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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양을 기억하는 합금’이라는 의미의 형상기억합금

(Shape Memory Alloy, SMA)은 일정한 초기 모양을 만들고 
나서 힘을 가해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변형시킨 후에 온도를 
높여주면 초기 모양을 기억해서 그 모양으로 돌아가는 합
금을 말한다.  

SMA는 응력과 온도에 따라 두 가지 상(phase) 즉, 오스

테나이트 상과 마르텐사이트 상을 갖는 금속합금으로 다음

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SMA는 온도가 오스테나이트 끝 온도 이상에서 응력을 

가하면 de-twin된 마르텐사이트 상으로 상변이 되면서 소성

변형과 같은 큰 상변이 변형률이 발생하고 응력제거 후 역 
상변이가 발생하여 초기의 형상으로 회복되면서 에너지를 
발산한다. 이를 초탄성 효과라 하며 구조물의 능동 진동제

어에 이용되고 있다.  
SMA의 온도가 마르텐사이트 끝 온도와 오스테나이트 

시작 온도 사이에서 처음 오스테나이트 상이 존재할 때 응
력을 가하면 오스테나이트 상이 de-twin된 마르텐사이트 상
으로 상변이 하면서 소성변형과 같은 큰 상변이 변형률이 
발생하고 응력을 제거하면 상변이 변형률이 남게 된다. 이 
때 열을 가하면 초기의 상으로 되돌아가면서 상변이 변형

률이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형상기억 효과라 일컫

는다.  
또한, SMA를 비응력 또는 잔류응력상태에서 온도를 오

스테나이트 끝 온도에서 마르텐사이트 끝 온도까지 내려주

면 온도에 의한 상변이가 발생하여 큰 변형률이 발생하며, 
반대로 온도를 올려주면 발생한 상변이 변형률이 소멸되어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를 양방향 효과라 한
다. 대부분의 작동기는 형상기억합금의 양방향 효과를 이
용한다. 1-4 

본 연구는 유도무기의 엔진 흡입구에 유입되는 공기량

을 조절하기 위한 지능형 구조물(Air-Inlet)을 제작하기 위한 
기초 연구단계로써, SMA 와이어(wire)가 내재된 복합재의 
거동을 수치적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SMA 
와이어의 거동을 정확히 수치적으로 예측해야 한다. 하지

만 현재 범용유한요소 프로그램으로는 SMA 와이어의 거동

을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범용유한요소 프로그램에서 
SMA 와이어의 거동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2. 온도에 따른 SMA 와이어의 물성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형상기억합금은 니켈과 티타늄으로 

이루어진 니티놀(Nitinol) 합금으로 다른 형상기억합금에 비
하여 온도와 응력에 따라 큰 상변이 변형과 큰 회복력을 
가지며, 전류에 의해 열을 가하기 쉬운 장점을 지니고 있
다. 실험에 사용된 SMA는 진성기업에서 제작한 직경 
0.424mm인 와이어이다. 

온도에 따른 SMA 와이어의 인장실험은 Fig. 1과 같이 
인장시험기(INSTRION LR-50K), 직류전원공급기(GPS 3303), 
온도측정기(Thermocouple L20010P385C)를 이용하여 수행되

었다. 사용된 와이어는 반복 트레이닝을 하지 않은 제작 
초기 상태의 것으로 길이는 230mm이다. 실험 온도는 30, 
40, 50, 60, 70℃이며, 실험의 횟수는 3번으로 이의 평균값을  

  
Fig. 1 System configuration of tensile test for SMA wire 

 

  
Fig. 2 Result graph of tensile test depend on temperature 

 
대표 값으로 하였다. 실험 결과는 Fig. 2와 같으며, 온도에 
따라 상이한 인장 물성을 나타내고 있다. 

 
3. 8% pre-strain 부여된 SMA 와이어의 변위 측정 

 
본 연구의 실험 대상은 8%의 pre-strain을 부여한 SMA 

와이어로 이 와이어의 온도에 따른 변형력을 측정하였다. 
실험은 앞의 인장실험과 같이 230mm의 와이어를 실온에서 
18.4mm 인장 시킨 후에 30, 40, 50, 60, 70℃의 온도를 부여

하였다. 이 때 온도에 의해 발생하는 수축력을 인장시험기

를 통해 측정하였다. 측정된 하중은 Hooke 법칙에 의해 변
위로 환산되었다. 이 때 사용된 탄성계수는 Fig. 2에서 얻은 
실험값을 사용하였다.  

온도에 따른 SMA 와이어의 하중 및 계산된 변위 결과

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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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placement test result of 8% pre-strain SMA wire depend 
on temperature 

온도 변화 

(℃) 

하중 변화량 

(N) 

탄성계수 

(MPa) 

열에 의한 변위 

(mm) 

25 to 30 2 15970 -0.134  

25 to 40 10 15820 -0.670  

25 to 50 18 14560 -1.206  

25 to 60 26 11670 -1.743  

25 to 70 34 6150 -2.279  

 
4. 온도에 따른 SMA 와이어의 거동 수치 묘사 
 
형상기억합금의 역학적 거동은 Boyd5와 Lagoudas6 등에 

의해 응력-변형률-온도의 관계로 묘사되었다. 7 
 

ξεσ ⋅Ω+′⋅Θ+′⋅= TD             (1) 

( )Tf ,σξ =                      (2) 
 

여기서, D 는 탄성계수, Θ 는 열탄성계수, Ω 는 변태

변형률계수, 즉 pre-strain에 의해 결정되는 계수이며, ξ 는 
마르텐사이트의 체적 비로 온도와 응력에 관한 함수이다.  

위의 식 (1)과 식 (2)를 이용하여 SMA의 거동을 수치해

석하기 위해서는 SMA 전용 해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
지만 현재 SMA를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범용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SMA의 거동을 범용유한요소 프로그램에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
래와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우선 앞의 실험에서는 8%의 pre-strain을 부여하기 때문

에 식 (2)에서의 응력 변수는 일정한 값을 가진다. 따라서 
식 (2)는 온도만의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식 (1)의 
T ′는 온도에 대한 변형률이므로 식 (2)와 함께 온도에 대
한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식 (1)과 식 (2)를 온도

에 대한 열/변태 변형률 ζ 을 도입하여 정리하면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열탄성계수와 변태변형률

계수를 하나의 열/변태 변형률계수 Χ 로 변환하면 식 (4)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ζεσ ⋅Ω+Θ+′⋅=D               (3) 

ζεσ ⋅Χ+′⋅=D                   (4) 
 

식 (4)의 형태는 구조와 열 전달의 연성해석에 의해 구
할 수 있는 열응력에 대한 구성방정식 형태이다. 따라서 
식 (4)는 범용유한요소 프로그램에서 묘사가 가능한 구성방

정식으로, 범용유한요소에서 열탄성계수 대신 앞에서 정의

한 열/변태 변형률 계수 Χ를 부여하고, 온도에 대한 변형

률 대신 열/변태 변형률 ζ 를 사용하면 식 (1)을 범용유한

요소 프로그램에서 구현할 수 있다. 
 

 
Fig. 3 1/4 symmetric model and finite element model for numerical 
analysis 

Table 2 Calculated results of coefficient and strain for 
thermal/phase transformation  

온도 변화 

T (℃) 

열/변태 변형률계수 

Χ (1/℃) 

열에 의한 변형률 

ζ (mm/mm) 

25 to 30 -0.0002940  0.000003528  

25 to 40 -0.0005100  0.000010608  

25 to 50 -0.0010527  0.000017991  

25 to 60 -0.0021295  0.000026183  

25 to 70 -0.0061353  0.000041901  

 
앞의 온도에 따른 SMA 와이어의 변위 측정 실험과 Fig. 

3과 같은 유한요소 모델을 통해 열/변태 변형률 계수와 
열/변태 변형률을 Table 2와 같이 구하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구조물의 작동기로 사용할 SMA

와이어의 온도에 따른 물성을 인장실험을 통해 구하였고, 
8%의 pre-strain이 부여된 SMA 와이어의 온도에 대한 하중 
변화를 측정하여 열에 의한 변위를 계산을 통해 얻었다. 
또한, SMA 와이어가 내재된 가변 구조물의 변형을 예측하

기 위해 SMA 와이어의 거동을 범용유한요소 프로그램에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앞에서 얻은 인장실험 물성값과 pre-strain이 부여된 
SMA 와이어의 온도에 대한 변위를 통해 범용유한요소 프
로그램에서 SMA 와이어 거동을 해석하기 위한 열/변태 변
형계수와 열/변태 변형률을 유한요소를 통해 계산하였다.  

이 제안된 방법을 통해 SMA 와이어가 내재된 가변 구
조물의 거동을 범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에서 예측할 수 있
기 때문에 가변 구조물의 설계에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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