게 존재할수록 체 재료의 강

도가 감소한다(Chung 등, 2010). 

군집의 크기와 재료 강도의 상 계를 살펴보기 하여 

그림 8의 미세구조들이 사용되었다. 그림 8의 (a)에서 (c)로 

가면서 동일한 상의 군집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는 축 방향으로 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 미세구

조들의 층의 군집크기가 다를 때, 거동의 차이를 나타내며, 

그림 7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층의 군집 크기가 클수록 재료

의 강도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는 특정 방

향(축)에 해서 군집 크기를 조정한 극단 인 경우의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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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L 1 (b) VL 2 

(c) VL 3

그림 10 외력과 수평 방향의 층 구조(Vertical Layered, VL)를 

가진 2상 미세구조

그림 11 VL 미세구조들의 응력-변형률 곡선

구조를 상으로 하기 때문에 응력-변형률 곡선의 차이가 그

림 7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림 8(a)에서는 구리에서 소성이 발생하면 연쇄 으로 

소성이 확산되지만, (b)와 (c)에서는 구리 층 사이에 존재하

는, 상 으로 강도가 큰 철 층이 구리의 소성흐름이 확산

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 으로 더 큰 

강도를 보인다. 

그림 10은 축에 수평 방향으로 층 구조를 가진 미세구조

들이다. 그림 8과 마찬가지로, 각 미세구조의 부피비는 동일

(=50/50%)하고 군집 크기는 서로 다르다. 군집의 분

포가 인장 방향(축)과 수직일 때 군집 크기의 증가 의해 재

료 강도가 감소하는 것(그림 9)과는 다르게, 그림 11을 살펴

보면, 인장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서로 다른 군집 크기를 가

진 미세구조들 간의 역학  거동은 동일하다. 

그림 9와 11의 결과를 종합하면, 재료의 소성흐름은 외력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

해, 외력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분포된 상 군집의 크기가 

클수록, 외력 방향으로의 소성이 확산되기 때문에 재료의 강

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재료의 강도는 

내부에 분포된 상 군집의 크기와 방향성에 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상 분포를 가진 미세구조들의 거동

을 살펴본 결과, 등방성/이방성 미세구조에서 내부의 군집의 

크기가 외력 방향으로 증가할수록 체 미세구조의 강도는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상 다결정 미세구조의 상 분포의 표  방

법  특성을 악하 다. 미세구조의 상 분포 표 을 한 

방법으로서 인 성과 two-point correlation function, 

lineal-path function을 사용하 다. 인 성은 미세구조의 상 

분포를 시각화하는데 효과 이며, two-point correlation 

function과 lineal-path function은 상 분포의 더욱 자세한 

표 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유한요소해석

을 통하여 다양한 상 분포를 가진 미세구조들의 역학  거동

을 살펴본 결과, 동일한 등방성 미세구조에서 상 군집의 크기

에 따라 재료의 거동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 

Chung 등(2010)의 연구에서는 상 군집의 크기와 재료 강도 

사이에 연 성이 있음을 확인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방향성

을 가진 군집을 포함한 를 통하여, 상 군집의 크기와 더불

어 상 군집의 분포 방향이 재료 강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

았다. 상 군집과 재료 강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외력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분포된 상 군집의 크기가 증가할수

록, 군집 내부에서 소성이 확산되어 체 재료의 강도가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하 다. 결론 으로 재료 내부에 분포된 상 군

집의 크기와 방향에 의해 체 재료의 강도가 향을 받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에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에 하

여 X선 회  실험 결과를 통해 모델링 변수들을 구하고 시뮬

이션 결과와 비교한다면, 본 연구의 결론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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