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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의 자동차 수요 감소에 따른 자동차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비자의 욕구가 저소음, 저 가격 및 내구성 
향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동차 업계

에서는 자동차 부품의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 및 내
구성 향상을 위한 부품 생산 방법 개선에 치중하고 있다. 
차동기어장치(Differential Gear)의 베벨기어(Bevel Gear)는 자
동차 산업에서 주로 대량 생산을 하고 있으며, Fig. 1 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모든 상용차의 차동기어장치에

는 2 개의 사이드 기어와 2 개의 피니언 기어가 세트로 사
용되는 자동차 부품으로, 사이드 기어와 피니언을 한 쌍으

로 하여 변속기에서 감속된 회전력을 좌․ 우 차축에 분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차동기어장치에 사용되는 베벨기어는 
자동차의 양쪽 바퀴의 회전수를 분배하여 자동차가 회전할 
때 미끄러지지 않고 원활히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품으

로 자동차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냉간단조를 통해 성형된 제품은 치형 접촉부의 강도 및 

내피로성이 우수하며, 생산성 및 치수 정밀도가 높다. 그러

나, 냉간단조 공정에서는 성형 하중을 줄이는 것이 금형 
수명과 생산성에 큰 영향을 끼치며, 무결함 최종부품성형 
및 성형 하중의 저감을 위한 공정의 최적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냉간단조 1 공정을 줄이는 것은 단조 공정뿐만 아니

라 소둔, 쇼트, 윤활의 전처리 공정을 줄일 수 있으므로,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공정 수 절감을 통한 
최적화 공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

차 차동기어장치용 사이드 베벨기어(Diff-side Bevel Gear)의 
부품 정밀도 향상 및 공정 수 절감을 통한 제조 원가 절감

을 위하여 DCF(Die Control Forming)공법을 제시하고, 제시

된 공법의 냉간단조 성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Fig. 1 A schematic drawing of differential gear and diff-side bevel 

gear 
 

2. DCF 공법  
기존의 자동차 차동 장치용 사이드 베벨기어 제조 공정

은 기계가공 전의 단조 완성품을 제조하는데 까지 4 회의 
단조공정과 2 회의 피어싱(Piercing) 및 트리밍 공정을 거치

도록 되어 있다. 또한 4 회의 단조공정 전에는 소둔, 쇼트, 

윤활의 전처리 공정을 반드시 실시한다. 그리고 현재의 예
비성형체(Preform)를 만드는 공정은 Fig. 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소재를 절단 후 소둔, 쇼트, 윤활의 냉간단조 전처

리 공정을 실시한 후 1 차로 가이드 압출을 행하고, 다시 
소둔, 쇼트, 윤활을 실시 후 머리부를 업세팅(Upsetting)하는 
공정이다.  

 

Fig. 2 Conventional preform design for diff-side bevel gear 
 
만약, 한번의 단조 공정으로 예비성형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면, 단조 1 공정을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각각 
의 소둔, 쇼트, 윤활 공정의 삭제가 가능하게 되어 제품의 
생산을 위한 리드 타임(Lead Time)절감에 큰 효과가 기대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정된 하부금형(Die)을 상부금형

(Punch)과 동시에 구동시켜 금속 유동을 제어할 수 있는 복
동형 DCF 공법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공법의 금형구조 
및 성형 개략도를 Fig. 3 에 나타내었다. 또한, DCF 공법을 
적용한 사이드 베벨기어 예비성형체의 개발대상기술을 Fig. 
4 에 나타내었다. 

 

 

Fig. 3 A schematic drawing of DCF (Die Control Forming) 
 

 

Fig. 4 Preform design for diff-side bevel gear using D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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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벨기어의 예비성형체 설계  

본 연구에서는 베벨기어의 압출공정과 단조공정 동시성

형을 위하여 제안된 DCF 를 이용한 예비성형체설계 성형해

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은 상용 유한요소코드인 DEFORM 을 
이용하였으며, 단조&압출비(FE: Forging / Extrusion), 형상비

(HD: Height / Diameter.), 가이드비(GH: Guide / Height)를 설계

변수로 하였고, 목적함수로는 설계변수변화에 따른 금형 
내 미 충만 체적과 성형하중으로 하였다(Fig. 5).  
 

  

 

Fig. 5 Design parameters for preform design using DCF 
 

형상비에 따라 소재 체적은 일정하고, Fig. 5 의 y1 과 
y2 길이는 소재 직경(D)에 따라 동일하게 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설계변수에 따른 치수변화를 Table 1 에 나타내

었다. 그리고 Table 2 의 직교배열표에 따른 설계변수조합으

로 성형해석을 수행하여 조합에 따른 단조부 미 충만 형상

을 Fig. 6 에 나타내었다. 성형해석결과로부터 DCF 공법을 
이용한 단조 및 압출 동시성형에서 단조부의 미 충만 체적

발생이 발생하며, 그 결과를 Table 2 에 나타내었다. 1 
 

Table 1 The levels of design parameter for FE-simulation (mm) 
Forging & Extrusion Aspect Ratio Guide Ratio 

Level 
F/E F E H/D H D G/H G H 

25.07 71.63 
26.25 75.00 1 1.5 16.50 11.00 1.4 71.63 51.16 0.35 
27.41 78.30 
35.82 71.63 
37.50 75.00 2 1.6 17.27 10.80 1.5 75.00 50.00 0.50 
39.15 78.30 
46.56 71.63 
48.75 75.00 3 1.7 17.56 10.33 1.6 78.30 48.90 0.65 
50.90 78.30 

 

    (1)       (2)       (3)        (4)        (5) 

 
   (6)           (7)            (8)          (9) 

Fig. 6 Design parameters for preform design using DCF 

Table 2 The results of FE-simulation for DCF 
Design Parameters Object Function 

Trial No. 
F/E H/D G/H Unfilling (mm3) 

1 1.5 1.4 0.35 5275(6.17%) 
2 1.5 1.5 0.50 14502(17.45%) 
3 1.5 1.6 0.65 22996(28.45%) 
4 1.6 1.4 0.50 15590(17.42%) 
5 1.6 1.5 0.65 23294(26.68%) 
6 1.6 1.6 0.35 5611(6.61%) 
7 1.7 1.4 0.65 20803(22.74%) 
8 1.7 1.5 0.35 3130(3.52%) 
9 1.7 1.6 0.50 13944(16.12%) 
 

 

Fig. 7 Design parameters for preform design using DCF 
 
본 연구에서는 Table 2 의 설계변수조합에 따른 성형해

석결과로부터 DCF 공법을 이용한 금형 공동부 충만성에 미
치는 설계변수의 영향평가를 위하여 신경망해석을 적용하

였고, 그 결과를 Fig. 7 에 나타내었다. 금형공동부에 완전충

만은 성형하중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공여유를 고려한 5%미만의 충만도를 안정기준으로 하였

으며 신경망 예측치 미 충만량 5.42%에 해당하는 F/E=1.7, 
H/D=1.5, G/H=0.38 의 조건으로 검증해석을 수행한 결과 
5.22% 미 충만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신경망 예측결과로

부터 다이 위치 즉 가이드 길이에 따라 단조 충만 범위가 
매우 크고, 단조부 충만을 위해서는 단조&압출비, 형상비

에 따라 0.14~0.38 가이드비로 조정되어야 하며, 동일 단조

&압출비일 경우 형상비가 클수록 다이 위치가 낮아져야 
함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이드 베벨기어에 대한 단조 및 압출공

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DCF 공법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하부다이와 상부금형의 동시 성형 및 하부다이의 위
치제어를 통한 제시된 공법의 성형가능성을 해석적으로 평
가하였다. 또한, 소재 형상 및 단조와 압출비에 따른 적정 
다이 위치제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금형 공동부 충
만을 위한 설계변수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향후, DCF 공법

의 실험적 검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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