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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rain-gradient crystal plasticity constitutive model was developed in order to predict the Hall-Petch behavior of

a Ni-base polycrystalline superalloy. The constitutive model involves statistically stored dislocation and geometrically necessary

dislocation densities, which were incorporated into the Bailey-Hirsch type flow stress equation with six strength interaction

coefficients. A strain-gradient term (called slip-system lattice incompatibility) developed by Acharya was used to calculate the

geometrically necessary dislocation density. The description of Kocks-Argon-Ashby type thermally activated strain rate was also

used to represent the shear rate of an individual slip system. The constitutive model was implemented in a user material

subroutine for crystal plasticity finite element method simulations. The grain size dependence of the flow stress (viz., the Hall-

Petch behavior) was predicted for a Ni-base polycrystalline superalloy NIMONIC PE16.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present constitutive model fairly reasonably predicts 0.2 %-offset yield stresses in a limited range of the grai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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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의 고체역학 유한요소해석법(solid mechanics finite

element method) 이론에 슬립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결정소성(crystal plasticity) 이론을 결합한 결정소성 유한

요소해석법(crystal plasticity finite element method, CP-

FEM)은 금속기 재료의 결정소성 이방성에 기인하는 미

시적 국부소성(mesoscopic plastic deformation)거동을 예측

하기 위한 전산모사 툴로서 현재 널리 쓰이고 있다.1-22) 특

히, CP-FEM에 이용되는 결정소성 모델의 개발은 지난

삼 십여 년간 괄목할 만 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 초기

에는 주로 Power Law와 같은 변형속도(strain rate)식과

포물선 형태의 가공경화(strain hardening)식 등의 현상론

적 이해에 바탕을 둔 실험식들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점

차 미세조직 상에서 전위(dislocation)의 반응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다양한 이론식들이 제안되고 이용되었다. 특

히, 90년대 후반부터는 변형구배 결정소성(strain gradient

crystal plasticity)이론을 이용하여 geometrically necessary

dislocation(GND) 밀도를 정량화시키려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법들이 소개되었으며, 이를 CP-FEM 모델링에 응용

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23-35)

GND라는 용어는 미시적으로 불균일한 소성변형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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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재료의 거시적 변형 구속조건을 만족시키기 위

하여 추가로 재료내부에 인가되는 전위밀도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균일한 소성변형 시 형성되는 전위

밀도를 statistically stored dislocation(SSD) 밀도라 하여

두 개념을 대립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27,28,30,36-38) 하

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GND와 SSD는 실험적으로 뚜

렷하게 구분되어 정량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 물성은 아

니며(학계에서도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음) 단지 이

론적 구분이 가능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GND

의 형성은 국부적인 변형장(strain field)의 불균일, 즉 변

형구배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Nye

는 이러한 국부적 변형구배의 크기를 이용하여 GND를 계

산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마련하였으며,39) Achyara는

이를 이론적으로 발전시켜 변형구배 결정소성 모델을 제

안하였다.23-26) 그 이외에도 Nye의 이론에 기반한 다양

한 변형구배 결정소성 모델들이 제안되었으며 그 대표

적인 것들은 참고문헌23-38)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변형구배 결정소성 모델을 유한요소해석법에

접목한 모델링 접근법을 변형구배 결정소성 유한요소해

석법(strain gradient crystal plasticity finite element

method, SGCP-FEM)이라 부른다. 기존의 CP-FEM은 유

한요소(finite element)의 밀도에는 의존성이 있으나, 유

한요소의 크기(size)에는 의존성이 없는 것 과는 달리,

SGCP-FEM은 국부적인 변형구배의 크기가 응력-변형율

거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FEM 모델링

결과가 유한요소의 밀도뿐만 아니라 그 크기(size)에 영

향을 받는다. 이러한 소성변형 거동의 크기 의존성(size

dependence)을 이용한 다양한 SGCP-FEM 모델링이 시

도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연구가 금속기 재료의 입

계(grain boundary) 근처에서의 슬립 변형 구속에 따른

불균일한 응력장(stress field) 및 변형장(strain field) 형

성을 이해하기 위한 모델링이라 할 수 있다.36-3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형구배 결정소성의 크기 의존

성을 활용하여 다결정 금속기 재료의 결정립 크기(grain

size)의 강도 의존성, 즉 Hall-Petch 관계를 예측하기 위

한 SGCP-FEM 모델링을 행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Achraya-Beaudoin 변형구배 결정소성 모델23-26)을 응용한

새로운 결정소성 모델을 개발 하였으며, 이를 SGCP-FEM

모델링에 이용하여 결정소성 거동의 변형구배 민감성에 관

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모델링 결과와 실험

데이터의 비교를 통해 SGCP-FEM의 Hall-Petch 거동 예

측 한계에 대해 고찰 하였다.

2. 변형구배 결정소성 모델(strain gradient 
crystal plasticity model)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변형구배 결정소성 모델의 구성방

정식(constitutive equation)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

다. 우선, 결정 슬립면 상에서의 전단변형 속도식은 Kocks-

Argon-Ashby 형 열적활성화된 소성변형속도(thermally

activated plastic flow rate)식을 이용하였다.40)

(1)

여기서, 는 슬립시스템 α에서의 전단변형속도를 나

타내고, 는 기본전단변형속도(reference shear rate), Fo

는 전위가 외부에서 작용한 응력의 도움 없이도 활성화

될 수 있는 활성화 에너지, k는 볼츠만 상수, T는 온도,

τα는 슬립시스템 α에서의 전단응력(resolved shear stress),

는 슬립시스템 α에서 열적 비활성화 전위이동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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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12 × 12 matrix showing slip strength interaction coefficients. The slip system notation (shown in the right) follows the one from

Schmid and Boa. Adopted from.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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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athermal obstacle)에 의한 슬립저항(slip resistance)응

력, 는 슬립시스템 α에서 열적 활성화 전위이동 방

해물(thermally activatable obstacle)에 의한 슬립저항응

력, p와 q는 전위이동의 활성화 에너지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식(1)에서 슬립저

항응력 를 SSD와 GND 기여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2)

여기서 는 SSD에 의한 슬립저항응력을, 는

GND에 의한 슬립저항응력을 나타낸다. 식(2)에서 는

아래와 같은 Bailey-Hirsch 식으로 나타내었다.

(3)

여기서 은 슬립을 위한 임계전단응력(critical resolved

shear stress)을, η는 슬립 geometry factor, μ는 전단계

수(shear modulus), b는 버거스 벡터의 크기, Aαβ는 슬립

강도 상호작용계수(slip strength interaction coefficient),

는 슬립시스템 α에서 SSD 밀도를 나타낸다. Aαβ는

슬립시스템 β에서의 전위의 활동이 슬립시스템 α의 슬

립 저항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로서 FCC

결정의 경우 self hardening(ASH), coplanar system(ACO),

cross slip(ACS, collinear), Hirth lock(AHL), glissile lock

(AGL), Lomer-Cottrell(ALC) lock 등 총 6가지의 상호작

용계수가 존재한다.41-44) FCC 결정의 12개 슬립시스템 간

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6가지의 상호작용

계수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식(3)에서 SSD밀도( )의

변화식은 아래의 Kocks-Mecking-Estrin식을 이용하여 나

타내었다.

(4)

여기서 k1은 상호작용에 의한 전위의 증식(proliferation)

을, k2는 상호작용에 의한 전위의 소멸(annihilation)을 나

타내는 파라미터이다.

식(2)에서 GND에 의한 슬립저항응력을 나타내는 는

식(3)과 유사한 Bailey-Hirsch식으로 나타내었다.

(5)

여기서 는 슬립시스템 α에서 GND 밀도를 나타낸

는 식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Acharya와 Bassani23)에 의

해서 제안된 slip-plane lattice incompatibility λα를 이용

하여 를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었다.

(6)

여기서 λα는 슬립시스템 α에서 slip-plane lattice incom-

patibility를 나타내며 Acharya와 Bassani에 의하면23)

(7)

와

(8)

로 나타내어진다. 식(8)에서 F*는 탄성변형구배텐서(elastic

deformation gradient tensor)를, ei는 Cartesian 좌표축의

basis vector를 나타낸다. 식(8)은 전위의 존재로 인한

lattice incompatibility를 정량화 한 수식이며, 이를 슬립시

스템 α에 적용할 경우 식(7)에서와 같이 slip-plane lattice

incompatibility로 정량화 할 수 있다. 식(7)에서 는

(9)

로 나타나는 반대칭 텐서(skew symmetric tensor)로서,

식(9)에서 mα는 α 슬립면에 수직한 방향을, a는 임의의

벡터를 나타낸다. 식(7)로 나타내어지는 λα는 슬립시스템

α에 대한 전위 선밀도(line density)의 개념으로 해석되

어지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식(6)을 통하여 슬립시스템

α에서 GND 밀도( )를 구하는 식에 활용하였다. 특히

λα는 식(8)의 변형구배 계산( 와 )을 포함하므로

결정소성의 크기 의존성(size dependence)이 식(6)을 통

해 의 계산에 포함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형구배 결정소성 이론을 GND 밀도 계산에 포함시켜

다결정의 Hall-Petch관계, 즉 결정립 크기의 강도 의존성

을 예측하는데 이용하였다. 따라서, Hall-Petch관계를 예

측하기 위해 결정립 크기를 결정소성 모델에 직접적인

파라미터로 넣는 것이 아니라, 결정립 크기가 각각 다

른 다결정 형상들을 SGCP를 이용하여 FEM 모델링을

할 경우 결정립 크기 차이에 의해 결정립 내에 변형구

배 크기의 차이가 생기고 이를 λα 및 를 통해 정량

화 시켜서 결정립 크기에 따른 강도 값을 예측함으로써

Hall-Petch관계를 예측하게 된다.

3. Hall-Petch 거동 예측을 위한 SGCP-

FEM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SGCP-FEM을 이용한 Hall-Petch 거동

예측을 위한 재료로서 다결정 니켈기 합금인 NIMONIC

PE16을 선택하였다. 우선, SGCP-FEM 모델링을 위해 앞

절에서 설명한 변형구배 결정소성 모델을 User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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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routine(UMAT)의 형태로 상용화된 FEM 해석 프로그

램인 ABAQUSTM에 수치해석(numerical implementation)

을 통해 입력하였다. 여기서 결정소성 구성방정식의 시

간적분(time integration)을 위해 Pierce-Asaro-Needleman

방식의 tangent modulus 법45,46)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파

라미터의 시간 별 업데이트를 위해 forward 및 backward

Euler법을 이용하였다. SGCP-FEM을 이용한 Hall-Petch

거동 모델링을 위해서는 실제 혹은 가상의 다결정 형상

을 FEM의 입력형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FCC결정의 Wigner-Seitz cell47,48)인 규칙적인 14면체

들을 결정립 하나 하나로 가정해서 12 × 12 × 12 유한요

소로 구성된 정육면체 박스 내에 총 213개의 완전한 혹

은 부분적인 Wigner-Seitz cell 결정립들이 들어가는 가

상의 다결정 형상을 만들었다. Fig. 2는 이렇게 만들어

진 가상의 다결정 박스(12 × 12 × 12)의 단면형상을 나타

낸다. Fig. 2에 나타난 213개의 가상 결정립들의 결정방

위는 무작위로(random) 선택되어 졌다.

앞 절에 설명된 주요 구성방정식들의 초기입력 값 및

주요 파라미터들의 입력 값들이 Table 1에 정리되어 있

다. 여기서, 탄성계수(C11, C12, C44) 및  값은NIMONIC

PE16 합금의 실험데이터로 부터 얻었으며, 그 외 Table

1에 나와있는 파라미터들의 값들은 이론식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값들로 주어졌다. 또한, 여섯 개의 슬립강

도 상호작용계수 값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존의 CP-FEM

모델링에 사용되었던 계수 값들 및 전위동적모사(dislo-

cation dynamics(DD) simulation)에 의해서 계산된 계수

ĝo

Fig. 2. A sectional view of a 12 × 12 × 12 polycrystalline box

containing 213 Wigner-Seitz cells as individual grains.

Table 1. Values of major constitutive parameters used for SGCP-

FEM modeling.

C11 250 GPa k2 10

C12 155 GPa η 1

C44 130 GPa 5 × 108 /sec

200 MPa Fo 3 × 10
−19

J

ρo 10
11

/m
2

p 0.3

ko 100 /m1/2 q 1.5

k1 2.8 × 10
8
/m 500 MPa

γ· o

ĝo

ĝT

Table 2. Values of slip strength interaction coefficients surveyed from published results.
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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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들에 대해 문헌조사49-56)를 실시하였으며, Table 2에

그 값들을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헌조사를 통한 슬립강도 상호작용계수 값들(Table 2)을

참조해서, Table 3에 나타나 있는 여섯개의 계수 값들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Fig. 1에 나타난 가상의 다결정 형상을 이용하여 인장

시뮬레이션을 행하였다. 여기서 온도는 상온(298 K)으로

두었으며, 실험 데이터와 똑 같은 조건인 인장변형속도

(strain rate)는 7.8 × 10−4/sec로 하였다. 인장 시뮬레이션

은 Fig. 1의 다결정 박스의 윗쪽 x-y면의 z방향 변위를

증가시켜 가며 실시하였으며, 이때 측면인 x-z 및 y-z 면

들은 인장변형 동안 평면을 유지하도록 경계조건(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설정하였다. 또한 아랫쪽 x-y면은

인장변형 동안 z방향으로는 구속이 되지만 x 및 y 방

향으로의 변위는 자유롭도록 경계조건을 설정하였다. Fig.

1의 Wigner-Seitz cell 결정립의 크기가 10, 19, 40, 69,

80, 140, 320 μm가 되게 12 × 12 × 12 다결정 박스의 크

기를 각각 조절하였으며, 이러한 일곱 가지 결정립 크기

에 대해 12 % 변형율 까지 SGCP-FEM 인장 시뮬레이션

을 행하였다. 각각의 결정립 크기에 대한 SGCP-FEM 시

뮬레이션 후 그 결과를 인장응력-인장변형율 곡선으로 나

타내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Hall-Petch 거동을 실험 데이

터와 비교 분석 하였다.

4. 모델링 결과 및 고찰

식(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슬립저항응

력 를 SSD와 GND 기여분의 합으로 두었다. 우선 식

(3)의 SSD에 의한 슬립저항을 나타내는 와 식(5)의

GND에 의한 슬립저항을 나타내는 가 전체적인 응력

-변형률 곡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알아보기 위하여 아

래의 세가지 경우에 대해 각각 CP-FEM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SSD와 GND의 슬립저항 기여가 없는 경우(Case-I):

식(3)에서 로 일정값을 유지하고 식(5)의 는

0이 되는 경우, 즉 변형경화(strain hardening)가 없는 완

전소성(perfect plasticity)의 경우

· SSD의 슬립저항 기여 만을 고려하는 경우(Case-II):

식(3)은 그대로 유지하고 식(5)의 는 0으로 가정하는

경우

· SSD와 GND의 슬립저항 기여 모두를 고려하는 경

우(Case-III): 식(3)과 식(5)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즉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변형구배 결정소성(strain gradient

crystal plasticity, SGCP)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Fig. 3에서는 이러한 세가지 경우에 대한 인장변형 CP-

FEM 시뮬레이션 결과를 진응력-진소성변형률(true plastic

strain) 곡선으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Case-I의 경우 예

상했던 데로 진응력-진소성변형률 곡선상에 변형경화가 없

는 완전소성 곡선이 나타났고, SSD (Case-II)와 GND

(Case-III)가 고려됨에 따라 진응력-진소성변형률 곡선상

에 변형경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GND가 변형경화에 미치는 영향은 초기 소성변형 영역

(대략 2 % 이하)에서 상당히 크며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

라 SSD의 변형경화 효과와 유사해 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예측 결과를 놓고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변

형구배 결정소성 모델은 초기 소성변형 영역에서도 GND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므로 0.2 %-offset 혹은 1 %-offset응

력 영역에서도 Hall-Petch 민감성(결정립 크기 민감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정구배 결정소성 모델을 이용하여 7가지 결

정립 크기에 대한 인장변형 SGCP-FEM 시뮬레이션을 실

시 하였으며, 그 결과물인 진응력-진변형률 곡선들을 Fig.

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립의 크

기가 감소함에 따라 진응력-진변형률 곡선상에서 응력이

증가하는 Hall-Petch 거동이 SGCP-FEM 시뮬레이션에서

ĝA
α

ĝS
α

ĝG
α

ĝS
α

ĝo= ĝG
α

ĝG
α

Fig. 3. Simulated true stress-true plastic strain curves for the cases

of perfect plasticity (without GND and SSD hardening), only SSD

hardening (no GND contribution), and GND + SSD hardening. The

grain size was chosen to be 19 μm for the SGCP-FEM simulation.

Table 3. Values of slip strength interaction coefficients used for the

present SGCP-FEM simulations.

A
SH

0.04

A
CO

0.07

ACS 0.07

A
HL

0.07

A
GL

0.38

ALC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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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성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4의 진응력-

진변형률 곡선들을 이용하여 0.2 %, 1 %, 5 %, 10 % 변

형률에서의 offset응력들에 대한 Hall-Petch plot을 Fig. 5

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Hall-Petch식은

(10)

로 나타나는데, σy는 offset응력을, k는 Hall-Petch 계수

(coefficient)를, D는 결정립의 평균크기를, 그리고 σo는

재료 및 미세조직에 따라변하는 응력상수를 나타낸다. 여

기서, σy와 D−1/2 사이의 선형관계를 나타낸 것을 Hall-

Petch plot이라고 부르며 그 기울기가 k값 이다.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SGCP-FEM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한

결과는 0.2~10 % offset 변형률 구간에서 σy 와 D−1/2 사

이에 대체적으로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므로, Hall-Petch

거동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offset 변형률

에서 σy와 D−1/2 사이의 선형관계식이 Fig. 5에 표시되어

있다. 또한, SGCP-FEM 시뮬레이션 결과, offset 변형률

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σy와 D−1/2 사이의 선형관계의

기울기인 Hall-Petch 계수 k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예측된 Hall-Petch 거동을 Mangen과

Nembach가 발표한 니켈계 합금 NIMONIC PE16의 실험

데이터57)와 비교 하였다. 여기서 Mangen과 Nembach는

7가지(Fig. 6의 A에서 H)의 다양한 γ' 석출물 크기와 분

율을 가지는 NIMONIC PE16 조건들 각각에 대해 Hall-

Petch 데이터를 얻었다. NIMONIC PE16의 조성은 42.1

Ni-33.1 Fe-18 Cr-2 Mo-2.4 Al-1.4 Ti-0.4 Co-0.3 C-0.3

Si-0.1 Mn (at.%) 이다. 여기서, Fig. 6의 A~F의 경우는

열처리 조건을 변화시켜 다양한 크기와 분율의 γ' 석출

물을 가지는 시편을 만들어 낸 것이며, H의 경우는 열

처리를 통해 γ' 석출물을 균질화 시킨 경우이다. 이러한

7가지 경우에 대한 Hall-Petch 실험 데이터와 본 연구에

서 예측된 Hall-Petch 거동을 비교하기 위하여 모든 결

과를 Fig.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σ 0.2 % / σ 0.2 %, D − D/D

곡선들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σ 0.2 %, D는 결정립 크기가

D (= 69 μm)인 경우의 0.2 %-offset 응력을 나타낸다.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변형구배 결

σy σo kD

1

2
---–

+=

Fig. 5. Simulated Hall-Petch for different offset strains from 0.2 %

to 10 %. Equations shown in the figure are liner fits for each of

Hall-Petch plots.

Fig. 6. Normalized 0.2 %-offset stress-normalized grain size curves

for the comparison between the SGCP-FEM prediction and the

experimental data of NIMONIC PE16 having different sizes and

volume fractions of γ' dispersoids.49)

Fig. 4. Simulated true stress-true strain curves for different grain

sizes from 10 μm to 32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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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성 모델을 이용한 SGCP-FEM 시뮬레이션 결과는 10

μm ~ 140 μm의 제한된 결정립 크기 구간에서 NIMONIC

PE16 합금들에서 나타나는 0.2 %-offset 응력의 결정립

의존도와 어느정도 정량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Fig. 7에서는 Fig. 6의 NIMONIC PE16 7가지의 조건

들에서 계산된 0.2 %-offset 응력에 대한 Hall-Petch 계수

들을 SGCP-FEM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Hall-Petch

계수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여기서 SGCP-FEM 시뮬레

이션을 통해 얻은 Hall-Petch 계수는 점선으로 나타내었

다. Fig. 7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변형구배 결정

소성 모델을 이용한 SGCP-FEM 시뮬레션 결과로 얻어

진 Hall-Petch 계수값은 그 크기가 NIMONIC PE16 7가

지의 조건에 대한 실험 결과치의 중간영역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소개된 SGCP-FEM 모델링

기법을 이용할 경우 니켈계 다결정 합금인 NIMONIC

PE16의 Hall-Petch 거동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변형구배 결정소

성 모델이 γ' 석출물의 크기와 분율에 따른 NIMONIC

PE16의 Hall-Petch 거동 변화를 예측하는 데는 어느 정

도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

된 변형구배 결정소성 모델이 γ' 석출물의 크기와 분율

에 따른 소성변형 의존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데서 기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좀더 세밀한 예측을 위

해서는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변형구배 결정소성 모

델을 개선하여 석출물의 크기와 분율 의존성이 충분히

고려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GND에 의한 Hall-Petch 거동 기여도 만을 고

려하였지만, GND이외의 다른 변형기구에 의한 Hall-

Petch 거동 기여 부분은 좀 더 체계적인 문헌조사58-61)를

통해 결정소성 모델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charya와 Bassani가 제안한 slip-plane

lattice incompatibility λα를 이용하여 각 슬립시스템에서

GND 밀도( )를 계산하는 변형구배식(strain gradient

equation)을 만들었으며, 이를 Kocks-Mecking-Estrin 형태

의 SSD 밀도( )식과 결합하여 GND와 SSD를 기반으

로 하는 변형구배 결정소성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변형구배 결정소성 모델을 유한요소해석법에 입력시킨

SGCP-FEM을 이용하여 Wigner-Seitz cell로 이루어진 가

상의 다결정립의 결정립 크기를 10 μm에서 320 μm까지

바꾸어 가며 니켈기 합금인 NIMONIC PE16의 Hall-

Petch 거동을 예측하는 모델링을 행하였다. 모델링 결과

변형구배(즉, 크기 의존성)를 포함하는 GND가 변형경화

(strain hardening)에 미치는 영향이 SSD에 비해 초기소

성영역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변형

구배 결정소성 모델이 0.2 % 에서 10 %에 이르는 다양

한 offset 변형률 구간에서 Hall-Petch 관계를 만족스럽게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니켈기 다결정 NIMONIC

PE16의 0.2 %-offset 실험 데이터와 비교해 보았을 때

10 μm ~ 140 μm의 제한된 결정립 크기 구간에서 응력의

결정립 의존도가 어느 정도 정량적으로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예측된 0.2 %-offset Hall-Petch 계수 값

의 크기는 NIMONIC PE16의 7가지의 다른 미세조직

조건에 대한 Hall-Petch 계수 값들의 중간영역 값을 가

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변

형구배 결정소성 모델이 NIMONIC PE16의 Hall-Petch

거동을 합리적으로 예측함을 확인하였으며, 다른 다결정

합금들의 Hall-Petch 거동 예측에도 응용 가능성이 높음

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NIMONIC PE16의 경우에 나타

난 바와 같이 γ' 석출물의 크기와 분율의 Hall-Petch 거

동 의존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변

형구배 결정소성 모델도 석출물의 크기 및 분율의 영향

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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