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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a test method that can be used to investigate the parameters of the Johnson-Cook

constitutive model. These parameters are essential for accurately analyzing material behavior under impact loading conditions

in numerical simulation. Ti-6Al-4V alloy (HCP crytal structure) was used as a specimen for the experiments. In the 10−3-103/

s strain rate range, three types of experimental methods (convention, compression and tension) were employed to compare the

differences using MTS-810, SHPB and SHTB.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s when applying these parameters were displayed

along with the experiment results.

Key words srain rate, SHPB, SHTB, JC constitutive parameter.

1. 서 론

티타늄(Titanium) 합금 중 60 %이상 차지하는 Ti-6Al-

4V (6 wt% Al, 4 wt% V)는 대표적인 합금으로 상업적

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Ti 합금은 비교적 낮은 밀도,

높은 비강도와 우수한 기계적 특성으로 생활용품, 스포

츠 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상온에서

의 내부식성이 높아 여러 산업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

며 최근 우주항공 및 방산 산업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인 분류 중 α + β형 합금이며, α

상은 고온에서는 β상보다 강도가 높지만 상온에서는 상

대적으로 낮으므로 일반적인 다른 HCP 구조에 비해 변

형이 쉽게 일어나고 높은 연성을 얻을 수 있다. 융점이

높아 초음속 비행체의 공력가열을 견디며, 인체를 포함

한 어떤 산화성 및 환원성 환경에서도 탁월한 내식성을

보일뿐만 아니라 비자성과 해조류가 부착되지 않는 특

성 때문에 국방 소재로 각광받는 소재이다. 고가의 소

재로 주로 첨단 무기체계와 항공 우주용 등에 우선 적

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용 재료의 외부 하

중에 대한 변형 거동은 정적 하중에 대해서만 고려 및

해석되어져 왔으나 고성능화, 고속화에 따라 동적 변형 거

동을 해석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M&S (Modeling & Simulation)는 실험에 대한 예측값을

모사하여 시간과 예산의 제한점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

고 있다. 정밀도 높은 예측값을 얻기 위한 입력 요소 중

하나로 소재의 물성값은 큰 의미를 가진다. 고압/고속의

환경에서 금속 재료의 물성에 따른 변형 거동을 측정하

기 위해 10−3~103/s의 변형률 속도 범위에서 각각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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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따른 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변형률과 유동응력 곡

선을 측정하였다. 대부분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 중 저

변형률 속도의 인장 시험결과와 고변형률 속도의 압축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동적 경화 구성방정식의 변수를

산출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HCP 결정구조를 갖는 Ti-6Al-4V 합금

에 관하여 압축과 인장 시험을 시험법에 따라 그룹화하

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강도 모델 중 대표적 동적경화

모델인 Johnson-Cook1) 모델을 사용하여 시험법을 혼합

하여 산출된 변수와 압축, 인장 각 일련의 시험법에 따

른 변수를 결정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저변형률 속도 압축, 인장 실험

정적 시험은 최대 하중이 250 kN인 유압 서보식 재료

시험기(MTS-810)를 사용하였다.2) 상용 재료시험기인 MTS

(Mechanical Test System)-810는 변위 제어(displacement

control) 상태, 시편 높이의 20 %로 하였다. 변형률 속도

는 10−3/s일 때 20 Hz, 1/s일 때 1024 Hz의 DAQ (Data

Acqusition)를 적용하였다. 변위 제어에 의한 시편 하중

의 크기는 로드셀(load cell)에 의해 측정되어 A/D 변환

기를 통해 PC에 저장된다. 모든 시험은 상온(Room Tem-

perature)에서 실시하였으며, 사용된 시편의 규격 및 시험

조건은 Fig. 1에 기술하였다. 압축 시험시 시편과 압반

접촉면에서 마찰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0.08 mm Teflon

Sheet를 이용하였다.3-5) 

2.2 고변형률 속도 압축, 인장 실험

102~104/s의 고변형률 속도 범위에서 재료의 물성을 측

정하기 위해 압축 시험에서는 SHPB (Split Hopkinson

Pressure Bar), 인장 시험에서는 SHTB (Split Hopkinson

Tension Bar) 시험 장치를 사용하였다.6-9) 상온 시험에 사

용된 시편의 규격은 Fig. 3에 기술하였다. SHPB의 충격

봉, 입력봉, 출력봉은 마레이징강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Table 1은 탄성봉의 물성치를 나타낸다. 

입력봉과 출력봉 끝단에서 750 mm 떨어진 위치에 각

2개의 스트레인 게이지를 대칭으로 부착하는 하프 브리

지를 적용하였다. Fig. 4는 SHPB와 SHTB 시험 장비를

도식화하여 표기하였다.

충격봉의 충돌로 인한 충격은 입력파를 발생시키며 이

입력파는 입력봉에 탄성파 형태로 전달된다. 압축파가 시

편과 입력봉 사이의 계면에 도달하게 되면 임피던스 차

이에 의해 일부는 εR의 반사파 형태로 반사되어 입력봉

의 변형률 게이지에서 측정되며, 나머지는 εT의 투과파 형

태로 투과되며 시편에 변형을 가한다. 투과파는 출력봉의

변형률에서 측정되며 시편이 충격방향으로 균일하게 변형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변형률의 속도는 반사파 εR의 크

기에 비례하게 된다. 또한 시편에 가해진 응력은 투과파

εT의 크기에 비례하며 이와 관련된 식은 다음과 같다.

 

(1)ε

2CB–

LS

------------- εR td
0

t
∫=

Fig. 2. Low strain rate test using MTS-810.

Fig. 1. Geometry of specimen used at low strain rate test. 

Table 1. Material property of maraging steel.

Density 8.08 g/cc

Elastic wave velocity 4930 m/s

Young’s Modulus 195 GPa

Diameter 2.54 mm

Length of Strike Bar 250 mm

Length of Elastic Bar 1500 mm

Fig. 3. Geometry of specimen used at high strain rat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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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속이 빈 원통형 충격봉을 이용한 Ogawa 방식의 SHTB

를 사용하여 인장 시험을 실시하였다. 충격봉, 입력봉, 출

력봉 소재는 압축형 SHPB와 동일한 마레이징강을 사용

하였다. 인장 시험에서 투과파의 신호가 약하여 변형률

게이지가 아닌 반도체 게이지를 사용하였다. 인장 시험

결과 또한 식 (1~3)을 이용하여 변형률, 변형률 속도, 응

력을 구할 수 있다. 게이지로부터 측정된 신호는 미세

한 저항으로 작용하며 이 저항은 Wheatstone-Bridge 회

로에 의해 전압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미세한 변화로

인해 증폭기를 거쳐 기록되게 하였다. 시험을 통해 획

득한 공칭변형률, 공칭응력은 진변형률, 진응력으로 변환

하여 사용하였다. 

2.3 Taylor Impact Test

본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12 mm gas-gun을 사용하였

으며,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Fig. 5에 나타내었다.11) 충격

시험시편은 직경 10 mm, 길이 50 mm로 세장비(L/D) 5

의 원통형을 사용하였다. 초고속 카메라를 사용하여 초

당 100,000 프레임의 속도로 충돌시 충격에 의한 변형

을 촬영하였으며, 강체 모루(Rigid Anvil)는 마레이징강

소재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동일한 소재라 하여도 미세조직의 크기 및 분포에 따

라 각기 다른 물성을 가지게 된다. Ti-6Al-4V 합금은 일

반적인 분류 중 α + β형 합금이며, α형과 β형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Fig. 6은

Ti-6Al-4V의 미세조직을 나타내고 있으며 β상의 체적 분

율은 17.85 %으로 측정되었다. 시편은 Alcoa사의 봉재를

가공하여 사용하였으며, 성분표는 Table 2에 기술하였다. 

Fig. 7은 변형률 속도 1/s에서 인장 시험, 1746/s에서

압축 시험을 통해 얻어진 Ti-6Al-4V 진응력-진변형률 곡

선이다. 일반적으로 JC 구성방정식의 변수를 구하기 위

해 정적인 영역에서는 인장 시험으로 동적 영역에서는

SHPB를 이용한 압축 시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변수

를 산정한다. 혼합형으로 산정된 변수는 Table 3(a)에 표

기하였다. 

Fig. 8은 0.001/s, 1/s, 1746/s 3종류의 변형률 속도 구

간에서의 Ti-6Al-4V 압축 진응력-진변형률 곡선이다. 변

형률 속도의 변화에 따라 얻어진 서로 다른 세가지 곡

선은 탄성구간을 제외한 소성변형 구간만을 나타내고 있

으며, 저변형률 속도 구간에 비해 고변형률 속도에서 항

복강도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유동응력의 경우 소폭

의 증가량을 보인다. 유동응력이 증가하는 경화 현상은

소재 내의 전위의 이동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

위 밀도의 증가로 인해 유동응력의 증가를 초래한다. 

Fig. 9은 0.001/s, 1/s, 1209/s 3종류의 변형률 속도 구

간에서의 Ti-6Al-4V 인장 진응력-진변형률 곡선이다. 변

ε
· 2CB–

LS

-------------εR=

σ

ABEBεT

AS

------------------=

Fig. 4. Experimental apparatus in high strain rate testing.

Fig. 5. Taylor impact testing apparatus.

Fig. 6. Optical microstructure of Ti-6Al-4V.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Ti-6Al-4V(wt%).

Ti Al V Fe O2 C N2 H2

% BAL 6.1 4.1 0.19 0.18 0.019 0.00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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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률 속도의 변화에 따라 얻어진 서로 다른 세가지 곡

선은 압축 시험 곡선과 동일하게 변형률 속도의 증가에

따라 항복강도가 증가하지만 압축 시험에 비해 낮은 증

가량을 나타낸다. 유동응력 역시 소폭의 증가 현상을 보

이며 가공 경화 현상이 미비하다. 마찰 등의 효과로 인

한 압축 시험의 급격한 응력 증가 현상과는 다르게 다소

낮은 증가 형태를 나타낸다.

Fig. 10은 변형률 속도에 따른 인장, 압축 시험에 따

른 항복강도의 차이를 비교한 그림이다. 압축 시험시

0.001/s에서 996.4MPa, 1/s에서 1111.37MPa, 1746/s에서

1552.64MPa, 인장시험시 0.001/s에서 975.68MPa, 1/s에

서 1088.15MPa, 1209/s에서 1160.42MPa의 항복강도 값

을 나타낸다. 변형률 속도 1/s 대비 고변형률 속도에서

의 항복 강도 증가는 압축 시험은 39.7 % 증가한 반면

인장 시험에서는 6.6 % 증가하여 압축 시험이 인장 시

험에 비해 변형률 속도에 따라 높은 민감도를 보인다.

모든 변형률속도 영역에서 압축시험이 인장시험에 비해

높은 항복강도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시편과 압반 사

이의 마찰 등 외부적의 요소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종합된 실험 데이터를 식 (4)에 있는 Johnson-Cook

모델이 피팅하여 도출된 매개변수를 Table 3에 명시하

였다. 압축 시험을 통해 산정된 변수는 AC, BC, CC, nC

로 인장 시험을 통해 산정된 변수는 AT, BT, CT, nT로 표

기하였다. A는 항복 응력, B는 변형률 경화 상수, C는

변형률 속도 상수, m은 열 연화 상수이다. 

(4)

위에서 산정된 변수를 검증하기 위해 Taylor 실험에 대

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10−3~103/s의 변형률 속

도 영역에서의 실험으로 산출한 JC 구성방정식 함수를

적용하였으며 상용 해석 프로그램인 LS-DYNA를 사용해

104/s 이상의 고율 변형률 속도 현상이 나타나는 Taylor

충격 시험을 모사하였다. 실험 전, 후 시편의 형태와 초

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충돌 후 시편의 사진을 Fig. 11에

σ A Bε
n

+( ) 1 C ε
·

ε
·
0

⁄( )ln+( ) 1
T Tref–

Tm Tref–
---------------------⎝ ⎠
⎛ ⎞m–⎝ ⎠

⎛ ⎞=

Fig. 8. True Strain-Stress curve of Ti-6Al-4V at low, middle and

high strain rate compression test.

Fig. 7. True Strain-Stress curve of Ti-6Al-4V at 1/s in tension,

1746/s in compression test.

Fig. 10. Strain rate - yield strength curve of Ti-6Al-4V depend on

strain rates.

Fig. 9. True Strain-Stress curve of Ti-6Al-4V at various strain rates

in ten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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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발사체는 Fig. 12과 같이 2차원 축대칭(2D

axisymmetric)으로 모델링하였으며 라그랑지안 요소(La-

grangian mesh)를 활용하여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Fig. 12와 Table 4는 JC 모델

변수에 따른 실험값과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산 모사에 사용되는 JC모델의 변수

를 기존의 혼합된 시험법과 압축시험, 인장시험만을 통

하여 획득하여 그 결과 값의 차이와 실제 모델에 적용

할 때의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실험은 Ti-6Al-4V

소재에 대하여 저변형률 속도 영역에서는 기존의 MTS

시험 장비를 사용하여 획득하였고, 고변형률 속도 영역

에서는 SHPB와 SHTB 시험 장비를 활용하여 시험법에

따른 변수를 결정하였다. 각 시험으로부터 다음의 결론

을 얻었다. 

1) 고변형률 속도에서 압축 시험의 경우 항복강도 값

은 저변형률 속도(1/s)에 비해 39.7 %증가한 반면 인장

시험은 6.6 % 증가하였다. 압축 시험에서의 증가량이 인

장 시험에 비해 높으므로 변형률 속도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고변형률 속도의 영역에서 변형률 0.05 기준 항복

강도 대비 유동응력은 압축일 경우 18.9 % 증가, 인장일

경우 5.1 %의 증가량을 나타낸다. 저변형률 속도(1/s)의

영역에서 변형률 0.05 기준 항복강도 대비 유동응력은 압

축일 경우 22.5 % 증가, 인장일 경우 9.9 %의 증가량을

나타내며 압축에서의 응력 증가량이 변형률 속도와 상

관없이 인장 응력의 증가량에 비해 큰 현상을 보였다.

이는 압축 시험시 시편 접촉면에서의 마찰로 인한 영향

으로 유추된다. 

3) 소성구간에서의 진응력-진변형률 곡선을 이용하여 산

정된 Johnson-Cook(JC) 구성방정식의 변수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한 결과 압축형 변수를 적용하였을 때

힘이 가해지는 축방향에 대한 높이의 길이가 실험값과

가장 적은 오차를 보였다. 1/s 변형률 속도의 인장 시

험에서 가공 경화현상이 미비하므로 고율 변형률의 압

축 시험을 모사함에 있어 제한점이 있으나, 연성이 거

의 없는 소재이므로 혼합된 방식의 시험법이 실험값의

직경 길이와 가장 적은 오차를 보였다. 

HCP 결정구조를 가지는 Ti-6Al-4V는 BCC, FCC 결

Fig. 12. Calculated plastic strain distribution (v = 200.4 m/s) (a)

Test result (b) Convention method (c) Compression method (d)

Tension method.

Table 3. Simplified JC model parameter

(a) Convention method type

AM 1088.149

BM 421.154

CM 0.073

nM 0.452

(b) Compression method type

AC 1111.374

BC 2549.986

CC 0.050

nC 0.766

(c) Tension method type

AT 1088.149

BT 421.154

CT 0.005

nT 0.452

Fig. 11. Taylor impacting test specimen (v = 200.4 m/s).

Table 4. Taylor test result and Length, diameter of specimen in

each type.

Type H (mm) D (mm) Error (H) Error (D)

Test Result 47.66 11.24

Conventional 48.12 11.06 0.97 % 1.57 %

Compression 48.04 10.74 0.80 % 4.41 %

Tension 47.08 11.96 1.22 % 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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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조에 비해 슬립계의 수가 적어 높은 항복강도를 가

지며 소성 변형시 생성된 전위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취성이 강한 소재이다. 다른 금속 재료에 비해 경화 현

상을 거의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쌍정의 형성에 따라

결정립의 방위 변화를 통해 완화된 것으로 유추된다. 인

장 시험의 유동응력이 압축 시험에 비해 적으므로 전위

의 이동이 용이하며 생성된 전위 밀도가 낮을 것으로 판

단되며 소성 변형시 소성에너지의 90 %가 열로 분산됨

에 따라 열적 연화 현상, 소성변형을 모사하는 다양한

구성방정식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압축과 인장에 따른 유동응력의 거동을

각각 확인할 수 있었으며 JC 구성방정식의 변수를 결정

하여 수치해석을 통해 나타나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충격과 변형률 속도의 민감

도에 의한 유동 응력에 대한 거동은 타소재의 동적 거

동 해석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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