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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D 효과에 의한 소성 구배의 다결정 고체 거동에 한 향

Effect of Plastic Gradient from GND on the Behavior of Polycrystalline Sol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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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재료의 마이크로 스 일 해석에서 결정의 geometrically necessary dislocation(GND) 효과에 의한 소성 구배(plastic 

gradient)의 고려는 재료의 소성 거동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 거리(long range) (dislocation)의 

향( 는 GND 효과)을 고려하여 소성 구배의 향을 받는 다결정 고체(polycrystalline solids)의 거동을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탄성(elastic)과 소성(plastic) 변형에 추가 으로 먼 거리 변형률(long range strain)을 고려한 항

(term)이 포함된 변형 구배(deformation gradient)의 multiplicative decomposition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소성 구배 효과를 

해석 모델에 포함하 다. 먼 거리 변형률에 의한 향을 살펴보기 해 구배 경화 계수(gradient hardness coefficient)와 먼 

거리 변형률 길이에 한 재료 변수(parameter)가 사용되었다. 각각의 계수들이 다결정 고체의 거동에 미치는 향을 확인

하기 해 두 변수의 용에 따른 다결정 고체의 거동을 분석하 다. 단결정  다결정 재료의 GND 효과에 의한 소성 구

배를 고려해서,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발생하는 경화(hardening)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서 GND의 다결정 고체 거

동의 향을 확인하 다.

핵심용어 : 미세구조, 다결정 재료, 결정 소성, , 유한요소해석, 소성 구배 모델

Abstract

Plastic gradient from geometrically necessary dislocation(GND) can affect material behavior significantly. In this research, 

mechanical behavior of polycrystalline solid is investigated us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incorporating plastic gradient from long 

range dislocation or GND effect. Plastic gradient effect is implemented in the analysis model by considering a long range strain 

term as well as elastic and plastic terms in the multiplicative decomposition. In the model, gradient hardness coefficient and length 

parameter are used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long range strains and sensitive study is conducted for the parameters. It is 

confirmed that the GND amplifies hardening response of polycrystals compared with the single crystal.

Keywords : microstructure, polycrystalline solids, crystal plasticity, dislocations, finite element method, plastic 

gradi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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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dislocation) 거동은 다결정 재료의 소성 변형이 발생

하는데 주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결정의 소성 거동을 보다 자

세히 이해하기 해서는 결정에서 의 거동에 한 정 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존의 결정 소성 모델들도 결정의 거동을 

이해하는데 비교  정확한 결과를 보 지만, 재료 거동 시 발

생하는 여러 가지 향을 고려한 해석을 해서 해석 모델을 

더욱 발 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련해서, 많

은 가 된 결정 입자사이의 합조건을 만족하기 

해 발생하는 효과를 찰하기 하여 소성 구배(plasticity 

gradient)를 이용하는 연구가 리 수행되고 있다. 이와 련

되어 가장 리 알려진 모델은 Hall-Petch 계(Hall, 

1951; Petch, 1953)일 것이다. Hall-Petch 계를 통해 결

정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결정의 경계면이 의 slip을 억제하

여 재료의 강도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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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변형 구배의 multiplicative decomposition 

(는 reference, ,,는 intermediate configuration들, 

는 current configuration을 의미)(Gerken 등, 2008)

로 geometrically necessary dislocation(GND)과 소성 구

배가 제안되었다(Ashby, 1970). 최근에는 Hartley(2003)

가 제안하 던 변형 구배(deformation gradient)의 다  분할

(multiplicative decomposition)에서 기존의 결정 소성 모델

에서 탄성과 소성 변형에 추가 으로 GND를 고려하여 세 개

의 kinematic motion으로 정의한 연구가 Han 등(2006)과 

Gerken 등(2007, 2008)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Gerken 등(2008)에 의해 제안된 모델을 

활용하여 GND 효과를 고려한 다결정(polycrystal) 고체의 

거동을 모사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GND 효과를 고려한 

단결정(single crystal) 모델을 사용하여 소성 구배의 향

을 조사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결정 모델을 사용하여 

GND 효과를 용하 을 때와 용하지 않은 경우의 재료 

거동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서 다결정 고체 거동에서 소성 구

배의 향을 살펴보았다. Macro 스 일의 응력-변형률 곡선 

이외에 결정의 격자 변형률(lattice strain)을 살펴 으로써 

미세 역에서 소성 구배의 향에 해서도 확인하 다. 

2. GND 효과를 고려한 다  분할(multiplicative 

decomposition)

소성 구배를 고려한 다결정 미세구조의 거동의 해석을 해 

Gerken 등(2008)이 제안한 모델을 사용하 다. Gerken은 

기존에 Hartley(2003)가 제안한 모델을 바탕으로, 소성 구배

를 고려한 변형 구배(deformation gradient)의 다  분할

(multiplicative decomposition)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

다. Gerken 등(2007, 2008)  Chung 등(2010)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  분할의 개념은 변형 해석 뿐만 아니

라 미소 변형의 역에도 용 가능하며, 이를 고려한 해석 결

과가 실제 실험의 결과아도 잘 맞는 것이 선행 연구(Han 등, 

2005)를 통해서 나타나 있다. 

그림 1에서 
는 결정 slip면으로의  거동에 따른 

구 인 변형을 나타내는 
와 체 body의 격자(lattice)에

서 발생하는 에 의한 먼 거리 변형을 나타내는 
로 구

성된 소성 변형을 의미한다. 
는 탄성 변형을 의미하며 

left stretch 텐서 와 rotation 로 구성되어 있다. 그

림 1에서 는 reference configuration을 나타내며 , 

, 는 intermediate configuration, 는 current 

configuration을 의미한다. 변형 구배의 다  분할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1)

탄성 변형이    , 먼 거리 변형이 
   

(여기서, 는 Kronecker delta, 는 미소 탄성 변형률 

텐서, 는 미소 먼 거리 변형률 텐서)와 같이 표 된다고 

가정하면 변형비율(rate of deformation, )과 spin 텐서

()의 근사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2)

 



 (3)

여기서, 와 는 reference configuration에서  

configuration까지의 변형비와 spin 텐서이고, 
와 



는 소성 변형비와 spin 텐서이며,    
이다.

3. 다결정 미세구조의 유한요소 시뮬 이션

다결정 미세구조의 소성 구배를 고려한 역학  거동을 확

인하기 하여 결정 소성 모델을 포함한 유한요소법으로 재

료의 거동을 살펴보았다. 유한요소법과 구성 모델은 Gerken 

등(2007, 2008)을 참고하 으며, 본 논문에서는 모델에 

해서 간략하게 소개한다. 

재료의 탄성  먼 거리 변형률은 결정격자의 distortion

에 의하여 발생한다. 총 격자 변형률(total lattice strain)

은 식 (4)와 같이 표 되며, Kirchhoff 응력과 격자 변형률

과의 계는 식 (5)와 같이 나타낸다.

 
 (4)

  (5)

식 (4)에서 는 미소 먼 거리 변형률 텐서를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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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et Burgers 벡터 분포 

는 미소 탄성 변형률 텐서를 나타낸다. 식 (5)에서 은 

탄성 텐서이다. 

먼 거리 변형률을 계산하기 하여 Burgers 벡터를 사용

하 으며, 변형률 길이 계수인 a를 사용하여, net Burgers 

벡터의 분포가 (x,y)=(±a,±a)으로 표 되는 사각형 구간

에서는 선형 계이고, 이 구간 외에서 net Burgers 벡터는 

0으로 가정하 다(그림 2). 이와 련된 응력과 변형률의 식

은 Gerken 등(2007, 2008)을 참고하 다. 소성 slip의 구

배와 net Burgers 벡터와의 계는 식 (6)과 같다.

 


 (6)

여기서, 는 방향으로의 slip을 나타낸다.

결정 소성의 모델은 Gerken과 Dawson(2008)에서 사용

한 모델을 이용하 다. 총  도(total dislocation 

density)는 총 소성 slip의 합에 비례하는 statistically 

stored dislocations(SSD)와 slip gradient에 비례하는 

GND를 모두 포함한다. Slip system hardness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7)

식 (7)에서 의 각 항은 독립 으로 작용한다. 

는 SSD에 의한 hardness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은 포화 모

델(saturation model)에 의해서 계산된다.




  

 


,   
 

′
(8)

여기서, , , , 
, ′은 모델 매개변수이다. 

는 net Burgers 벡터에 의해서 표 되는 구배 경

화(gradient hardness)이며,   로 나타

낼 수 있다. 여기서 는 구배 경화 계수(gradient hardness 

coefficient)이고, 는 단 계수(shear modulus), 는 

 도이다. 식 (8)에서 과 는 서로 독립 으로 작용한다. 

Current configuration에서 평형 방정식의 약형(weak 

form)은 다음과 같다. 




′  





   (9)

여기서, Cauchy 응력은 deviatoric과 spherical 부분으로 

구분된다.   ′ 이며   이다. 는 weight 

function이고 는 body force이다. 에서   로 계

산되며, 여기서 는  표면에서의 법선 벡터이다. 평형 방

정식으로부터의 식 개  자세한 사항은 Gerken 등(2007, 

2008)에 나타나 있다.

다결정 미세구조의 유한요소격자는 단  정육면체 모델을 8-

 정육면체 요소(element)를 사용하여 표 하 으며, 요

소 당 27개의 분 을 갖는다. 메쉬는 총 1,000개의 정육면체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각 결정은 정육면체 요소의 군집으로 표

되었다. 칭 경계치 조건(symmetric boundary condition)

은 =0, =0, =0인 평면에 용되며 나머지 측면은 경계

치 조건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다. 다결정 미세구조의 변형을 

살펴보기 해서 축 방면의 최상단면에 속도를 통한 변 를 

주어 인장에 의한 미세구조의 변형을 살펴보았다. 결정의 

orientation은 임의로 샘 링하여 각 결정에 할당하 다. 본 연

구에서는 상 재료의 항복 을 넘어선 0.08% 변형률까지 인장

을 주어 소성 구배를 고려한 미세구조의 거동을 살펴보았다.

4. 용 결과

4.1 다결정 고체의 소성 거동

본 연구에서는 다결정 고체의 소성 거동을 살피기에 앞서, 

기존의 단결정 연구와의 비교를 하여 단결정 미세구조 가상 

시편을 모델링하여, 표 1에 나타나 있는 실험으로부터 얻은 알

루미늄의 재료 변수를 사용하 다(Dumoulin 등, 2005). 재

료 변수들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의 단결정 가상 시편의 크기는 각 변의 길이가 100

μm인 정육면체를 사용하 으며, , , 방향을 10등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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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Elasticity)

탄성 계수  70GPa

포아송 비  0.33

소성  경화(Plasticity and hardening)

기 경화 
 11MPa

Slip rate coefficient  1.0S
-1

Slip rate sensitivity  0.1

Hardening coefficient  4MPa

Nominal saturation  133MPa

Saturation coefficient  160MPa

Saturation slip rate  5×10
-9
S

-1

Saturation exponent ′ 0.005

먼 거리 구배(Long range and gradient)

먼 거리 변형률 길이 a 1μm

구배 경화 계수  1×10-6

표 1 알루미늄의 단결정 실험으로부터 얻은 재료 변수

그림 3 단결정 미세구조 시편

그림 4 단결정 미세구조 시편의 응력-변형률 곡선(변형률 0.08%)

그림 5 단결정 미세구조 시편의 응력-변형률 곡선(변형률 1%)

총 1,000개의 8  요소로 구성하여 표 하 다. 미세구조

의 역학  거동을 살펴보기 하여 축 상단 면(=100μm)

에 0.01μm/s의 속도(velocity)를 주어 그림 5와 같이 1%

까지 인장 변형률이 발생하도록 하 다.

본 연구는 GND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성 구배가 재료 거동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GND는 결정

의 에 의하여 다른 결정의 거동이 향을 받게 되는 상

을 의미한다. GND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를 고려하기 해서 

재료 변수 먼 거리 변형률 길이 a와 의 값을 Dumoulin 등

(2005)의 실제 실험 결과와 Gerken 등(2008)이 사용한 가

상 시편과 재료 변수의 계를 참고하여 a=1.0E-6m, 

=1.0E-6 로 용하 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먼 거리 변

형률과 구배 경화 계수는 서로 개별 으로 작용하며 각각 거시 

역(macro-scale)의 kinematic type hardening과 isotropic 

type hardening에 향을 다. 그림 4와 5를 살펴보면 단결

정 미세구조 가상 시편의 거시 (macroscopic) 응력-변형률 

곡선에서 GND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a와 의 변

수를 모두 고려하 을 때 소성 역에서의 재료 강도가 증가하

는 것을 찰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시편의 변형률이 0.08%

일 때에는 소성 구배의 고려에 의한 강도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림 5에서 시편의 변형률이 1%에 도달하

을 때 강도를 살펴보면 소성 구배의 고려에 의하여 재료의 

강도가 증가하는 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식 (7)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a와 는 모두 항과 련된 재료 변수로서 경

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재료의 경화를 고려하는 

과정에 있어서 먼 거리 변형률과 경화 구배 계수를 고려하면, 소

성 구배와 련된 항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재료 거

동 시 발생하는 추가 인 경화를 악할 수 있다. 그림 5의 결과

는 Gerken 등(2007, 2008)의 기존의 단결정 소성 구배 연

구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낸다. a와 의 각 변수가 소성 구배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그림 5의 응력-변형률 곡선에

서의 응력을 비교하면 a가 보다 경화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먼 거리 변형률이 경화 계수보

다 실제 소성 거동에 더 큰 향을 주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Gerken 등(2007)의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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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다결정 미세구조 시편

그림 7 다결정 방 (orientation)에 한 inverse pole figure

(총 7개의 결정, ‘+’는 각 결정의 z축(하  방향)에 한 

orientation 정보를 포 , 숫자는 결정의 번호를 의미함)

그림 8 다결정 미세구조 시편의 응력-변형률 곡선(0.08%)

단결정 미세구조의 거동을 바탕으로 다결정 미세구조의 소

성 거동을 살피기 해서 그림 6의 다결정 미세구조를 모델

링하 다. 단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결정 미세구조는 

, , 방향으로 10등분하여 총 1,000개의 요소로 표 되

었으며, 총 7개의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결정에 한 

orientation은 임의로 할당되었으며, orientation 정보는 

그림 7의 inverse pole figure에 나타나 있다. Inverse 

pole figure는 결정축(crystal axes)과 시편의 특정(하 )

방향과의 분포 계를 나타낸다(Cullity 등, 2001). 소성 

구배를 고려한 다결정의 거동을 살펴보기 하여 단결정과 

동일하게 경계면 조건과 축 상단면에 인장 변형률을 주었

다. 그림 8의 다결정 미세구조의 거동을 살펴보면 단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와 의 재료 변수를 고려하면, 소성 부

분의 경화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결정 미세구

조의 경우, 소성 구배의 고려에 의한 경화의 증가 효과가 동

일한 변형률(0.08%)에서 단결정의 거동과 비교하여 매우 뚜

렷하게 찰된다(그림 4와 그림 8). 한 다결정 고체의 재

료 강도가 동일한 변형률에서 단결정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결정 고체의 거동과 단결정 고체의 거

동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다결정 고체도 단결정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성 구배의 고려에 의하여 재료의 경

화가 증가하며, 다결정 고체의 경우가 그 효과가 더 뚜렷하

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결정 고체의 경우 연속체 

역학의 에서 보면 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결정들 간의 

orientation이 다르기 때문에 결정 경계면에서 가 

되고, 가 경계면을 통과하기 해서는 많은 에 지가 필

요하기 때문에 재료의 강도가 단결정에 비해 증가하게 된다. 

다결정 고체의 응력-변형률 곡선에서 변형률이 0.08%일 

때의 응력을 비교하면 a가 보다 경화(hardening)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다결정 고체의 소성 

구배에서 a와 의 각 모델링 변수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먼 거

리 변형률이 경화와 련된 계수보다 실제 소성 거동에 있어 

더 큰 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4와 5의 단

결정 고체의 거동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이다. a와 가 식 (7)

에서 의미하는 바를 통해 살펴보면, 경화 구배 계수보다 결정

의 의 뒤틀림에 한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는 Burgers 벡

터의 도가 소성 구배를 고려한 재료의 거동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성 구배를 고려하 을 때, 

경화가 증가하는 단결정 시뮬 이션의 결과와 일 된 것으로

써, 이를 통해 GND를 고려한 다결정 고체의 거동이 단결정과 

같이 소성 구배의 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동일한 변수의 사용 시에 단결정과 다결정 고체에서 나타

나는 효과의 차이를 나타내기에는 0.08%의 변형률에서도 그 

차이가 뚜렷하게 찰되어, 0.08% 이후 1%의 변형률까지의 

거동은 추가 으로 비교하지 않았다.

결론 으로 GND를 용하여 소성 구배를 확인한 결과, 

다결정 재료의 거동에 있어서도 GND의 고려 여부가 재료 

소성 거동에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 다. 

4.2 결정의 lattice strain

소성 구배의 고려가 재료의 거동에 미치는 향을 보다 자세

히 살펴보기 하여 미세 역에서 결정의 격자 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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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다결정 미세구조 내 단결정 

(155개의 요소로 구성, 그림 7의 3번 orientation)

그림 10 단결정(그림 9)의 격자 변형률(Lattice strain)

그림 11 다결정 미세구조 내 단결정 

(148개의 요소로 구성, 그림 7의 5번 orientation)

그림 12 단결정(그림 11)의 격자 변형률(Lattice strain)

(lattice strain)을 살펴보았다. 격자 변형률은 다결정 미세구

조에서 결정의 변형률을 살펴보는 것이다. 격자 변형률을 살펴

으로서 미세(micro) 역에서의 결정 거동을 악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GND의 고려를 한 재료 변수를 포함한 

경우와 소성 구배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재료 거동을 비교하

여 미세 역의 거동에서 소성 구배의 향을 살펴보았다. 

그림 9는 그림 6의 다결정 미세구조 가운데 하나의 결정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림 9의 결정은 그림 7에 나타나 있는 3

번 방 (orientation)를 가지고 있으며, 155개의 요소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림 9에 나타난 결정의 격자 변형률은 그림 10

에 나타나 있다. 그림 10을 살펴보면, 변수 a(1.0E-6)와 

(1.0E-6)을 모두 고려한 경우와 소성 구배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격자 변형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에서 a

와  변수를 모두 고려한 격자 변형률이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상되는 결과이지

만, 결정의 미세 역에서의 거동도 소성 구배의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그림 7의 다결정 미세구조 가운데 

그림 9와는 다른 결정의 그림이다. 그림 11의 결정은 148개

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7의 5번 orientation을 가

지고 있다. 그림 12에 나타난 결정의 격자 변형률 역시 그림 

10의 경우처럼 소성 구배의 향을 고려하 을 때, 격자 변형

률이 증가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과 그림 12의 

격자 변형률의 결과를 살펴보면, 거시  응력-변형률 곡선을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료의 미세 역에서의 거동에서도 

소성 구배의 향을 받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은 재료가 소성 거동을 할 때, 탄성 변형률(elastic strain)

이 증가하는 것과 련이 있다. 소성 구배를 고려하면, 거시  

응력-변형률 곡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료의 강도가 증가하

게 되고 이와 함께 탄성 변형률이 증가하여, 재료의 격자 변형

률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한 다결정 미세구조에 존재하는 

결정 경계면에 의해 의 이동이 향을 받고, GND 효과로 

인하여 비균질(inhomogeneous)변형이 증가하는 사실을 통

하여, 다결정 미세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결정들의 격자 변형률

이 소성 구배를 고려할 때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먼 거리에서 의 향을 고려하는 GND 

효과를 용하여 소성 구배의 향을 받는 다결정 고체 가상 

시편의 거동을 살펴보았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단결정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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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다결정 재료의 거동을 살피는 것으로 확장하여 a(먼 

거리 변형률 길이)와 (gradient hardness coefficient)를 

사용해서 GND 효과를 나타내는 각각의 변수가 재료의 소성 

거동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그 결과 각각의 변수가 모

두 독립 으로 재료의 소성 구간에서 경화에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재료의 격자 변형률을 통해 살펴본 결과 미

세 역에서의 재료 거동도 소성 구배의 향을 받는 것을 확

인하 다. 결론 으로 다결정 재료의 거동 분석을 통해 단결정 

거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결정 재료의 거동에서도 GND에 

의한 소성 구배를 고려하는 것이 재료의 소성 거동을 정확히 

측하는데 있어서 큰 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

의 결과를 활용하여 다결정 고체의 결정 경계면에서 의 

에 따라 발생하는 향을 측할 수 있으며, 한 다결정의 

거동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결정 크기와 재료 거동의 상 계

를 측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실제 재

료의 소성 거동에 있어서 구배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재료의 거

동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으므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모델 변수 등의 조정 등을 통하여 실제 실험의 결과와 시뮬 이

션을 비교하는 연구가 추후에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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