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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low functions for plastic deformation have been developed to describe the plastic behavior of

sheet metals. In order to explain the plastic behavior of material in metal forming processes via finite element

analyses, two basic input functions should be applied. One is the yield function that determines the yielding

behavior. The other is flow function to describe the hardening property of sheet metal. To describe the

hardening properties of sheet materials under quasi-static tension condition in a wide range of plastic

straining, various different equations are known such as classical Swift, Voce, Holloman, combined Swift-

Voce, and recently proposed Kim-Tuan equations, etc. Those hardening equations are based on metallurgical

or 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s, and however the application of each equation has some limitation. In this

study, the random growth of the binary tree method is introduced to develop the reliable hardening equations of various sheet

metals (i.e. DP980, Pure Ti, AA5052-O, STS304, Ti-Gr2, and Mg-AZ31B) with no knowledge of existing hardening equation

types. To evaluate the proposed method, the proposed equations developed by new approach are compared with the Voce, Swift,

and Kim-Tuan hardening equations for stress-strain curve and the plastic instability point. Consequently, the proposed approach

was proven to be very efficient to find the reliable and accurate hardening equation for any kind of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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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프레스 가공공정과 같은 재료의 소성변형 공정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기술은 제품 개발단계에서 많은 시행오차 및

시간을 합리적으로 줄여주는 중요한 기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재료의 소성가공공정에 대

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한요소해석 기법의 선

정, 유한요소모델링, 경계조건 및 재료의 기계적 물성과 소

성변형거동을 정확히 모사하는 재료 모델등이 필수적이다.

재료의 소성변형거동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항복

조건과 재료의 경화모델의 선정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2,3]. 항복조건을 구성하기 위한 첫째는 소성거동

을 결정하는 항복함수의 선정이다. 항복함수는 다양한 하

중을 받는 재료가 탄성영역 혹은 소성영역에 있는지를 결

정하고 소성거동의 양상을 결정하는 수식이다 [4,5]. 둘째

는 재료의 소성변형에서의 소성 경화 특성을 잘 표현하는

가공경화식이다. 가공경화식은 재료가 하중을 받을 때, 소

성변형률 크기에 따라 응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재료의

가공경화 특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랜덤 트리 성장법을 소성가공분야에 적용

하는 시작 단계로 소성 경화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춰 연

구를 진행하였다. 유한요소해석에서 가공경화식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제품을 성형할 때, 재료의 경화특성을 기술

하는 것과 또한 가공 툴이 받는 반력의 예측이다. Fukuma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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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6]은 AA3104 재료를 이용한 원형 컵드로잉 해석에 경

화식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다양한 경화식은 성형

을 위한 펀치의 반력 및 귀 발생에서 명확한 차이를 나타

냄을 보였다. 여기서 응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화식은 펀치

반력 또한 과대 평가한다는 것을 보였다. Pham 등[7]은

경화식이 성형한계도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고, 넥

킹 후 소성변형거동의 과대평가는 성형한계도도 과대 평가

한다는 것을 보였다. Kim 등[8]은 순 티타늄 판재의 사각

굽힘 실험을 이용하여 경화식이 스프링 백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변형률에 따른 응력을 정확히 예측하

는 경화식은 순 티타늄 판재의 스프링백 해석에서의 정확

성 또한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유한요소해석에서

적절한 경화식의 채용은 해석 정밀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알려져있다 [9,10,11].

기존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변형률 경화 모델로는

Swift모델[12]과 Voce모델[13]이 있다. 이 두 모델은 적은

파라미터의 개수로 인해 다양한 재료에 있어서 정확성에

명확한 한계를 가진다 [14]. 따라서 최근에 위 두 모델을

조합하여 다양한 가공경화 특성을 기술할 수 있는 Kim-

Tuan모델[7,8]이 개발되었다. 이들의 일반적 형태는 다음과

같다. 

Voce : σ = σ0 + A{1−exp(−bε)} (1)

Swift : σ = Κ(ε0 + ε)n (2)

Kim-Tuan : σ = σ0 + T(ε0 + ε)m{1−exp(−cε)} (3)

여기서 σ0와 ε0는 재료의 초기 항복점에서의 응력과 변

형률이며, 나머지 매개변수들 (A,b,K,n,T,m,c)은 최적화 알

고리즘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응력-변형률 관계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관계식을 개

발하는 데에는 파라미터 수와 이에 따라 증가하는 기하급

수적인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식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그 시도 중 하나

로, 일부 재료에서 유효하다고 여겨지는 기존의 식을 변형

하거나 새로운 항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예로, Voce모델과 Swift모델의 선형결합이 있다 [7].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재료의 경화거동을 만족하

는 식을 찾는데는 많은 수고가 요구되며, 또한 변태를 수

반하는 티타늄 합금과 같은 경우나 고온과 고속에서의 재

료 인장거동[15]을 기존의 식들로 표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여러 재료에 맞는 식을 개발하기 위해 파라미터의

수를 추가하여 식의 정보량을 늘리면 더 많은 유동양상을

가지게 되지만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난이도와 식의 복잡

도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

의 변수 항 및 연산자의 조합을 컴퓨터 연산으로 얻어 기

하급수적 경우의 수 중에서 적절한 모델을 찾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이를 위해 식을 표현하는 방식인 이진 트리(binary

tree)를 랜덤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고안하였으며, 생성된 식

을 주어진 재료의 응력-변형률 곡선에 피팅(fitting)하여 적

절한 모델을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한 모델의 신

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6가지 재료에 대해 기존식들과 비

교하였다.

2. 실험방법

2.1. 이진 트리를 이용한 모델의 개발 방법

컴퓨터 과학에서 수식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구

조 중 하나로 이진 트리가 있다. 이진 트리는 노드(node)

로 구성되며 각각의 노드는 좌, 우로 두 개의 자식 노드

(child node)를 갖는다. 말단 노드(external node)를 잎(leaf)

이라 한다. 이진 트리를 이용한 수식의 표현을 위해, 말단

노드에는 변수와 상수 및 매개변수를, 그 외의 노드에는

연산자를 부여할 수 있으며, 연산자 노드의 경우는 좌측의

자식 노드와 우측의 자식 노드의 연산을 의미한다. 단항 연

산자의 경우 한 개의 자식 노드를 가지며, 규칙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측 자식 노드 만을 가지도록 정의하였다.

또한 파라미터, 상수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파라미터는

c1과 같이 최적화에 의해 값을 찾을 수 있는 요소로, 변수

는 ε과 같이 데이터를 대입가능한 요소, 상수는 1,e (자연

상수)와 같이 그 값이 정해져 있는 요소로 칭하도록 한다.

그림 1(a)와 (b)는 a*(b+c)와 Voce식을 이진 트리 형식

으로 나타낸 예이다.

2.1.1. 이진 트리의 랜덤 성장 방법

수식 표현에 이용되는 이진 트리는 완전 이진트리

(complete binary tree)가 아니기 때문에 성장시에 자식 노

Fig. 1. Examples of binary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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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결정 또한 랜덤하게 결정된다.

랜덤 트리의 성장 시 현재 말단 노드들 중 한 노드를

선택하여 성장하게 된다. 이 때 이항 연산자를 노드의 연

산자로 채택할 경우 전체 말단 노드의 수는 1개 증가하게

되며, 단항 연산자를 채택할 경우 말단 노드의 수는 그대

로 유지된다. 따라서 이항 연산자를 채택한 횟수가 곧 말

단 노드의 수가 된다.

트리가 성장하여 말단 노드의 수가 파라미터, 변수와 상

수의 수의 합과 같아지면 성장을 멈추고 말단 노드에 변수

와 상수를 대입한다. 파라미터의 경우 순서가 바뀌어도 결

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순서대로 대입한다.

2.1.2. 모델의 생성 및 후보군 선정 방식

생성된 트리를 중위순회 (inorder traversal)방식으로 평가

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해석할 수 있는 함수 형태로 변

환한다. 이를 여러 재료의 응력-변형률 곡선에 피팅하여 파

라미터의 값을 찾고, 식의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MSE

(mean square error)를 구한다.

MSE : (4)

또한 여러 재료에 대해 피팅을 수행하므로 각 모델에 대

해 여러 재료들의 MSE 평균을 사용한다. MSE 평균 외

에 RMSE (root mean square error)의 평균값을 사용하더

라도 기준의 특성이 조금 바뀌기는 하나, 오차가 적은 모

델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

MSE 평균의 값이 임의의 기준보다 낮을 경우 검토할

모델에 추가하여 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하게 된다. 상기의

과정은 컴퓨터 메모리 자원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무한히

반복될 수 있으며, MSE 평균 값과 함수 형태의 비교를 통

해 서로 중복되는 모델은 검토에서 배제한다. 그림 2에 랜

덤 트리를 이용한 경화식 개발의 순서도 (flow chart)를 나

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AA5052, DP980, Pure Ti, Mg-AZ31B,

STS304, Ti-Gr2 총 6가지의 재료에 대하여 피팅을 수행하

였다.

Pure Ti[16], DP980, AA5052-O[17]의 데이터는 선행 연

구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Mg-AZ31B, Ti-Gr2, STS304의

데이터는 KS B-13호 시험편을 이용하여 변형률 속도 0.001

/s로 시험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모델 생성 결과 및 분류

3.1.1. 수행 조건의 설정

수행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와 변수의 개수

및 상수의 구성을 설정해야 한다. 이 역시 랜덤 과정을 통

해 실행시간 (runtime)중에 결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의

수가 한정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제가능한 요소로 설정

하였다.

연산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제곱(^) 및

자연로그(ln)로 구성하였고, 이들의 각 노드당 확률적 빈도

는 같게 설정하였다. 따라서 각 연산자가 선택될 확률은

각각 1/6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함수를 포함시키

는 것이 가능하나 식의 복잡성, 미분의 복잡성 및 기존 식

의 형태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상기의 연산자만을 포함하

였다.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더 많은 초월함수들을 포함시

키는 것 또한 가능하다.

상수는 개별항을 구성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므로 2, 3,

4와 같은 상수는 구성에서 제외하였으며, 1과 자연상수 e

로 구성하였다. 변수와 파라미터 및 상수들은 구성조건에

속해 있다면 항상 식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자연로그의 항에 1이 들어가는(즉, ln(1) = 0) 등의 상황에

서 트리상으로는 공식에 포함되었으나 전개해보면 성분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c1 + c2와 같이 상수끼

리 연산이 되는 무의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를 하나의 상수로

취급하여 파라미터의 값을 다시 구하였다. 따라서, 결과로

나오는 식은 설정한 상수의 개수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인 환경의 컴퓨터에서 그림 2의 과정을 수행하였

으며 상수와 파라미터, 변수의 구성에 따라 가능한 식의

표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대표적인 수행 조건과 이에 따라 생성된 특정 MSE경계값

이하의 모델 개수는 각각 표 1과 표 2에 나타내었다.

δ
1

n
--- σi σir–( )2

1

n

∑=

Fig. 2. Flow chart to develop the harde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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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100만회까지의 조건에서 본 연구에서 유의미

한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5 Mpa2 이하의 MSE

평균을 가질 확률은 0.001%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5~10 MPa2이하의 MSE평균을 갖는 모델은 값이 매우 미

미하므로 보통 원본데이터 영역에서 육안상으로는 오차를

구분하기 어렵다.

3.1.2. 생성된 모델의 분류

생성된 모델들은 오직 MSE 평균을 통해 평가되었기 때

문에 적절한 모델을 연구자의 주관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5가지의 기준으로 적절한 모델들

을 분류하였다.

(1) 주어진 범위 내에서 단조 증가한다. (미분식이 항상

양수이다)

(2) 모든 범위에서 데이터와의 오차가 작다.

(3) 식의 복잡도가 낮다.

(4) 미분 식의 복잡도가 낮다.

(5) 최대 인장 강도 지점의 예측이 정확하다.

위 기준들은 적절한 알고리즘을 사용해 자동화할 수 있

지만 대상 모델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판재 재료의 소성불안정과 관련한 최대 인장 강도 지점

(Maximum Tensile Force Point, MTFP)의 정확도 기준이

되는 오차는 변형률과 응력에 대해 고려해야 하므로 상대

오차 공간에서의 유클리디안 거리 (Euclidean distance)를

이용하였다.

MTFP error : (5)

σexp :최대 인장 강도 지점의 응력 실험값

σpre :최대 인장 강도 지점의 응력 예측값

εexp :모델의 최대 인장 강도 지점의 응력 실험값

εpre :모델의 최대 인장 강도 지점의 응력 예측값

3.2. 생성된 소성 경화 모델의 제안

3.2.1. 생성된 소성 경화 모델의 예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에 의해 생성된 소성 경화 모델

들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매우 낮은 오차를 가지지만

3.1.2장에서 제안한 기준들에 부합하는 모델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MSE 평균이 5 MPa2이하인 모델들 중 단조 증가하는 모

델만을 선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6)

(7)

(8)

(9)

여기서 ci(i:1~5)는 피팅 파라미터이다. model-3과

model-4는 미분 형태가 매우 복잡하므로 실용가치가 떨어

지는 것을 판단하였고, model-1과 model-2는 비교적 간단

σ  exp σpre–

σ  exp

-----------------------
⎝ ⎠
⎛ ⎞

2 ε  exp εpre–

ε  exp

---------------------
⎝ ⎠
⎛ ⎞

2

+ 100 %[ ]×

model 1:σ
c1

c2 c3 2ε+( )
c
4

+

--------------------------------=–

model 2:σ c1 ε
c3

c2

c5

ε
----
⎝ ⎠
⎛ ⎞

c
4

+–

-------------------------+ +=–

model 3:σ c2

3

c3 c4ε+( )ln+{ }
c
1

=–

model 3:σ c1 c2

εc
3

3
c
4

+=–

Table 1. Execution condition.

Condition
Number of execution 

(times)
Operator type

Number of 

parameters
Constant type

Number of Variable 

(ε)

Condition 1 1,000,000 +,−,*, /,^, ln 6 1, e 2

Condition 2 1,000,000 +,−,*, /,^ 5 1, e 2

Condition 3 1,000,000 +,−,*, /,^, ln 5 e 2

Condition 4 3,000,000 +,−,*, /,^, ln 6 1, e 2

Table 2. Number of models that Mean of MSEs is under boundaries.

Condition
Mean of MSEs Boundary [MPa

2] (ratio(%))

5 10 30

Condition 1 10(0.001%) 87(0.0087%) 360(0.036%)

Condition 2 11(0.0011%) 101(0.0101%) 505(0.0505%)

Condition 3 12(0.0012%) 87(0.0087%) 391(0.0391%)

Condition 4 (100M times) 10(0.001%) 86(0.0086%) 388(0.0388%)

Condition 4 (300M times) 26(0.0009%) 205(0.0068%) 893(0.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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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분형태를 가지므로 적합한 모델로 판단하였다.

model-2에서 ε항(변형률 항)은 다른 항에 비해서 매우 작

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으며, 피팅 결과 c1은

초기 항복응력 σ0와 유사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대체하여 파

라미터가 4개인 식으로 사용하여도 오차의 차이가 크지 않으

며 초기 항복점을 정확하게 지나는 모델을 얻을 수 있다.

3.2.2. 생성된 모델 중 분류된 모델의 제안

본 연구에서 생성된 모델 중 연구자에 의해 분류되어 유

의미한 결과를 갖는다고 생각되는 모델인 model-1을 소성

경화 모델로 제안한다 (이하 Proposed로 표기한다.)

Proposed : (10a)

          (10b)

식 (10a)와 같이 ε항은 본래 계수가 2였으나 계수가 1

인 것과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를 가져, 식 (10b)와

같이 단순한 형태인 계수 1을 사용하였다. 제안한 모델에

서 c2에 0을 대입하고 c4를 −c4로 대체하면 Swift 모델이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 식 (10a)을 이진트리 형식으로 나타내었다.

3.2.3. 제안된 소성 경화 모델의 응력-변형률 관계 묘사

총 6가지의 선택된 재료에 대한 응력-변형률 관계를

Swift, Voce, Kim-Tuan 모델에 각각 대입하여 커브 피팅

하였고 그 중 주요 3가지 재료에 대한 그래프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나머지 3가지 재료는 본문의 페이지 수를 고

려하여 부록 (그림 A.1)에 정리하였다. 개발한 식 (10a)이

가장 낮은 평균 MSE오차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AA5052-O의 경우 Kim-Tuan식은 Swift식과 Voce식 사

이의 함숫값을 가지는 반면 제안한 식은 Voce식과 거의

일치하였다. DP980의 경우 제안한 식은 최대 하중 지점

이후로 Kim-Tuan식보다 낮은 함숫값을 가졌다. Pure Ti에

서는 제안한 식과 Kim-Tuan식이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

며 최대 하중 지점 이후에서는 제안한 식이 조금 더 높게

σ
c1

c2 c3 2ε+( )
c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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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c2 c3 ε+( )
c
4

+

-----------------------------≈

Fig. 3. Binary tree representation of plastic hardening equation
(10a).

Fig. 4. True stress-strain curves from four hardening functions with
experiment for three princip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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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되었다.

피팅 결과 Pure Ti를 제외한 재료에 대해서 제안한커브

피팅으로 얻어진 파라미터 값들은 표 3과 표 4에 각각 나

타냈다. DP980, Mg-AZ31B, AA5052-O, STS304의 경우

c2가 양수이고 c4의 절대값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c3 + ε)c4

의 항이 0으로 수렴한다. 따라서 함숫값은 c1/c2로 수렴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4의 절대값이 가장 큰

AA5052-O의 경우 Voce식과 비슷한 유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c2의 값이 -1인 Pure Ti와 Ti-Gr2의

경우 c3 + ε 이 1이 되어 (c3 + ε)c4 항 또한 1이 될 때

분모가 0이 되어 함숫값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따라서 제

안된 식은 수렴과 발산의 형태를 모두 가질 수 있다.

MSE 오차를 표 5에 6가지 재료와 4가지 모델에 대해

구하였다. 또한, 오차의 단위가 MPa2 이기 때문에 더 직관

적인 구분을 위한 RMSE오차를 표 5에 나타내었다.

3.2.4. 제안된 모델의 최대 인장 강도 지점 예측

제안된 모델의 최대 인장 강도 지점 (ε*, σ
*)를 통해 인

장 하에서 소재에 불안정한 넥킹(necking)이 발생하는 지

점을 판단할 수 있다. 이 위치는 유동곡선의 함수 값과 미

분 값에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함수의 정확도를 나타

내는 척도가 될 수 있다.

Swift의 확산넥 이론에 따라 판재의 최대 인장응력의 상

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dF = d(Aσ) = Adσ + σdA = 0 (11)

이를 소성변형 중의 체적일정 조건 하에서 에 대해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2)

제안한 식 (10a)의 미분형태는 다음과 같다.

(13)

이 중 식 (10a)에 따라 와 같이 표

σ
dσ

dε
------=

∂σ
∂ε
------

c1c4 c3 ε+( )
c
4

c2 c3 ε+( )
c
4

+( )
2

c3 ε+( )
----------------------------------------------------–=

c2 c3 ε+( )
c
4

c1 σ⁄=+

Table 3. Curve fitting results of four hardening models for studied materials.

Material
Initial yield Swift Voce Kim-Tuan

ε0 σ0 [MPa] K [MPa] n A [MPa] b T [MPa] m c

Pure Ti 0.002 162.9 496.2 0.242 262.7 5.53 429.5 0.582 855.8

DP980 0.002 691.6 1345.2 0.098 338.9 69.5 657.7 0.249 211.3

Mg-AZ31B 0.002 182.6 417.6 0.152 132.6 20.01 318.5 0.454 98.1

AA5052-O 0.002 166.0 331.0 0.129 86.0 24.47 143.8 0.259 48.4

STS304 0.002 308.1 1740.5 0.480 1925.3 1.41 1746.5 0.822 468.3

Ti-Gr2 0.002 205.6 578.7 0.223 297.4 5.69 498.7 0.586 996.1

Table 4. Curve fitting results of Proposed models for studied
materials.

Material
Proposed

c1 c2 c3 c4

Pure Ti 0.107 -1 0.012 -0.00010

DP980 24841 20.6 0.003 -0.467

Mg-AZ31B 5797 14.6 0.027 -0.770

AA5052-O 43926920 175570 0.185 -6.764

STS304 2161 0.168 0.093 -0.780

Ti-Gr2 0.032 -1 0.018 -0.00002

Table 5. Mean Square Error [MPa2] estimation of four hardening
models for studied materials.

Material Swift Voce Kim-Tuan Proposed

Pure Ti 93.5 66.9 1.7 2.5

DP980 134.8 220.8 11.8 0.9

Mg-AZ31B 11.5 6.2 3.2 0.1

AA5052-O 10.2 3.1 2.9 2.9

STS304 1397.9 88.3 21.0 15.4

Ti-Gr2 151.5 109.9 3.3 3.3

Mean 299.9 82.5 7.3 4.2

Table 6. Root Mean Square Error [MPa] estimation of four
hardening models for studied materials.

Material Swift Voce Kim-Tuan Proposed

Pure Ti 9.7 8.2 1.3 1.6

DP980 11.6 14.9 3.4 0.9

Mg-AZ31B 3.4 2.5 1.8 0.3

AA5052-O 3.2 1.8 1.7 1.7

STS304 37.4 9.4 4.6 3.9

Ti-Gr2 12.3 10.5 1.8 1.8

Mean 12.9 7.9 2.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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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 (13)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4)

식 (12)에 따라 제안한 식의 최대응력상태는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15)

위 식의 양변을 정리하여 MTFP, (ε*,σ*)을 대입하면

(16)

와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AA5052-O와 같은 판재에서 제안된 식은 미분 값이 빠

르게 0으로 수렴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수치해석 방법

에 따라 MTFP의 해를 정확히 얻지 못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식 (16)은 수치해석적으로 얻어진 MTFP 해를

검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표 3과 표 4에서 얻어진 파라미터 값으로 4가지 모델에

대한 MTFP지점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나머지 3가지 재

료는 본문의 페이지 수를 고려하여 부록(그림 A.2)에 정리

하였다.

제안된 모델은 AA5052-O 재료에서는 Voce 모델과 같

은 양상으로 미분값이 0으로 수렴하며, MTFP의 예측에

있어서 가장 정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DP980재료에서

는 Swift식의 MTFP 오차가 가장 작았으며 Kim-Tuan식의

경우 MTFP 지점에서의 응력 오차가 가장 작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Pure Ti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식의

MTFP 오차가 가장 작았으며 Kim-Tuan식의 MTFP 지점

에서의 응력 오차가 가장 작았다. 결과적으로 6가지 재료

에 대해 MTFP 오차를 평균을 구했을 때 제안한 식의

MTFP 오차가 다른 식의 절반 이하로 작았다.

MTFP의 자세한 값을 표 7에, 표 8의 실험 MTFP값에

대한 변형률 상대오차와 응력 상대오차를 표 9에, 식 (5)

에서 제안한 MTFP오차를 표 10에 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표 9에 따라 제안된 모델은 STS304 판재를

제외하면 MTFP의 응력 성분 상대오차가 3%미만의 양상

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3.2.5. 제안된 모델의 소성 변형 안정성 보장

표 4에서 얻어진 결과에 따르면 6가지 재료 모두에서 c1

과 c3는 양수, c4는 음수, c2는 양수 값과 음수 값 모두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식 (15)에서 ε항은 항상 양수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주어진 파라미터 범위에서 δσ/δε는 항

상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안된 모델의 파라미

터 c2를 제외하고 양수, 음수 범위에서 제한함으로써 미분

∂σ
∂ε
------

σ2

c4 c3 ε+( )
c
4

1–

c1

-----------------------------------–=

σ
σ

2

c4 c3 ε+( )
c
4

1–

c1

-----------------------------------–=

σ
* c1

c4 c3 ε
*

+( )
c
4

1–
-------------------------------–=

Fig. 5. True stress-strain curves and MTFP obtained from four
hardening functions with experiment for three princip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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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양수로 유지하여 단조증가를 보임으로써 드러커

(Drucker)의 소성 변형 안정성[18]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

미이다.

3.2.6. 제안된 모델의 초기 항복점 예측

초기 응력값은 경화식에 ε항에 0을 대입하여 얻을 수

있다. Voce식과 Kim-Tuan식은 이미 초기 항복응력값을 식

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오차는 0%이다. 따라서 Swift식과

제안한 식을 비교하였다.

실험값과의 상대오차(%)는 표 11과 같으며 제안된 식은

초기 항복 응력값이 없음에도 DP980, Mg-AZ31B,

AA5052-O에서는 3%미만의 오차를 보여주었고, 나머지

Pure Ti, STS304, Ti-Gr2에 대해서도 30%이상 차이나는

Swift식과 대비하여 10% 미만의 상대오차를 보였다.

3.2.7. 초기 항복점을 지나는 제안된 모델의 변형된 형태

제안된 모델(식 (10b))는 초기 항복점에 대한 정보가 없

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오차를 가진다.

Table 7. MTFP estimation of four hardening models for studied materials.

Material
Swift Voce Kim-Tuan Proposed

ε
*

σ
*[MPa] ε

*
σ

*[MPa] ε
*

σ
*[MPa] ε

*
σ

*[MPa]

Pure Ti 0.24 352 0.25 360 0.34 392 0.37 404

DP980 0.10 1071 0.05 1016 0.08 1047 0.07 1029

Mg-AZ31B 0.15 314 0.11 300 0.21 339 0.14 311

AA5052-O 0.13 254 0.09 242 0.1 244 0.08 240

STS304 0.48 1224 0.52 1305 0.66 1546 0.6 1442

Ti-Gr2 0.22 414 0.24 428 0.32 464 0.35 479

Table 8. experimental MTFP value for six studied materials.

Material ε
*

σ
* [MPa]

Pure Ti 0.357 397.4

DP980 0.09 1051.1

Mg-AZ31B 0.137 310.7

AA5052-O 0.082 244.3

STS304 0.503 1281.9

Ti-Gr2 0.340 474.3

Table 9. MTFP relative error(%) estimation of four hardening models for studied materials.

Material
Swift Voce Kim-Tuan Proposed

ε
* 
error σ

*  error ε
* error σ

*  error ε
* error σ

*  error ε
* error σ

*  error

Pure Ti 32.8 11.4 29.4 9.3 5.3 1.3 2.5 1.7

DP980 2.0 1.9 51.9 3.3 12.3 0.4 30.8 2.1

Mg-AZ31B 9.5 1.0 20.5 3.4 51.5 9.2 1.3 0.1

AA5052-O 55.4 4.0 7.7 0.9 16.6 0.2 1.9 1.7

STS304 5.0 4.5 3.1 1.8 30.4 20.6 19.3 12.5

Ti-Gr2 35.1 12.7 29.0 9.8 4.6 2.1 3.7 1.0

Table 11. Relative error of initial yield stress of two hardening models for studied materials.

Material Experiment
Swift Proposed

σ (ε = 0) Relative error (%) σ (ε = 0) Relative error (%)

Pure Ti 162.9 110.3 32.3 176.0 8.0

DP980 691.6 731.6 5.8 686.3 0.8

Mg-AZ31B 182.6 162.4 11.1 187.3 2.6

AA5052-O 166.0 148.0 10.8 165.2 0.5

STS304 308.1 88.0 71.4 329.2 6.8

Ti-Gr2 205.6 144.9 29.5 225.2 9.6

Table 10. Mean of MTFP error(%) estimation of four hardening
models for studied materials defined by equation(5).

Swift Voce Kim-Tuan Proposed

24.4 24.3 21.4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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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0b)에 초기 항복점으로 (0, σ0)를 대입하면 파라미

터를 3개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제안한 소성경화식이 초

기 항복점을 지나게 할 수 있다.

즉, 식 (10b)에 (0, σ0)를 대입하면

(17)

c1에 대해서 정리하여 다시 식 (10b)에 대입하면

(18)

를 얻을 수 있다.

c1이 제거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진다.

Modified Proposed: (19)

식 (19)를 이용하면 제안된 모델이 이미 초기 항복점 근

처를 지나기 때문에 피팅 시에 기존의 파라미터 값과 비교

하면 미미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파라미터의 개수가 3개

로 줄어들었으므로 피팅의 난이도가 비교적 낮아진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수정된 제안식 (식 (19))는 RMSE오차가 2.4 MPa로, 기

존에 제안된 식 (식 (10b))의 1.7 MPa에 비해 소폭 상승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MTFP오차의 평균은

14.9%로 제안된 식의 10.7%보다 4.2%P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의 활용목적에 따라 초기 항복점을 정

확히 지나는 변형 형태를 사용하거나 MTFP오차가 비교적

작은 모델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결 론

4.1. 제안된 모델의 실효성을 통한 새로운 경화모델

방법의 가능성 고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소성경화식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알고리즘의 주어진 방식에 따라 방정식을 완전

랜덤으로 생성 및 피팅하여 제안된 모델과 같이 소성경화

식을 확률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표 6과 표 8에서 제안된 식의 결과는 기존 식들과 대비

하여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모델 개발 방식의 유효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오직 MSE만을 모델의 기준 조건으로 설

정하고 나머지 분류작업은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적

절한 알고리즘에 따라 나머지 또한 컴퓨터에 의해 자동화될

수 있다. 일례로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식의 개발 이후, 자

동으로 식을 미분하여 MTFP를 찾은 후 오차를 계산하고

경계값 아래의 모델을 분류하는 과정까지 자동화를 완료하

였고, 이 연구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준 외에 대변형 소성 유동의 예측

등도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알고리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자원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만

족시키는 모델을 적은 수고로 찾을 수 있는 것이 본 연구

가 제안하는 모델 개발 방식의 최대 효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병렬 프로그래밍 등 현존하는 하드웨어 기술을 이

용함으로써 제안한 방식의 성능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4.2. 제안된 경화 모델 개발 방식의 개선방향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 개발 방식은 초기 설정과 피팅

및 분류 외의 모든 과정이 완전 랜덤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중복 등의 문제로 인해 시간의 낭비가 주요 문제점이다.

일반적인 6~16코어 컴퓨터에서 시간당 10000~30000개 가

량의 모델을 검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0만개

기준 대략 30시간) 시간당 검토가능한 모델의 수를 올리는

것은 성능향상의 문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같은 수의 모

델을 검토하였을 때 더 많은 유효한 모델을 얻기 위한 기

초적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4.2.1. 연산자와 초기설정의 확률 가중치 부여

본 연구에서는 6개의 연산자가 각 노드에 포함될 확률이

각각 1/6로 같도록 하였으나 제곱, 자연로그와 같은 연산

자는 model-3 및 model-4와 같이 미분형태가 매우 복잡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산자들의 확률빈도를 줄

이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표 2에서 보았듯이 자연로그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실행조건의 경우 MSE가 기준 이하인

모델의 빈도가 타 조건에 비해 높은 현상은 미분 복잡도의

문제만이 아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델의 빈도 또한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연산자 뿐 아니라 상수, 변수, 파라미터의 구성에 따라서

도 유효한 모델의 빈도는 달라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통계

적 접근은 제안한 개발방식의 실효성을 높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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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Fig. A.1. True stress-strain curves from four hardening functions
with experiment for three extra materials.

Fig. A.2. True stress-strain curves and MTFP obtained from four
hardening functions with experiment for three extra materials.



손형서 · 김영곤 · 김진재 · 김영석 751

REFERENCES

1. D. Leem, J.-H. Kim, F. Barlat, J. H. Song, M.-G. Lee, Met.

Mater. Int. 24, 344 (2018).

2. S. K. Park, E. R. Baak, and N. Park, Korean J. Met. Mater.

56, 210 (2018).

3. Z. Gronostajski, J. Mater. Process. Tech. 106, 40 (2000).

4. W. R. Noh and M. G. Lee, Trans. Mater. Process. 25, 275

(2016).

5. S. N. Kim, J. W. Lee, F. Barlat, and M. G. Lee, J. Mater.

Process. Tech. 213, 1929 (2013).

6. H. Fukumasu, T. Kuwabara, H. Takizawa, and A.

Yamanaka, J. Phys. Conf. Ser. 1063, 012114 (2018).

7. Q. T. Pham, B. H. Lee, K. C. Park, and Y. S. Kim, Int. J.

Mech. Sci. 140, 521 (2018).

8. Y. S. Kim, Q. T. Pham, and C. I. Kim, J. Korean Soc. Precis.

Eng. 34, 273 (2017).

9. S. Coppietersa, S. Cooreman, H. Sol, P. V. Houtte, and D.

Debruyne, J. Mater. Process. Tech. 211, 545 (2011).

10. N. Tardif, S. Kyriakides, Int. J. Solids Struct. 49, 3496

(2012).

11. H.-T. Jeong, M. Kim, S. Kwon, S. Kim, S. Lee, and S.-H.

Choi, Korean J. Met. Mater. 57, 18 (2019).

12. H. W. Swift, J. Mech. Phys. Solids 1, 1 (1952).

13. E. Voce, J. Inst. Met. 74, 537 (1948).

14. Q. T. Pham and Y. S. Kim, J. Phys. Conf. Ser. 1063, 012115

(2018).

15. S. W. Lee, S.-H. Kim, and S. H. Park, Korean J. Met. Mater.

56, 699 (2018).

16. Q. T. Pham, and Y. S. Kim, Key. Eng. Mater. 716, 87 (2016).

17. V. T. Nguyen, S. J. Kwon, O. H. Kwon, and Y. S. Kim,

Procedia Eng. 184, 381 (2017).

18. D. C. Drucker, J. Appl. Mech. 34, 464 (1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