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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자동차 산업에서 차체를 성형하는 스 형 산업은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생산 수와 

함께 성장해가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이 심해지고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신제품 개발주기에 발맞추어 형의 제작에도 단납기  비용 감을 한 노력과 제품의 품질 향상

을 해 신기술, 신공법이 용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 차체를 제작하는 스 형가공은 박 소재를 원하는 형상으로 제작하는 공정으로

써, 스의 상․하 운동을 이용하여 강 을 성형한다. 이러한 형의 형태는 곧 자동차 차체 제품

의 형태를 완성하므로 제품을 성형하는 도 에 형과 소재의 마찰에 의해 형의 마모나 마멸이 발

생하여 제품의 품질을 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형의 내마모성  수명을 향상시키기 한 방

안들  표면경화처리가 행해지고 있으며, 그  공정 속도가 빠르고 국부 인 열처리가 가능한 이

 표면처리 방법이 많은 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형의 성질을 향상시키기 해 고출력 다이오드 이 를 이용하여 스 

형공정  드로잉(drawing) 공정에의 용을 한 표면경화처리를 실시하 다. 최 출력 4.0kW의 

다이오드 이 를 사용하 으며, 6축 외팔보 로 에 열처리용 학계를 장착하여 열처리를 실시하

다. 한 학계 부근에는 외선 온도센서가 부착되어있어 열처리시 시험편의 표면온도를 실시간으

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있다. 시험편은 형재료용 구상흑연 주철인 FCD550 소재를 사용하

으며, 공정변수에 따른 열처리 특성을 악하고, 그 경화특성을 평가하 다. 실험 결과, FCD550 소

재의 표면 열처리시 이  출력 3.5kW, 빔 이송속도 3mm/sec에서 최 의 열처리 특성을 나타내었

으며, 이때의 최고 경도는 930Hv을 나타내며 모재에 비해 경도가 3배 정도 상승하는 우수한 경화특

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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