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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용 복동식 유압프레스를 이용한 유동제어 성형공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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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의 고기능화, 고효율화의 추세에 따라 프레스 제품의 경우

도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한 정형가공(net shape forming)의 필요성

이 증가하고 있다.
소량․다품종 생산품의 치수정밀도와 재료강도 증가가 요구됨

에 따라 기존의 기계가공, 주조, 다이캐스팅 등의 제품을 두가지 

이상의 가공방법을 조합하여 공정수를 최소화시킨 새로운 제작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즉 일반 판금성형에 냉간단조기술을 조합

한 복합성형기술인 유동제어성형(FCF: flow control forming) 기술

이 그것이다.(1) 이들 제품제작은 기존의 프레스가공이 판두께 

일정이 원칙이었던 방법과는 달리 한 공정안에서 판두께가 서로

다른 가공을 한다는 점에서 작동원이 복수인 복동성형단조

(double-action forming forging)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복동식 유압

프레스가 필요하다.(2)
본 연구에서는 유동제어 성형공법을 소개하고 이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 실험용 프레스를 유동제어가 

가능하도록 복동식 유압프레스로 개조하였으며, 실험은 재료 

가압시 유동제어가 대체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플라스티신 재료로 모델실험하여 그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2. 유동제어 성형(FCF) 기술

고정밀도의 정형가공은 보다 복잡한 형상, 즉 제품두께가 각 

부에서 달라지는 형상의 프레스가공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 판금

성형에 냉간단조를 조합한 복합성형단조로의 유동제어 성형기

술은 재료에 소성유동을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단면형상을 변화

시키므로써 가능하다.(3,4) Fig. 1은 판재 성형법과 일반 냉간단조 

공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유동제어 성형공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술의 도입은 재료에 소성유동을 원활하게 하여 복잡한 

단면의 형상에 대하여 성형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따라서 소결, 
다이케스팅, 인젝션 몰드등의 공법을 프레스 가공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하여 고정밀도 가공의 비용 삭감, 고부가가치 가공의 

비용절감, 재료손실을 줄이는 대체 효과를 가져온다.(5) 
  Nakano는 이러한 소성유동을 제어하는 정형가공의 유용한 

방법인 복동성형과 복합 단조기술이 다이캐스팅등 다른 분야로

의 공법전환이 가능케 되어 프레스가공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2) Ishinaga는 정형의 제품생산을 위한 냉간 단조용 

프레스 설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단조 정밀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는 프레스기계로 보고 정밀도 향상을 위한 

프레스 주변장치 등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또한 프레스 슬라이드 

속도는 압출품 직경의 정밀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6) Osakada 등은 전후방 압출공정에서 컨테이너 구동을 

통한 유동제어로 소재의 전후방 금형내의 동시 충만을 통한 

압출하중 감소에 대하여 연구하였다.(7)  
그러나 이 기술은 작동원이 두 개 이상인 복동방식의 프레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금형의 펀치나 맨드렐 등의 작동원이 프레스의 슬라이

드 작동을 포함하여 복수이고 이들이 한 스트로크내에서 각각 

상대 작동함으로써 속도제어가 가능하고 재료의 소성유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Fig. 1 Formation of flow control forming

3. 복동식 유압프레스 구성

실험용 복동식 유압프레스는 기존의 프레스를 이용해 복동식 

유동제어가 가능하도록 설비를 개조하였다. 개조부위는 크게 

3가지 부위로서, 실험이 가능하도록 알루미늄 더미를 제작, 원하

는 위치에 가압시 자동 정지될 수 있는 리미트 스위치 설치, 
로드셀 구성 그리고 유량제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유압밸브를 

구성하였다. 
유동제어 성형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제품의 성형조건을 만족

하는 최적의 가공속도를 제어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구동부의 

상대속도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고 일정한 속도비를 얻을 

수 있는 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장비에서는 정전류(定電

流) 컨트롤라 방식의 제품(모델: 2FRE valve)을 유압밸브 사양으

로 선택하여 토출 유량제어를 통해 정확하게 속도제어가 가능하

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조절 가능한 속도는 유압회로를 병렬로 

구성하여 실험조건에 따라 8 스텝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여 실험하

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복동식 프레스는 구동부의 스트로크 양에 따라 제품 

성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스트로크 제어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사용되는 소재가 박판일 경우와 최종 제품의 

상․하단부 형상이 두께가 얇은 부위가 존재할 경우에는 구동부의 

최하사점 정지제어는 소재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제품형태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각 실린더의 

하강 구동시 정확한 스트로크량 제어와 금형과의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프레스 후면에 장착된 브라케트에 두 개의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를 부착하여 각 실린더가 원하는 최하단 위치

에 이르렀을 때 스토퍼(stopper)로 리미트 스위치를 작동시켜 

자동으로 유압라인이 차단됨과 동시에 각 실린더가 정지하도록 

구성하였다. 전원 조정계기판(main electric control panel)은 장비

와 분리 설치하였고, 모든 작동 조정은 전자기 푸시버튼

(electro-magnetic push buttons)을 이용해 “On/Off" 방식으로 하였

다.   

4. 유동제어 해석 및 실험 결과

4. 1 금형 및 시편제작

복동식 유압프레스를 이용해 허브 제품을 실험하기 위해 금형

을 제작하였다. 맨드렐은 AISI 1045 재질로 담금질 및 뜨임  

처리를 하였고, 상부 펀치 및 하부금형은 AISI S1 소재상태로 

제작하였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모델재료는 순수 플라스티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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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재료는 상온에서의 유동특성이 1000℃ 전후의 강과 매우 

유사하여 각종 가공법의 모델재료로써 널리 이용되고 있다.(8) 
시편은 플라스티신을 반죽하여 만들었으며, 특히 균일한 시편을 

만들기 위해 시편제작용 치구를 별도로 제작하여 이용하였다. 
초기 시편 치수는 외경 65.66mm, 내경 7mm, 두께 7mm인 빌렛을 

사용하였다.

4. 2 유동제어 공정해석 및 실험결과

허브제품 단조성형은 사용되는 실제 소재인 AISI 1010로서 

약 1300톤의 성형하중이 작용되므로, 모델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티신을 이용해 성형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해석은 강소성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였으며, 해석에 사용된 유동 응력식은 다음

과 같다.
     σ = 0.224 ε0.117 (Mpa) 
소재와 금형의 접촉면은 탈크 파우다로 윤활처리를 하여 마찰

값은 마찰상수 m=0.6로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9) 성형해석에

는 강소성 유한요소 상용코드인 DEFORM 2D를 이용하였다.
유동제어 성형기술의 장점은 기존 여러번의 성형공정을 한번

의 성형공정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허브제품에 대해 

한 단계의 작업만으로 성형 가능 여부를 평가하였다. 우선 해석을 

위해서 금형구조는 밀폐형으로 구성하여 펀치와 맨드렐의 속도

를 달리하면서 성형해석을 수행하였다. 펀치와 맨드렐의 속도는 

펀치의 속도에 대한 맨드렐의 속도비를 상대 속도비(RVR: rela-
tive velocity ratio)로 정의하고 상대 속도비를 조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 상대 속도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유동

결함의 일종인 래핑(lapping)현상이나 재료 미충만(unfilling) 영
역이 발생되었다. 다음은 유동결함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금형구조를 밀폐형에서 플래시가 있는 구조로 변경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경우에서는 상대 속도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약 

1:5에서 1:10범위가 가장 양호한 성형조건임을 알수 있었다. 
다음은 해석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모델실험한 내용이다.
실험방법은 상부 펀치는 프레스 슬라이드 프레임에 그리고 

맨드렐은 중앙부위 실린더에 클램프로 고정하였다. 하부금형은 

하부 플래이트에 네개의 볼트로 고정된다. 또한 플라스티신 성형

시 제품 플랜지 부위의 소재유동은 간극조정용 플래이트로 적절

히 제어하여 허브 제품의 몸체부분과 플랜지 부위로의 결함 

발생없이 원활하게 소재가 흐르도록 하였다. 하부 플래이트는 

펀치 및 맨드렐의 하강 스트로크량을 고려하여 프레스 베드 

프레임 상에 알루미늄 더미(dummy)를 설치하였다. 또한 하부금

형이 항상 중앙에 위치하도록 약 0.5mm 깊이의 홈을 만들어 

성형 작업시 진원도 불량에 의한 결함 발생을 최소화시켰다. 
펀치와 맨드렐의 스트로크는 상대 속도비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은 펀치와 맨드렐의 상대 속도비를 증가시키면서 실시한 

결과 상대 속도비가 약 1:3로부터 1:10범위에서는 Fig. 2(a)와 

같이 대부분 양호한 형상을 얻을 수 있었지만 속도비가 15, 20, 
30, 40로 커질수록 Fig. 2(b,c,d)처럼 래핑현상과 소재 미충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론해석 결과와 대체로 잘 일치하였

다. 그러나 상대 속도비가 1:5 및 1:7 등의 범위에서는 제품 끝부위 

형상이 일부분 불안정(소재 미충만 등)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펀치와 맨드렐의 성형이 동시에 끝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본 복동식 유압프레스는 유동제어 성형기술에 적용가능

함을 입증할 수 있었다. 다만 펀치와 맨드렐의 정확한 스트로크 

제어를 통해 각각 동시 성형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a)            (b)            (c)            (d)
        (a)  t: 5mm, RVR: 20                 (b) t: 5mm, RVR: 24  
        (c) t: 7mm, Die gap: 0.5mm      (d) t: 7mm, Die gap: 0.8mm
 Fig. 2  Final products by  model material experiment

5. 결론

유동제어 성형기술에 적용하기 위해 구동속도가 최대 

24.04mm/sec, 가압속도가 최소 0.6mm/sec인 실험용 복동식 유압

프레스(30톤×2+20톤)를 보완 개조하였다. 개조된 프레스를 이용

하여 자동차용 허브제품에 대해 플라스티신 모델실험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각 실린더의 상대속도비가 제품성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알수 있었고, 또한 두 구동실린더의 성형종료 

시간차로 인해 제품결함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품성형 종료시간이 정확하게 제어되도록 하는 장비 보완이 

요구되었다. 
결국 본 프레스를 이용해 허브제품의 유동제어 성형공법으로

의 적용 가능성이 입증됨에 따라, 향후 이 기술의 폭넓은 실험연구

가 수행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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