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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형상에 따른 프레스 압착식 토크로드의 일치도 분석
Plastic Deformation Analysis of Pressed Type Torque Rod according to the Mold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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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서스펜션이란 차체에 대하여 차륜을 상하 이외의 방향에는 

적당한 강성에 의하여 지지하고, 상하 방향은 스프링, 감쇠 

기구에 의해서 지지하는 것으로 그 기본 기능으로서는 아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차체, 탑승자, 적하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면의 요철 

등에 기인하는 차체에의 입력에 의해 유발되는, 불쾌한 진동이나 

음을 억제하며 차륜과 노면 사이에 발생하는 구동력, 제동력, 

횡력 등의 전후, 좌우 하중을 확실히 차체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최량의 상태로 타이어를 노면에 접지시켜, 목적하는 차량 운동 

상태를 가능하게 한다.

토크로드(Torque Rod)는 상용차의 추진축에 위치하며 서스펜

션의 일종으로써 엔드 로드와 튜브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국내 완성차에 적용되는 토크로드는 엔드 로드와 튜브의 

연결을 위하여 CO2 용접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CO2 
용접을 이용한 방법은 공정특성상 회전수와 용접봉의 규격으로 

인한 일일생산량이 일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용접부의 

치수변형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프레스 압착방식을 이용하여 엔드 로드와 튜브를 결합하는 방법

을 사용하고 있다. 프레스 압착방식은 기존의 CO2 용접과는 

달리 공정의 자동화가 가능하며, 품질저해 요인 수 감소, 이종제

품간의 이음, 재질변경이 용이 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현재 국내에 용접이 적용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국내 기술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2. 토크로드의 형상 및 해석 조건

일반적으로 토크로드는 엔드 로드에 고무부싱을 압착시켜 

사용되며 Fig. 1에서와 같이 상용차나 버스의 추진축에 위치하여 

차량 운행 중 노면의 굴곡에 의해 축이 받는 하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Fig. 1  Rear suspension system

  Fig. 2  Extended torque rod

본 연구에서는 엔드 로드 와 튜브의 프레스 형상에 따른 튜브의 

소성변형에 대하여 엔드 로드와 튜브의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 소성변형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DEFORM-3D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엔드로드, 튜브, 프레스 다이

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인 INVENTOR 10.0을 사용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소성변형 해석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모델의 1/4을 사용

하였다.  

Fig. 3  3D Modeling of end-rod, tube and press die

3.  해석 결과 

앞서 언급한 조건으로 소성변형 해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4는 소성변형 해석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fig. 5는 수직축 

절단면의 일치도를 fig. 6은 수평축 절단면의 일치도를 나타내었

다. 그리고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Fig. 7는 설계 변경후의 프레스 

다이 형상, fig. 8은 설계 변경후 해석 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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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ess top-die (b)press bottom-die

Fig. 4 Plastic Deformation Analysis used DEFORM-3D

Fig. 5 Matching of vertical section

Fig. 6 Matching of horizontal section

Fig. 7 Design changes after 3D modeling of press die

Fig. 8 Design changes afterPlastic Deformation Analysis 
used DEFORM-3D

Fig. 10 Design changes after Matching of vertical section

Fig. 11 Design changes after Matching of horizontal section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설계 변경후의 수직축 단면의 

일치도가 더욱 일치 함 을 알 수 있고, 수평축 단면의 일치도는 

설계 변경전에 비해 개선 되었으나, 엔드로드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서의 일치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프레스 압착방식으로 소재를 소성변형시켜 

제품을 생산 할 때, 사전 소성변형해석 없이 곧바로 금형설계를 

하는 것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수반하여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비경제적이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상용화된 

소성변형해석 기술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차례의 시물레이션을 통한 최적의 프레스 

금형설계 개발과 이후 토크로드에 적용되는 구조안정성평가를 

통한 설계 보완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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