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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손상 천산모사를 위한 철강 합금계 원자 포텐셜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전 구조용 강 조사손상 예측 연구에의 활용을 목적으로 철강 합금계에

대한 2NN MEAM interatomic potential을 개발하고， cascade simulation

및 defect property 계산을 통해 Fe 조사손상에 미치는 합금원소 (단" Cu, Ni,

디의 영향을 예측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Fe, Fe-(Cr，Cu，Ni，디 합금계에 대한 cascade simulation파 defect energy 계산.

- 조사 손상 조직 발현에 미치는 합금 원소의 영향 분석.

- 다원 합금계 전산모사를 위한 Cr-(Cu，Ni，디 2원계 interatomic potenti려 개발.

IV. 연구개발결과

전산모사결과 장기 조사 시 결함 발생파의 연관성

장기 조사 시 결함 발생 거동과 미세조직의 변

cascade
1회 조사에서 화는 cascade simulation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하고

simulation
기초 결함 발생 수에 미치는 Cr, 궁극적으로 rate theory 동의 추가 simulation 이

Cu, C 왼소의 영향은 미비하다. 펼요하나， defect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정

성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interstitial

거동

Interstitial atom들의 확산 속도는 vacancy

mechanism에 의한 확산속도보다 크다. Mixed

dumbbell의 형성은 관련된 원소들의 확산이

촉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e-Cu, Fe-Cr 둥의 mixed 1그러나.， Cu의 경우 Fe-Cu mixed dumbbell의

dumbbell 형성이 두드러진다. 1확산 장벽이 낮으나 그 절대량이 많지 않고I

Fe-Cr의 경우는 양은 많으나 dumbbell의 확산

속도가 vacancy에 비해 크게 빠르지가 않아

interstitial mechanism의 천반적인 기여도는 크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bee-Fe matrix에서의 cascade

simulation 후 residual vacancy는Ibcc-Fe와 fcc-Fe에서 Void 형성에 대한 에너지

interstitial에 비해 cluster 형성 비|장벽의 존재가 반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율이 높지 않다 Iferrite 계 강종보다 austenite 계 강종에서

bee-Fe는 void (vacancy cluste:다 Ivoid swelling 현상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을 설
vacancv I I

“ |형성에 에너지 장벽이 폰재하는|명할 수 있다. 또한 함량이 높은 G이 bee-Fe
거동 | |

반면 fcc-Fe는 에너지 장벽이 없는|에서 void 형성에 대한 에너지 장벽을 낮춤으

것으로 계산된다 I로해서 (너무 많아 Cr-rich bee를 형성하기 전)

Cr, Cu는 bee-Fe 기지에서 void 형 110% 정도까지는 void swelling을 촉진 시키는

성에 대한 energy 장벽을 낮추는|실험적 사실을 셜명할 수 있다.

역할을 한다.

Cascade simulation 후 많은 C 원

자들이 vacancy, interstitial 둥의 ICarbide를 형성하고 남은 soluble· C 원자는

Carbon의 Idefect 들과 결합한 상태로 폰재하며， Ivacancy와 interstiti려의 clustering 경향을 낮춤

역할 |이로 인해 vacancy 나 interstitiall으로해서 조사 폰상 조직의 발현을 지연시킬

clustering 경향을 낮춘다는 것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찰 할 수 있었다.

주요 합금 원소들이 조사 존상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원자 단위 전산모사를 통해

예측할 수 있었다. 합금 원소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

종합평가 |손상 조칙 상의 변화는 void swelli탬으로， 추후 bee, fcc 기지 상에서 void

swelling에 영향올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고 합금 원소의 영향을 예측함으로써 이

를 제어할 수 있는 합금/공정 설계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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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Research Objectives

Development of interatomic potentials for Fe-based alloys includin'g Cr, Cu , Ni , C

III. Scope an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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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impurity atoms on the cascade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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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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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O.lat%C model alloys and performed the cascade simulations using the developed

potentials. The objective is to verify the effect of impurity atoms on the displacement

reactions. In the eu and Cr-containing model alloys, it was found that interstitials are

main point defe.cts and they tend to exist as dumbbell type ones. And the role of

carbon is to reduce the production of point defects due to irradia디。n. Carbon atoms

tend to reduce the activity of point defect movemen t. Using the developed potential , it

was found that austenite alloys are more prone to void swelling rather than ferrite

alloys. Using the developed potentia l, we calculate the interaction energy between

point defects and impurity atoms , which are important to the next step calc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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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셔론

원전 구조용 소재는 중성자 피폭으로 인해 내부 결함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십 년

간 지속되는 내부 결함 발생으로 소재의 미셰 구조가 변화하고 기계적 특성이 열화

된다. 원자력 발전의 건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사 손상 정도를 향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중성자 조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실험적 접근에 한계가 있다. 실험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사 손상을 전산모사를 통해 예측하려는 시

도가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를 단계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회의 방사선 조사로 인한 기초 결함 발생 예측 (Cascade simulation)

다양한 크기를 가진 고에너지 입자가 소재에 조사되었을 때 발생하는 기초 결함

(vacancy, interstitial)의 종류와 크기 분포를 예측함을 목표로 하며I 수만~수백만

개 원자에 대한 분자동력학 천산모사 기법이 활용된다.

2. 방사선 조사가 장시간 지속됨에 따른 소재미셰조직 변화예측 (Kinetic MC)

분자동력학은 수 나노 seconds 정도 시간에 발생하는 소재 구조의 변화를 예측하

는데 유력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수십 년 칸 지속되는 현상을 기술할 수는 없다.

이는 각 조사 결함체 (vacancy, interstitial cluster)의 운동 및 결합 특성을 분자 동

력학 또는 타 계산으로 파악 한 다음， kinetic Monte Carlo (MC)라는 또 다른 차

원의 전산 모사 기법을 통해 예측하게 된다.

3. 조사 손상된 구조의 기계적 특성 열화 정도 예측 φislocation Dynamics)

KMC 기법을 통해 조사 손상된 구조용 소재의 미세조직이 예측되면， 이러한 조사

손상이 천위 거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천위동력학을 통해 계산함으로써 재

료강도의 상숭/ 즉， 기계적 특성의 열화 정도가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단계는 첫 번째 언급한 cascade simulation이다.

1차년도 연구를 통해 Fe, Fe-(Cr，Cu，Ni，디 합금계에 대한 cascade simulation파 defect

energy 계산을 통해I 방사선 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 결함 (vacancy, intersti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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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lusters) 양상 및 이에 미치는 합금 원소의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지

난 연구를 통해I 수십 pico-second 동안 진행되는 cascade simulation을 통해서는 조

사 효과로 인한 미세 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합금원소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I 오히려 합금 원소의 영향에 관한 중요한 결론들이 결함 에너지 간 상호작용

을 계산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음을 확인 한 바 있다 [1]. 따라서 실제 미세구조의 변

화를 보이는 장기 조사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cascade simulation 자체 보다는 이를

통해 얻은 기초 결함의 생성 속도/ 상호 철합 특성 둥을 기반으로 Kinetic Monte

C떼o simulation을 수행하는 것이 척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1차년도 연구를 통해 확립된 합금계 원자 포탠셜을 이용하여I 향후 진

행될 KMC simulation올 위한 기반 기술을 확립함을 목표로 하였다. KMC

simulation의 input data로서 필요한 vacancy, interstitial cluster들의 확산계수를

pure Fe와 Fe-Cr계에 대해서 분자동력학 계산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조사 후

나타나는 장기척인 미세조직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Fe-Cr 합금계 cascade

simulation 후 보이는 defect들의 거동을 일반 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해 우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 2장에서는 분자동력학을 이용한 확산계수 계산 방법/ 일반

Monte Carlo simulation 기법올 간략하게 소개하였고， 3장에서는 vacancy 확산I

interstitial cluster들의 확산에 대한 계산 결과와 defect를 포함하고 있는 Fe-Cr 합금

에 대한 Monte Carlo simulation 결과를 정리하였다. 또한， void swelling의 초기 단

계인 void nucleation에 대한 Monte Carlo simulation올 통해 ferrite/austenite 계 강

종 칸 void nucleation 속도의 차이， ferrite 계에서 void nucleation에 미치는 Cr 의

영향 동을 보다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함께 수록하였다.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정리하였다.

- 10 •



2. 연구 방법

(1) [)iffusivi~ 측갱 방법

가. Einstein Relation

고상의 재료 안에서 원자가 이동하는 방법은 vacancy mechanism에 의한

substitutional diffusion, interstitial mechanism에 의한 interstitial diffusion, 그리고

grain bound앙y， free surface, dislocation과 같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빠른 이

동 경로를 가지며 이동하는 방법 퉁이 있다. 이런 vacancy mechanism이나 interstitial

mechanism으로 일어나는 diffusion의 mobili~를 atomisitic simulation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원소의 속도를 이용하거나 위치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계산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구하는 과정의 유용성에 의해 위치를 이용한 계산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2-4].

원자 위치를 이용한 계산 방법은 Einstein relation을 이용하는 것으로 원자가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고려하여 빠:fusivi~를 계산하는 것이다，

D= }. lim ([κto+ t) - r( t n)] 2)
2d ':'∞

n
?
(

식 (1)에서 d 값은 dimension fador이고 이렇게 계산된 버떠lsi피ty를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Arrhenius plot을 하면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하여 di표usion activation energy를

계산 할 수 있다.

D=Dnexp( 콕화)
u~y， RT (2)

식 (2)에서 Do는 Time independent pre-exponential factor (m
2
/s)이고 Ed는

activation energy for diffusion aim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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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결과 보정 [5,6]

Vacancy mechanism에 의한 diffusivity 계산은 simulation box 속에 vacancy가 실

제 폰재하여야 원자의 실제 diffusion이 가능하기 때문에 simulation box안에 일정 농

도의 vacancy를 우선 만들어 주어야한다. 하지만 sim벼ation하는 atom 개수와 계산 시

간의 한계로 인해 실제 재료에 존재하는 vacan이r 농도보다 훨씬 큰 vacancy 농도를

simulation box에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simulation 결과의 보정이 다음과 같

이 필요하다.

C"!( T) _*'_ _=,_ ， H~-TS~
IX. η=τι(';;'; D ‘(η , C영(η= exp(-"":컨츄二.L) β)

DπJ = 보정된 diffusivity

c:q(f) = 평형 상태의 vacancy 농도

cv(f) = simulation box의 vacancy 농도

D (f) = simulation 결과로부터 계산된 버표usivity

Hf = vacancy formation energy

Sf = vacancy formation entropy

다. Mean square displacement (MSD) 계산

원자는 이동할 때 일정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random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칸 간격에 따라 각각 평균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버ffusivity 계산에 이

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체 simulation time이 100 pico-second (ps) 라고 하면 일

정한 시칸 간격인 다음과 같이 시간 구간을 나누어 0.5, 1.α 1.5 ps, ... 이렇게 일정구

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모두 구해 각각의 평균 거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simulation 동안 periodic boundary condition (PBC)에 따른 원자 이동을 고려하기 위

해 원자 position의 결과에 다음 위치 값의 차이를 더해 가는 방법으로 PBC을 고려하

여 계산하였다.

- 12 •



(찌 Monte Carlo simulation

MC 기법은 통계 역학의 개념과 방법에 의존하여 주로 계의 평형 상태에서의 성질

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Metropolis Monte Carlo (MMC)

기법은 임의의 두 원자를 선정， 서로 위치를 바꾸고 에너지의 변화를 계산하여 에너지

가 낮아지면 바뀐 위치를 새로운 위치로 선돼하고l 에너지가 증가하면 아래 식과 같이

볼츠만 통계에 따라 위치 변경 여부를 확률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simulation 이 진

행된다.

p=exp(뽑) (4)

Aφ energy change of the sample due to the MC tri려

위와 같은 MMC를 통해 성분 원소들의 확산으로 인한 원자 구조의 변화를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I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를 받아 vacancy와 interstitial을 포

함하고 있는 (C잃cade simulation의 결과) Fe-Cr 합금계의 미세조직 변화를 관찰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장시칸에 걸친 조사로 vacancy가 다량 포함된 조직에서

swelling의 초기 단계인 void nucleation에 미치는 bee/fcc 구조의 차이， bee Fe에서 G

합금화의 영향 둥을 분석하는 데에도 이 MMC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interatomic potential은 본 연구팀에서 자체 개발한 2nd

nearest neighbor MEAM이다 [7-9].

녕



3. 연구 컬과

(1) Diffusivity of vacancies

가. Self-diffusion coefficient for bcc pure Fe

Simulation 조건은 다음과 같다

unit cell = 10xl0xl0 (2000 atoms)

Total simulation time = 500 ps

Time step = 0.005 ps

total output = 500

Fig.l은 vacancy 농도가 0.001 때의 MSD를 나타낸다. Fig.l의 기울기가 simulation

결과로부터 계산된 보정되기 전의 diffusivity가 된다. Table 1에 계산된 값과 보정한

값을 나타내었고， 이 값들을 이용하여 Arrhenius plot을 하면 Fig.2와 같다 Vacancy

농도 보정을 위해 사용한 vacancy formation energy는 사용한 MEAM potential로 계

산한 값인 1.75 eV, vacancy formation entropy는 문헌 정보에 있는 2.7kB를 이용하였

다.

1.02x1O-13

2.15x lO-12

3.96x lO-n

9.96x lO- 14

3.93x lO-12

4.3_fl‘10-11

1.02 x lO-13

2.52 x lO-12

4.67 X lO-11

υFε(correctεd)(crn운1

1.48x lO-9

3.l4xI0-9

4.43x lO-9

7.58x lO-10

8.60x lO-10

2.03x lO-9

1.51x lO-10

2.02 x lO-1o

4.79 x lO-1o

Table 1 C삶ιulated parameters for bcc pure Fe

Cv I Tεrnperature(K) I D ’(caleulaκd)(ern'sη -
0.001 (2 vacanciζs in simulation block)

l200k
1450k
nOOk

。 o。이 10 、 acancies in simulation block)
1200K
1450K
l700K

0.01( 20 vacanciεs in simulation b1ock)
l200K
1450K
17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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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For Fe in bcc Fe
(by vacancy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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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Arrhenius plot of Diffusivity for bee pure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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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activation energy를 각각의 vacancy 농도에 따라 구하면

Table 2와 같다. 본 simulation에서 계산된 activation energy 값이 실험값보다 작은 이

유는 사용한 potential의 bee-Fe에서의 Fe 원자 migration energy barrier가 낮기 때문

이라 여겨진다

Table 2 Activation ener밍es for Fe atoms in bee-Fe

c
-삐M

mm

샤

-oU

aU

tl

II

Slop엄담웰)/(1/η>

-10784.15
-10466.17
-10782.86

Activation 이응rgy (ε，V)

2.14
2.07
2.14
2.5

나. cr substitutional diffusion coefficient for Fe-IOCr system

Simulation 조건은 bee pure Fe와 동일하게 하고 system만 Fe-10at.%Cr으로 하였다.

치환 원소가 첨가 되면 vacancy의 평형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정할 때 vacancy-Cr

칸의 binding energy까지 고려해 주어야 한다 [5]. 하지만 본 simulation 에서 사용된

potential 의 1st와 2nd nearest neighbor의 vacancy-Cr칸의 결합에너지가 각각 0.008,
-0.002로서 매우 작아 그 영향이 미미하여 bce pure Fe와 동일하게 vacancy 농도 보정

을 하였다.

Fig.3은 vacancy 농도가 0.001 때의 MSD이며 I 계산 및 보정된 확산 계수 값은

Table 3에 정리된 바와 같다. Fig.4는 확산 계수의 Aπhenius plot이다. Fig.4의 기울기

를 이용하여 구한 activation energy는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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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or Cr in bcc Fe
(by vacancy mechanism)

-10

u
~ -12~N

ε

C -13
a
。

...J -14

’

삐
뻐m

매

매

매

v

V

V

C

C

C

---4

4

•-11

-.-Exp

l

-15

Activation energy
MD : 2.30 eV
Exp. : 2.39 eV

-16
0.6 0.7

1000/T(K)

0.8 0.9

Fig.4 Arrhenius plot of Diffusivity for Fe-IOCr

Table 4 Activation energies for cr atoms in bee Fe-l0at. %Cr

c
0.001
0.005
0.01

Exp.(Fε-12Cr)

SID양그담웰)/(lfT»

-13417.87
-10104.37
-10856.57

Activation enεrgy (eV)
2.66
2.00
2.15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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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arbon diffusion coefficient for bec Fe-C system

Simulation 조건은 다음과 같다

Total simulation time = 150 ps

Time step = 0.003 ps

total output = 250

box size는 12x12x12로서 전체 4312개의 원자 중에서 7개가 carbon으로서 약

0.16%C 차지한다. Carbon diffusion은 interstitial mechar너sm에 의한 것으로 vacancy

농도에 따른 보정이 필요 없이 온도에 따른 diffusivity 장만 계산하면 activation

energy를 바로 알아 낼 수 있다. 그 결과는 Fig.5에 제시되어 있다.

4

-5

-6

-7

$
씌 -8

N

E
- -9
。

g .10
」

-11

-12

-13

For Carbon in bee Fe-O.16at. %C
(by interstitial mechanism)

-.-Carbon

、、
--二二~

Activation energy
MD : 1.43 eV
Exp. : 1.28 eV

0.6 0.7

1000/T(K)

0.8 0.9

Fig.5 Arrhenius plot of carbon φffusivity in bec Fe-O.16a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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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Diffusivity of interstitial clusters

Self interstitial은 vacancy mechanism으로 이동하지 않으므로 Fe-C system에서

carbon의 버£fusivity를 계산하듯이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된다 하지만 interstitial

duster의 경우에는 주로 sessile 방향으로 안정한 모양을 이루며 이동하기 때문에

duster의 center of mass를 이용해 버£fusivity를 계산하였다.

Fig.6은 순수 Fe에서 단일 self-interstitial (It), 2, 3, 4개의 interstitial duster (12, h,

11) 들의 diffusi띠ty를 계산한 결과이 다. 이로부터 얻은 interstitial duster 버£fusion의

활성화 에너지는 Table 5에 정리한 바와 같다. Fig.6과 Table 5에는 동일한 순수 Fe에

대한 Soneda 둥 [10]의 계산 결과가 비교되어 있다. 그러나， Soneda 둥의 계산은

Johnson & Oh potential [11]을 이용한 것으로 vacancy diffusion 계산 결과가 실험 수

치에 비해 3-4 order 이상 크게 계산되는 둥 정확성에 문제가 있으며， Fig.6에서의 비교

는 단순히 참고용임을 밝힌다.

Table 5 Activation energies (eV) for interstitial dusters in bcc pure Fe

Sizε MEAM (prεS응nt work) Sonεda [10]
11 0.14 0.167
12 0.22 0.083
13 0.17 0.065
14 0.14 0.100

Fig.7과 Table 6은 Fe-IOCr 합금계에 대해 interstitial duster diffusivity를 계산한 결과

이다. 순수 Fe, Fe-IOCr 계산에서의 공통점은 interstitial duster의 확산계수가 그 크기

에 따라 단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계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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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ctivation energies (eη for inter’stitial clusters in Fe-lOat.%다.

1.61.51.4

10001T(K)

1.31.21.11.0

앙

MEAM (present work)
0.15

0.11
0.21

0.17

Size

Il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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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MC simulation for irradiated F.•, 10Cr system

초기 input file로 사용될 iπadiated Fe-10Cr system은 unit cell이 6Ox60x60의

4320007] 원자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MC code 계산 시간의 한

계로 432000개 원자 크기를 simulation 하는 것은 어려웅이 있어 defect들의 붐포에 지

장이 없도록 defect가 폰재하지 않는 부분은 최대한 제외시켜 초기 input me size의 약

l/S(unit cell:3lx43깅3)을 가지고 573K에서 MMC simulation을 질행 하였다.

Fe-10Cr 합금에셔 MMC simulation에 따른 원자 분포의 변화는 Fig.8에 나타낸 바

와 같다.

o step

1000 step

100 step

1500 step

500 step

2000 step

Fig.S Fe-10Cr 합금에서 MC step에 따른 원자 분포 변화

(노란잭: Fe 원소， 회색 :c노 원소)

천체 원자 분포 모양은 MC 초기부터 상분리가 일어나 step이 진행될수록 더욱 심해져

24



정정 큰 분리된 상이 생긴다· Fig.9의 defect 분포 특성을 보면 초기 큰 cluster를 형성

한 interstitial들은 비교적 안정하여 2000 step 후에도 cluster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초

기 산재해 있는 vacancy들은 재철합에 의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경향은 Fig.lO에 나타냈듯이 MC step에 따른 vacancy 수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또한 Fig.ll을 보면， MC step이 지날수록 mono vacancy 수는 줄어들고 cluster를 형성

하려는 경향이 강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1000 step 1500 step 2000 step

Fig.9 Fe-lOCr 합금에셔 MC step에 따른 D상:ect 분포 모양

(핑크 Fe interstitial, 붉은색 cr interstitial, 흰색 : vac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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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시한 MMC simulation 절과는 서로 동떨어진 두 재의 원소 위치를 맞바

꾸는 방법으로 진행된 것으로， 버떠lS10n pa야1를 무시한 채 최종 왼자 구조를 빠른 시

간 안에 확인하는 데에는 유효하지만 kinetic path를 추척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Kinetic path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변화에 대한 에너지 장벽의 크기를 고려하여

이에 따라 변화의 확률을 달리하여야 하는데 (Kinetic Monte a표l이， 동 멸어진 성분들

간의 위치 교환 (확산)은 에너지 장벅이 대단히 높올 것이므로 발생활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갈은 Kinetic Monte Carlo simulation이 수행되었을 때의 양상의 변

화릉 대략적으로 추측하기 위해， 최인접 생분 간에만 서로의 위치 교환이 가능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통일한 MC simulation올 수행하였다 이는 모든 생분(원자" vacancy,

interstitial)의 확산 에너지 장벽이 동힐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의 KMC에 해당하는

simulation이다

째로운 조건에서 MC step에 따른 내부 원자 분포는 Fig.12파 같다.

o step

1000 step

100 step

1500 step

500 step

2000 step

Fig.12 최인접 성분 간의 확산을 가정했을 때 MC step에 따른 원자 분포 변화

(노란잭: Fe 원소， 회잭 :Cx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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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체 원자 분포 모양은 MC 초기부터 상분리가 일어나 step이 진행될수록 더욱 심

해져 점점 큰 분리된 상이 생긴다. 하지만 모든 원자의 위치가 서로 교환 가능하게 하

였을 때보다 미세조직 발현이 더디게 일어나" 2000 MCS 수준에서는 상분리 현상만

뚜렷하게 판찰되고 defect 개수나 clustering 정도의 변화는 관찰하기 힘들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1000 step 1500 step 2000 step

Fig.13 최인정 성분 간의 확산올 가정했올 때 MC step에 따른 Defect 분포 모양

(핑크 : Fe interstitial, 불은잭 : cr interstitial, 흰색 : vac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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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의로 defect를 삽입한 Fe-IOCr system

앞의 MMC simulation은 cascade simulation의 결과로 얻어진 Fe-IOCr sample을 초

기 조건으로 한 것이다. MMC 결과는 Cr의 상분리， vacancy와 inters뻐al의 재결합으

로 인한 소멸， vacancy의 clustering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intersti섬al들의

binding 에너지가 vacancy의 binding 에너지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interstitial의

clustering 현상은 관찰이 안 되고 있다. 이는 MMC simula단on 기법의 한계로/ 원자나

vacancy 자리는 미리 동록이 되어 있어 MMC 중 맞교환이 가능하지만 interstitial의

가능한 자리는 미리 둥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interstitial 들의 위치 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데에서 유래하는 결과이다 MMC simulation으로는 interstitial 주위의 원자가

vacancy가 되었을 때 열 진동에 의해 양 결함이 결합하여 소멸하는 것 이외에，

interstitial cluster의 size가 커지는 것은 처음부터 기술이 불가능한 것이다.

hα1c가 interstitial의 이동을 표현할 수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160007ij의 원자

(20x20x20 unit cell)로 이루어진 비교적 간단한 Fe-IOat. %Cr 합금에 interstitial,

vacancy 각각 5개씩 생성 시킨 후 293K에서 동일한 MMC simulation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Fig.16에 보인 바와 감이 Cr-rich phase의 상분리는 여전히 발생하지만，

interstitial은 위치 변동이 없다가 결국 vacancy와 재결합하여 대부분 소멸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simulation 결과는 interstitial clustering 경향을 분석/예측하기 위해 MMC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kinetic MC도 원자 단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함올 의미한다. 초기

농도， mobility를 기반으로 non-atomistic KMC가 사용되어야 조사 손상 구조 변화의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인



300 step 600 step 1400 step

Fig.16 Fe-1OCr 합금계 293K에서 MC step에 따른 상분리 거동

300 step 600 step 1400 step

Fig.17 Fe-10Cr 합금계 293K에서 MC step에 따른 defect 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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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Void nucleation에 미치는 컬갱구조 (bec,lfee) 및 Cr alloying의 영향

Void swelling은 방사선 조사 손상의 대표적 결과 중의 하나이다. Fcc austenite 계

강에서는 void swelling이 큰 문제가 되지만 bcc ferrite 계 강에서는 상대적으로 느린

swelling rate로 인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ferrite 계 강에서의 swelling rate가 austenite계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 아니고 단지 초

기 transient re힘me이 긴 것뿐이라는 견해가 보고 되고 있다 [12]. 이는 swelling rate

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 즉 swelling 제어를 위해 가장 판심을 기울여야

하는 단계가 초기 transient regime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swelling의

transient regime이 초기 과포화된 vacancy로부터 void, 즉 vacancy cluster가 핵생성되

는 시기라는 가정 하에， vacancy clustering에 미치는 결정구조 또는 Cr alloying의 영

향을 MMC simulation에 의해 밝히고자 하였다. 결정구조의 영향에 대해서는 fcc 구조

에서 swelling이 촉진됩을 이미 언급한 바 있고， Cr의 영향은 10~15%까지는 swelling

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한다는 실험 결과와 cr 첨가가 swelling을 감소시킨다

는 상반된 결과가 같이 보고 되고 있는 실정이다 [12,13].

본 연구에서는 interstitial의 거동이 MMC에 의해 기술될 수 없다는 앞의 연구 결과

를 고려하여， inters뻐al은 고려하지 않고 vacancy만을 random하게 분포시킨 후 최인

접 성분 칸의 diffusion 만을 가정하면서 그 clustering 거동을 관찰하였다. Fig.1S은 순

수 bcc Fe에 1%의 vacancy를 분포시켰을 때 700 K에서 MC step에 따른 vacancy

cluster size 분포의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1%의 vacancy로는 bcc Fe에서 주어진 MC

시간 내에 clustering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즉 void가 형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fcc Fe에서 같은 1%의 vacancy를 분포시키고 동일한 MMC simulation올

수행하면 Fig.19에 보인 바와 같이 clustering 현상이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원자 포텐셜에 의하면 vacancy cluster는 4개 까지는 서로

1st nearest nei방tbor 보다는 2nd nearest nei양tbor로 있을 때 더 안정하고 5개가 모였

을 때야 비로소 서로가 1st nearest neighbor를 형성하며 진정한 void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따라서r 본 연구에서는 5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vacancy cluster를 void의 critical

nuclei로 정의하고 stable cluster로 count 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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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 장기간 조사 손상으로 인한 소재 미세조직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전산모사 기법

으로서 I 분자동력학은 모사 시간 및 시편 크기의 제약으로 인해， MMC, KMC 풍의

전산모사는 interstitial의 이동을 기술할 수 없음으로 인해 각각 한계가 있다. 궁극

적인 전산모사는 first principles 또는 분자동력학 동의 기법으로 defect의 발생 속

도/ 이동 속도 동의 data를 확보한 후 non-atomistic kinetic MC를 수행하는

multiscale simulation의 형태 이다.

2. 2NN MEAM interatomic potential을 이용한 분자동력학으로 순수 Fe 및 Fe-Cr 합

금에서 vacancy와 각종 크기 interstitial cluster들의 확산 속도를 성공적으로 계산해

낼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다른 합금계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앞서 진행된

cascade simulation 결과로 defect 생성 속도를 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non-atomistic kinetic MC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data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Void nucleation 거동을 MMC를 통해 관찰한 결과 fcc 결정구조에서는 vacancy와

vacancy cluster 간 결합력이 bec Fe에 비해 월등히 커서 void 핵생성이 촉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I 이것으로 swelling이 fcc 구조에서 더 활발히 발생하는 실험적

사실을 설명할 수 있었다. Cr의 첨가는 void nucleation 경향을 약간 증가시키지만，

Cr의 고용보다는 다-rich 상의 상 분리로 인해 계면이 vacancy의 sink 역할을 함으

로써 void nucleation 경향을 낮추는 영향이 훨씬 큼을 확인하였다.

4. Cr-rich 상과의 계면뿐 만아니라 vacancy sink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미세조직학적

인자 (전위I 업계 둥둥)에서 비슷한 영향을 예상할 수 었으며， Cr 첨가 강에서

swelling 속도에 대한 Cr 첨가의 영향이 실험적으로 상반되게 보고 되는 이유가 Cr

첨가 자체보다는 process에 따른 미세조직의 영향이 더 결정객이었기 때문이라 추측

할 수 있었다. 이는 추후 non-atomistic kinetic MC에서 전위， 업계 둥 미세조직학적

인자가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올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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