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공학회 2010 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1. 서론 

 

수평형 프레스를 이용하는 다단 포머 단조는 수직형 프
레스를 이용하는 프레스 단조에 비해 생산성이 우수하여 
나사, 볼트 등 소품종 다량생산품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포머 단조의 경우 공정을 여러 단계로 분할하고 하나의 금
형셋에 각각의 공정별 금형이 조립되어 한 단계씩 소재가 
이송됨으로써 연속적인 부품생산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때 
유입되는 소재의 변형이력 및 형상에 따라 금형의 응력분

포가 비대칭적일 수 있다. 포머 단조는 연속생산을 위해 
와인딩된 소재를 롤링 공정을 거쳐 직선화하고 전단금형을 
이용해 절단한다. 이때 와인딩된 소재가 펴지면서 소재의 
상부에는 압축변형이 하부에는 인장변형이 가해지게 되며, 
전단금형에 의한 절단 시 소재의 양 끝단이 경사짐에 따라 
비대칭적인 형상 및 변형이력을 갖게 된다. 이 두 가지 현
상은 결국 단조 공정시 소재 및 금형의 비대칭적인 응력분

포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성형불량 및 금형수명이 저하되

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니언 블랭크(pinion blank) 제품 

제조 공정에 있어서 와인딩 된 소재를 직선화 시키는 공정 
및 절단공정을 포함하는 전공정을 전산모사 함으로써 소재

의 변형이력 및 비대칭 형상이 금형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롤링 및 전단해석  

소재가 성형되기 전 롤링에 의한 변형이력 및 절단에 
의한 비대칭 형상을 고려하기 위해 Fig. 1(a)과 같이 와인딩

된 소재를 롤러에 통과 시켜 직선화하는 공정에 대한 해석 
및 Fig. 1(b)와 같이 두 개의 전단금형에 의해 소재가 절단

되는 공정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롤링해석 결과 Fig. 2(a)와 같이 와인딩 된 소재가 곧게 

펴짐에 따라 소재의 내측(하부)에서 외측(상부)으로 갈수록 
변형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재 내부

에 변형이력이 불균일하게 분포함을 의미한다. 또한, 성형

시 초기 소재의 부위별로 가공경화가 불균일하게 나타남으

로써 원주방향으로 금형에 작용하는 하중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Fig. 2(b)는 절단공정에 대한 해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절단된 면이 수직면에 대해 약 1.3o 정도 
기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대칭 형상의 소재

의 유입으로 인하여 공정 중 제품의 변형률 분포 및 금형

응력의 불균일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a) Rolling process        (b) Shear cutting process 

Fig. 1 Schematic illustrations of rolling and shear cut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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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lling process        (b) Shear cutting process 
 

Fig. 2 FE analysis results of rolling and shear cutting process 
 

3. 성형공정 및 금형응력 해석  
성형공정 및 금형응력 해석은 Table 1 과 같이 세가지 

경우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Case A 는 이상적인 소재형상으

로 롤링에 의한 변형이력 및 절단공정에 의한 비대칭형상

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Case B 는 롤링에 의한 변형이력

만을 고려하였으며, Case C 는 변형이력 및 비대칭형상을 모
두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 Analysis conditions 

 
  Uncoiling Effect  Shear Cutting Effect 

Case A × × 

Case B ○ × 

Case C ○ ○ 

 
압축시험에 의해 얻어진 SCM415H 소재의 유동응력식

(                    )을 이용하여 상용 유한요소 해석코

드인 DEFORM-3D 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성형해석 시에는 
모든 금형은 강체로 가정하였으며, 성형해석 후 금형 면에 
작용하는 하중을 경계조건으로 적용하여 금형해석을 별도

로 수행하였다. 피니언 블랭크는 Fig. 3 과 같이 5 단계의 공
정으로 설계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변형이 가장 크게 발
생하는 3 단계까지만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성형단계에

서는 전단계의 변형률 정보를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Fig. 4 는 각 Case 별 3 단계에서의 성형해석 결과로 유

효 변형률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Process [1]      [2]      [3]       [4]       [5] 

Fig. 3 Multi-step forging process of pinion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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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A   (b) Case B   (c) Case C 
 

Fig. 4 Effective strain distributions for Case A, B, C 
 
롤링에 의한 변형이력 및 절단에 의한 비대칭 형상을 

고려하지 않은 Case A 의 경우 성형 후 변형률 분포가 대칭

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변형이력 및 비대칭 형상을 고려한 
Case B, C 의 경우 변형률 분포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
아 절단공정에 의한 소재 끝단의 기울어진 절단면은 1,2 단

계를 통해 평탄화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형해석에 있어서 인서트(Insert) 소재로는 W.C, 보강링 

소재는 SKH51 의 물성을 이용하여 탄성체로 가정하였으며, 
금형응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3 단계 공정에서의 금형 
인서트에 대해 Fig. 5 와 같이 원주방향으로 3 개의 단면에 
대한 금형응력 분포를 분석하였다. 

Fig. 6~8 은 Case A, B, C 의 금형해석 결과 3 가지 측정

위치별 금형에 작용하는 원주방향으로의 최대 금형응력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측정위치에서 소재의 변형이력 및 비
대칭 형상을 고려한 Case C 의 경우가 가장 큰 금형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적인 소재로 가정한 Case 
A 의 경우 가장 작은 금형응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Case A, B 의 경우 원주방향으로 비교적 균일한 응
력 분포를 나타내는 반면 Case C 의 경우 응력 분포가 불균

일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롤링공정에 의해 초기 변형이 
심했던 금형의 좌측부분이 우측부분에 비해 금형응력이 크
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Fig. 5 Max. tensile stress distribution for case A and die stress 

measurement position 

Fig. 6 Die stress distributions at 1st section for each case 

 
Fig. 7 Die stress distributions at 2nd section for each case  

 
Fig. 8 Die stress distributions at 3rd section for each case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냉간 포머 단조공정 시 초기 소재의 변
형이력 및 비대칭 형상이 소재의 변형 및 금형응력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경우에 대한 유한요소해

석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롤링 공정을 거쳐 곧게 펴진 소재는 내측과 외측에 변

형이 불균일하게 되는데, 이는 공정전반에 걸쳐 소재에 
작용하는 응력 및 변형률의 불균일한 분포를 유발한다. 

 (2) 전단금형에 의해 절단된 소재는 양 끝단의 기울어진 
절단면을 갖게 되는데 성형공정이 점차 진행됨에 따라 
평탄화되어 이에 대한 효과는 점차 줄어 든다. 

(3) (1), (2)에 의한 소재의 불균일한 변형이력 및 비대칭적

인 형상의 효과는 금형에도 동일하게 작용되어 금형응

력의 증가 및 응력 분포의 불균일성을 초래함으로써 금
형의 파손 및 마모로 인한 수명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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