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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해석을 활용한 다공 금속의 구조-물성 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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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Finite Element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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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orous material can be regarded as a mixture of pores and solid phases, with effective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that significantly differ from those of its base material. Material effective properties

depend greatly on the structure and porosity. The effective properties of materials with different pore

structures can vary greatly even for materials that exhibit the same porosity. Therefore, understanding the

structure-property relationships is beneficial for designing optimum porous structures. The effective (thermal

or electrical) conductivity value lies between the upper and lower bounds, corresponding to the horizontal and

vertical lamella structures, respectively. The values of these bounds depend upon the porosity. However, many

studies have simply treated these effective properties as only a function of the porosity, even though properties

can differ at the same porosity. Herein, finite element simulations were performed to estimate the effective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spherical and cylindrical pore structures with different arrangements.

More specifically, FCC- and HCP-type arrangements were considered for spherical pores, while parallel and

perpendicular arrangements were considered for cylindrical pores. The results obtained were compared to the

theoretical bounds and it was observed that the effective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followed the

power-law, whereas the effective yield strength did not. In summary, the results presented herein highlight

the importance of pore structure in determining effectiv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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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공 금속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면서도 낮은 밀도, 높은

비표면적, 에너지 흡수에 의한 흡음성 및 진동 흡수성 등

을 함께 갖기 때문에 많은 산업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

다. 주로 자동차나 로봇 산업, 건축 재료 산업, 생체 재료

산업, 화학 반응의 촉매재료와 배터리 전극 재료로 연구가

진행 중이나, 더 넓은 범위의 산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1-5]. 다공 금속은 제조 방법에 따라 기공

구조를 다양하게 조절 가능하며, 개방형(Open), 폐쇄형

(Closed), 로터스형(Lotus) 등의 기공을 가질 수 있다. 개

방형 구조는 기공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재료 내에 유체

의 흐름이 가능한 구조이고 폐쇄형 구조는 기공이 금속에

의해 서로 격리된 형상이며 로터스형 구조는 원통형의 기

공이 일정한 방향으로 존재하는 형상이다 [1-3,6,7]. 

이론적으로 다공성 금속은 두 가지 상 (two phases), 즉,

기공 상과 고체 상이 존재하는 복합 재료로 간주될 수 있

으며, 전체적으로 균질하고(homogeneous) 등방성(isotropic)

재료라는 가정 하에 기계적(mechanical), 열적(thermal) 유

효 물성(effective properties)을 기공률(porosity)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유효 물성은 기공률만의 함수가

아니라, 기공 구조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두 가지 상으로

이루어진 복합체(composite)가 있고, 각 상의 부피 분율

(volume fraction)을 각각 ,  ( ), 각 상의ϕ1 ϕ2 ϕ1 ϕ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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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또는 전기 전도도(conductivity)을 , 이라 하자.

혼합물 법칙(rule of mixture)에 따르면, 같은 부피 분율을

갖는 복합체의 유효 전도도(effective conductivity) 는

그림 1과 같이 외부 에너지 흐름(flow)에 대해 수평인 층

상 구조로 배치될 경우 식 1에 따라 최대 경계 값(upper

bound)을, 수직인 층상 구조로 배치될 경우 식 2에 따라

최소 경계 값(lower bound)를 갖게 된다 [8-10].

 (1)

 (2)

모든 유효 전도도 값은 이 최대, 최소 경계값의 사이를

가지며, 이는 열, 전기 전도도 뿐 아니라 고체의 탄성계수

(elastic modulus)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무작위 위치의 구형(spherical) 혼합물에 의한 유효 물성

은 Maxwell-Eucken의 이론에 의해 다음과 같이 식 3을

따르며, 

 (3)

유효 매질 이론(effective medium theory)에 의하면 다

음과 같이 식 4를 따라 유효 물성을 계산한다.

 (4)

또한, 여러 연구자들이 다공 구조의 경우 기공의 물성

값은 0에 근사하는 것에서 식 5와 같은 멱법칙(power-

law)의 유효 물성 예측 방식을 설명하였으며 [2,11-15], 이

는 응력이나 열에 의한 에너지 집중 이론에서 파생되었다.

지수 값인 n은 기계적 특성인 탄성계수와 극한 인장강도

(ultimate tensile strength)의 경우 3, 열전도도의 경우 1.5

로 결정된다.

 (5)

멱법칙은 다공구조의 응력 또는 열 유속의 계산 식에서

재료 면적 대비 다공 구조의 면적의 비율을 평균 기공률의

함수로 변환한 식에서 유도된 공식이며, 이 때 기공률에

의한 경계조건을 만족시키는 실험 결과로부터 얻어낸 경험

적인 근사식이 멱함수가 된다 [11-15]. 실제 다공 금속은

동일한 기공률에서도 기공의 형상에 따라 다른 유효 물성

값을 나타내므로 해석적으로 다루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기공 형상이 불규칙한 경우에 대하여 순차적 박리법(serial

sectioning), 마이크로 단층 촬영 기법(micro-computed

tomography, micro-CT)을 이용하여 3차원 이미지를 구성

하고, 이에 대한 유한요소(finite element, FE) 시뮬레이션

을 진행하여 측정값과 비교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6,7,11,16-28]. 본 연구에서는 폐쇄형 구형 기공 및

로터스형 원통형 기공을 갖는 다공성 금속에 대하여 기공

들의 배치 형태에 따른 열전도도 및 탄성계수의 변화를

FE 시뮬레이션으로 해석한 결과를 보이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2.1 다공구조 모델 및 물질 특성 설정

본 연구에서는 COMSOL Multiphysics를 이용하여 FE

해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2에 해석을 위한 다공성 금속 계

산구조 모델(이후 “계산구조”로 명명함)을 나타내었다. 그

림 2a, b의 계산구조들에서는 격리된 구형 기공들이 FCC

와 HCP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 실제 다공 금속은 이 계

산구조들이 반복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계산구조

에 대해서만 해석하면 전체 구조에 대한 유효 물성을 계산

할 수 있다. 그림 2c, 2d는 로터스형 기공 구조로 원통형

기공 모양을 평행하게 배열한 구조(이하 평행 배열)와 기

공 층 사이를 교차적으로 배열한 구조(이하 교차 배열)로

각각 모델링 하였다. 사실 더 엄격히 말하면, 그림 2의 계

산구조들은 더 작은 단위포(unit cell)들이 여러 개 모여

있다. 단위포의 수를 줄이면 계산량이 적어지며 수치적으

로 더 쉽게 계산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경계면 효과

가 크게 작용하게 된다. 단위포의 수를 늘리면 경계면 효

과가 감소하여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수

치적으로 계산이 더 어려워진다. 우리 계산구조들은 경계

효과를 줄이는 것과 수치적인 효율성 사이에서 적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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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osite structures with (a) upper and (b) lower bounds in
thermal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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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계산구조들은 기공들이 서로 겹

치지 않는 선에서 기공 반지름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기공

률을 최대 약 0.6까지 만들 수 있다. 기공 부분의 탄성계

수와 열전도도는 0으로 지정하였고, 기체의 유동에 의한

열 전달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고체상은 니켈(nickel)로

간주하였고, 그에 해당되는 물성 값들로 탄성계수, 항복강

도(yield strength), 포와송 비(Poisson’s ratio), 열전도도

(thermal conductivity)에 대하여 각각 205 GPa, 150 MPa,

0.29, 91 W/m·K을 적용하였으며, 모든 물성 및 해석은 등

방성(isotropy)으로 취급하였다. 

2.2 기계적 물성 계산 방법

일반적인 선형 탄성 재료의 응력-변형률 그래프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탄성계수는 그림 3에서 매우 작은 응력과

변형률 범위 이내에서 응력과 변형률이 선형 관계를 나타

내는 부분에서 직선의 기울기로 정의되며 이는 가해진 응

력과 그로 인한 변형률의 비율이다. 다공성 구조는 일반적

으로 인장 응력보다는 압축 응력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계적 특성 시험은 1축 압축 응력 시험(uniaxial

compression test)을 통해 측정한다 [2,3,6]. 이에 해당되는

경계 조건으로 모델링 된 형상의 x-y 평면 바닥 경계면은

고정시키고, 상부 경계면에는 항복강도에 비해 매우 작은

응력인 0.2 MPa의 압력을 가하고, 옆면인 x-z, y-z 경계면

에는 자유 변위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1축 압축 시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그림 2a-d의 모델에 대하여

각각 유효 탄성계수를 계산하였다. 기계적 물성에 대해 모

든 구조 내에서 균일(homogeneous)하고 등방적(isotropic)인

물성 조건에서는 응력과 변형률 텐서에 대하여 각 변수들

을 평균값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8]. 따라서, 구조

에 가해진 응력( )과 변형률 ( )의 값은 평균값으로

간주되어, 유효 탄성계수( )는 이 값들로부터 결정된다.

 (6)

이론적으로 그림 3에서 나타낸 것처럼 응력과 변형률이

비선형 거동을 시작하는 부분을 항복강도로 정의하나 선형

을 이루는 구역이 매우 짧거나 비선형 관계를 정의하기 어

려울 경우 직선의 기울기를 따라 변형률이 0.2%인 점까지

평행 이동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본 해석

은 0.2 MPa의 작은 응력만 가하여 탄성 영역에서만 해석

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소성(plasticity) 모델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 항복 현상은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 다

공구조에서는 단면이 좁아지는 부분에서의 버클링

(Buckling) 현상이 일어나 실제 항복강도보다 더 낮은 응

력에서 항복이 일어난다. 최대 응력은 버클링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유효항복강도는 가해준 응

력에 대한 다공 구조 내 응력의 최대값( )의 비에 치밀

소재 항복강도( )의 곱으로 결정된다 [12,13,29].

 (7)

2.3 열 물성 계산 방법

다공 구조의 열전도도 계산은 경계 조건으로 x-y 평면의

상부는 350 K, 하부는 300 K의 고정된 온도를 갖고, 고

체/기공 경계면과 구조의 x-z, y-z 경계면들은 단열 조건

하에서 Fourier의 정상상태(steady-state) 열 전도 법칙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기계적 해석과

마찬가지로 등방성 물질을 가정하여 열전도도를 스칼라 값

으로 취급하였으며, 열전도도의 온도 의존성은 무시하였다.

유효 열전도도( )는 식 8에 의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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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uctures for calculation of effective properties: (a) FCC
and (b) HCP arrangements of spherical pores, (c) parallel and (d)
perpendicular arrangements of cylindrical pores

Fig. 3. Stress-strain curve of general linear elastic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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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평균 열 유속(average heat flux, )은 계산구조의 윗면

또는 아래면에서 열 유속( )을 면적분(기공부분 제외)하여

계산구조 바닥면의 전체면적(기공부분 포함)으로 나눈 값

이다. 

 (9)

여기서 전체 면적 는 계산구조의 윗면 또는 아래면의

면적이며 고체상뿐 아니라 빈 공간의 면적까지 다 포함한

다. 온도 구배(temperature gradient, )는 윗면과 아래

면의 온도차인 50 K를 계산구조의 높이로 나눈 값이다. 일

반적으로 원통형 기공이나 개방형 기공 물질은 물질 내부의

유체의 유동을 이용한 열 교환 용도로 사용되나 [1,2,29],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계산구조의 수직 방향 열전도에 관

심이 있기 때문에 유체의 흐름은 고려하지 않았다.

3. 결과 및 고찰

3.1 기공 반지름 영향에 의한 유효 특성 계산 결과

구형 기공과 원통형 기공 구조들에 대한 폰 미세스

(von Mises) 응력 분포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구형 기공

모델은 가장 얇은 부분인 측면 벽에 가까운 기공에서 응력

집중이 크게 나타났으나, 원통형 기공 모델에서는 바닥면

에서 나타났다. 2.1의 초반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바닥

면이 고정되고 옆면이 자유변위인 경계조건으로 인하여 계

산구조의 표면 부분에 최대, 최소 응력이 나타났다. 경계

부분이 아닌 구조의 안쪽 부분들을 보면 기공의 주기적 분

포에 따라 응력도 주기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계산구조는 경계 효과의 영향이 유의미하

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많은 수의 기공을 포함하고 있다. 

z-방향 1축 압축 하중(uniaxial compressive loading)에

대한 해석 결과로부터 유효 탄성계수 및 유효 항복강도를

구한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기공률은 각 구

조에서 기공 반지름을 변화시켜 조절하였다. y-축 데이터

는 해석적 이론(analytic theory)과의 비교를 위하여 치밀소

재의 값에 대한 상대적인 값(relative value)으로 표시하였

다. 유효 탄성계수의 경우 원통형 기공을 갖는 구조가 약

8% 더 낮은 값을 갖는다. 그러나, 같은 기공 형상에서 배

치 형태만 바뀔 경우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구형 기공의 FCC, HCP 배열의 결과

는 비슷하며, 원통형 기공의 평행 배열과 교차 배열 사이

도 비슷한 값이 나왔다. 

유효 항복강도도 구형 기공 모델보다 원통형 기공 모델

이 더 낮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력은 재료 내에

서 금속의 면적 비율이 작은 부분에서 집중하게 된다. 같

은 기공률을 갖는 원통형 기공이 구형 기공보다 가장 좁은

면적을 갖는 단면의 면적이 더 작기 때문에 더 큰 응력이

집중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3,29]. 다른 예측 모델

과 비교하였을 때 유효 탄성계수는 멱법칙(power law)에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유효 항복강

도는 모든 예측 모델에서 벗어나고 있다. 본 해석에서는

조밀한 구조에 비해서 기공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 유효

지지 면적이 매우 작아 지기 때문에 버클링 현상의 영향으

로 항복강도는 멱법칙에 의한 유효 항복강도 값보다 낮게

Keff

q

∇T
--------–=

q

q

q
1

A
---  qA  ⋅ Ad∫=

A

∇T

Fig. 4.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s in (a) an FCC arrangement of spherical pores,  and (b) a
parallel arrangement of cylindrical p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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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실제 실험에 의한 항복강도는 본 결과와 유사

한 값을 가진다 [30-32].

그림 6에 동일한 기공 반지름을 갖는 구조의 열 해석

결과에 대하여 온도 분포와 열 유속 분포 결과를 나타내었

다. 열 유속의 방향, 즉, 수직 방향으로의 온도 분포는 대

체로 비슷하다. 이는 등방적인 열 전도율의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식 8과 같이 열전도도의 계산

및 온도 구배 계산을 단순화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열

Fig. 5. Relative mechanical properties: (a) elastic modulus and (b) yield strength

Fig. 6. Simulation results of steady-state heat conduction: (a) temperature, (b) heat flux distributions in an FCC arrangement of spherical
pores where  and , (c) temperature, and (d) heat flux distributions in a parallel
arrangement of cylindrical pores where  and 

qmax 9.5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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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 분포 그림을 보면 기계적 해석과 마찬가지로 기공과

접하는 표면 근처에 열 유속이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형 기공 모델이 더 큰 국부적 열 유속(local heat flux)

최대값을 갖지만 좁은 범위에 집중되었고, 반면에 원통 기

공 모델은 구형 기공 모델에 비해 최대 열 유속 값이 절

반 정도이지만 좀 더 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림 7에 기공률에 따른 유효 열전도도의 계산 결과를

나타냈다. 이론적인 예측 모델 중 멱법칙을 가장 잘 따르

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통형 기공 구조들은 구형 기

공의 경우보다 멱법칙에서 더 많이 벗어나며, 더 작은 값

을 갖는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어떤 특정

단면에서 금속 면적 비율이 작으면 그 단면을 통과하는 열

유속은 더 큰 저항을 느끼게 된다. 우리 계산에 사용된 다

공 구조 모델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공통적으로 기공률

0.47을 갖는 원통 기공 모델과 구형 기공 모델에서 금속의

면적이 최소가 되는 단면에서의 금속 면적 비율은 각각

0.286, 0.334이다. 따라서, 열 유속은 원통형 기공 모델에

서 더 큰 저항을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해, 원통 구형 기공

구조에서의 열의 흐름이 더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작은

유효 열전도도를 갖게 된다. 

멱법칙은 물질 특성 계산 방정식의 면적에 대한 미분식

에서 유도되어 실험을 통하여 지수 값을 경험적으로 유도

된 법칙이며, 일반적으로 낮은 기공률에서 매우 정확하다

고 알려져 있다 [11-15,33]. 특히 다공 구조가 등방적인

경우 이러한 근사식이 만족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기계

적 해석에서 구형 기공을 갖는 다공 구조의 경우 가장 근

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13]. 기계적 유효 물성 예

측에서 멱함수의 지수 값은 물질이나 시험 결과에 의해 달

라지며 예측 모델이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다른 값을 주

장한다 [2,12-15]. 본 논문의 그림 5의 탄성계수와 항복강

도에는 지수 값 3을 적용하였고 이는 응력집중 모델에 해

당되며 [13], 그림 7의 기공률에 따른 열 전도도는 멱함수

의 지수 값 1.5를 적용하였다 [11,14].

3.2 기공 개수 변화에 따른 유효 특성 계산 결과

그림 8에 원통형 기공 구조에서 기공률 변화를 위해 일

정한 기공 반지름에서 기공 개수를 변경하여 형성한 모델

을 나타내었다. 그림 9에 해석 결과를 나타내었고, 기존의

그림 5, 7에 나타낸 기공 반지름으로 기공률을 조절한 경

우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기공 크기나 개수를

조절하는 두 가지 경우의 근본적인 차이는 비표면적이다.

즉, 같은 기공률에서 다른 비표면적을 갖는다. 우리의 해석

에서는 기공/고체상의 표면 효과를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

서, 이 두 경우의 차이가 해석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기공률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기공이

나노스케일이 될 경우에는 비표면적이 매우 커지므로 표면

효과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또한, 고체 상의 크기, 즉,

Fig. 7. Relative thermal conductivity graph depending on the
porosity

Fig. 8. Structures for effective properties calculation with varying porosity by the number of pores (a) N = 6 (  = 0.029) (b) N = 24 ( =
0.117), (c) N = 54 ( = 0.263), (d) N = 96 (  = 0.468)

ϕ ϕ
ϕ 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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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유속이 통과하는 채널의 폭이 매우 좁아질 것이므로 양

자 효과까지 포함시켜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규칙적인 위치에 있는 기공 구조의 다공성 금속에 대하여

시험 조건에 의한 경계 조건을 이용하여 전산상에 계산을

진행하였다. 물리적 특성 중 항복강도를 제외하면 진행되어

왔던 기공률에 따른 유효 물성 예측 방법인 멱법칙에 근사

한 결과였으며 항복강도 또한 이전의 실험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는 본 전산모사에 의한 해석결과

가 맞게 적용되었음을 나타냈다. 원통형 기공에 대하여 구

조적 변수인 기공의 수량에 대한 유효 물성 거동을 해석하

였을 때 구조 변수에 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단순

하게 기공률에 의한 경향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인 연구 주제로 개방형 및 로터스형 기공 구조에

서 유체 유동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는

이론적인 물성 계산만을 다뤘지만 실제로 많이 적용되는

분야가 기공을 따라 움직이는 유체 유동에 의한 열전달 및

이온 교환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공의 부분적인 불규칙 또

는 무작위 위치에 대한 해석 조건 설립이 필요하다. 불규

칙적인 기공 구조를 가졌을 때에는 구조적으로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물성 해석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부분적 또는 완전 불규칙 구조에서 기공간의 간섭

효과를 해석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큰 기공률에

대한 해석 또한 필요하다. 유효 물성 거동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같은 기공률에서 다른 물성 값을 나타낼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에 기공률이 아닌 다른 변수에 따른 해석이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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