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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환경오염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배기가스 저감 
및 연비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세계 각국의 안전법규 강화로 충돌 특성 
향상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자동차 업계에서는 
중량 대비 강도가 뛰어난 고강도 강판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1GPa 급 이상의 초고강도 
강판의 경우 성형성 저하 및 과도한 스프링백 
발생으로 사용 부품이 제한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핫스템핑 기술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핫스템핑 기술은 가열된 
소재를 성형과 동시에 금형 내부에서 급냉시켜 
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소재를 급냉 
시키기 위하여 금형 내부에 냉각 채널이 
존재하며, 제품의 균일한 강도를 위하여 냉각 
채널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대부분은 냉각 채널 방식이 라인 
타입으로 곡면이 연속적으로 변화는 
구간에서는 냉각 효율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사이클 타임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클 타임 단축을 위하여 
쉘 타입의 냉각 채널에 관해서 연구하였고, 
기존 라인 타입과 해석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쉘 타입은 라인 타입과 다르게 제품 
형상에 따라 냉각 라인이 구성되어 있으며, 
곡면이 연속적으로 변화는 구간에서 냉각 
효율이 라인 타입에 비해서 높다. Fig. 1 에 쉘 
타입과 라인 타입을 비교하였다. 

(a) Line type (b) Shell type 
Fig. 1 Comparison of line type and shell type 
 

2. 냉각 해석 조건 
 
 Table 1 에 냉각 해석 조건을 나타내었다. 

해석 소프트웨어는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툴인 FloEFD 를 이용하였다. 
금형 재질은 STD61, 제품 재질은 22MnB5 이며, 
냉각은 상온 20℃의 물이다. 또한 제품 두께는 
1.2mm 이다. 제품 초기 온도는 800 ℃ , 금형 
온도는 20 ℃ , 냉각 시간은 10 초, 냉각수 
유량은 40ℓ/min 설정하였다.  

냉각 해석은 차체 루프레일 금형의 일부 
스틸로 해석하였고, Fig. 2 에 쉘 타입과 라인 
타입의 해석 모델을 나타내었다.  

 
Table 1 Analysis conditions for CFD  

 
Name Conditions 

Die material STD61 

Part material 22MnB5 

Fluid material  Water (20℃) 

Part temperature 800℃ 

Die temperature 20℃ 

Cooling time 10s 

Flow rate 40ℓ/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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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alysis model of partial die of roof rail for 
CFD 

 
3. 해석 결과 및 고찰 

 
라인 타입은 핫스템핑 냉각 채널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좌우 스틸 벽면에서 제품 
형상에 따라 일직선으로 가공하여 제작하는 
방식이며, 최소한의 가공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곡면이 연속적으로 
변화는 구간에서 냉각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Fig. 3(a) 에서와 같이 제품 온도는 
최대 100℃이며, 제품에서 곡면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A 영역에서 비교적 불균일한 온도 
분포를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냉각 
효율을 저하시키고 사이클 타임을 증대시킨다.  

쉘 타입은 스틸을 형상에 따라 가공하여 
제작하는 방식으로 가공량이 다소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곡면이 연속적으로 변화는 
구간에서도 균일한 온도 분포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ig. 3(b) 에서와 같이 제품 
온도는 최대 80 ℃ 이며, 전체적으로 균일한 
온도 분포를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a) Line type (b) Shell type 
Fig. 3 Comparis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between line type and shell type 

Fig. 4 Maximum temperature according to cooling 
time of line type and shell type 

 
  Fig. 4 에 라인 타입과 쉘 타입의 냉각 

시간에 따른 최대 온도를 비교하였다. 최대 
온도가 100 ℃로  하강할 때까지 라인 타입의 
경우 4.8 초 소요되지만 쉘 타입의 경우 3.6 초 
소요되었다. 따라서 냉각 효율이 25% 
향상되었으며, 라인 타입에 비해서 쉘 타입 
적용 시 사이클 타임이 단축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핫스템핑 사이클 타임 단축을 

위하여 쉘 타입의 냉간 라인에 관해서 
연구하였고, 라인 타입과의 해석적 비교를 
통해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쉘 타입의 경우 라인 타입에 비해 
균일한 온도 분포를 가졌다. 

(2) 쉘 타입의 경우 라인 타입에 비해 최대 
온도가 100 ℃로  하강할 때까지 1.2 초 적게 
소요되었으며, 냉각 시간이 단축되었다. 

향후에는 복잡한 형상인 센터필러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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