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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ρ 밀도:

E 탄성계수:

R 이방성계수:

YS 항복강도:

TS 최대인장강도:

σ 유효응력:

K 강도계수:

n 가공경화지수:

서 론1.

소성가공 중 박판성형 공정에 의해 생산된 제

품은 무게에 비해 강도가 높고 표면특성이 우수

하여 자동차 산업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박.

판성형 공정은 최근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인하여 가공 중 재료의 손실을 적

게 하고 새로운 공법 개발로 생산원가의 절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4)

박판성형에서 제품의 성형에 관련된 성형인자

들은 블랭크의 형상 크기 및 재질 블랭크 홀딩, ,

력 마찰과 성형온도 등이다 이와 같은 성형인자, .

들이 박판성형 과정에서 서로 복합적으로 나타나

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

다.
(5~15)

최근 이러한 박판성형에 의한 제품 개발에 가

상 트라이아웃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가상 트라.

이아웃이란 박판성형 과정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성형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

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해결책

을 유한요소법으로 모의실험을 함으로써 시작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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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비드Shape Bead( )

초록 본 논문에서는 가상 트라이아웃 방식을 이용하여 소음기 케이스의 성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먼저 사각 블랭크로부터 성형 중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코너컷하여 적정 블랭크를 설계하.

였고 파이프 삽입부와 어깨 반경부에 발생하는 주름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드로비드를 설계하였다 마.

지막으로 파이프 삽입부 주위에 발생하는 주름과 파단을 방지하기 위해 형상비드를 설계하였다 가상.

트라이 아웃방식으로 결정된 성형조건에 따라 소음기 케이스의 시제품을 제작하고 해석결과와 비교한

결과 시제품의 성형성 두께 분포 등이 해석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

Abstract: Forming of a silencer case was studied using a virtual tryout method. First, the appropriate blank

shape was determined by cutting off the undeformed part of the rectangular blank. Then drawbeads were

designed such that the formation of wrinkles on the shoulders and pipe connection can be prevented. Finally,

the shape bead was designed such that fracture and formation of wrinkles around the pipe connection can be

avoided. The prototype of the silencer case was manufactured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of the virtual

tryout process. By comparing the formability of the prototype with the results of finite element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forming of the prototype agreed well with the results of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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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만들어 시제품을 생산하는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소음기 케이스는 형상이 복잡하여 프레스 성형

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점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또한 자동차 산업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재,

질인 판재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STS 436 .

음기 케이스의 성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들을 가상 트라이아웃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해

보고자 한다 또한 판재를 사용하는 다. STS 436

른 박판 성형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유한요소 모델링2.

유한요소 모델링2.1

소음기 케이스의 성형공정은 윤활성형을 실시하

며 단동형 프레스를 사용하였다 은 성형해석. Fig. 1

에 사용된 유한요소 모델을 나타낸 것으로 펀치와

다이 및 블랭크 홀더는 성형중 변형이 거의 없다고

가정하여 강체로 간주하였으며 블랭크는 쉘 요소로,

구성을 하였다 블랭크는 성형해석시간의 감소를 위.

해 적응 세분화 요소 를 적용하였(adaptive element)

다 성형해석에 사용된 블랭크 홀딩력은 이. 800 kN

며 다이의 이송 속도는 최대 를 적용하였다5 m/s .

성형중의 윤활을 고려하여 마찰계수는 을 사용0.05

하였다 일반적으로 성형해석에서 윤활상태는 성형.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드로비드의 상당

비드력 계산에 마찰계수가 영향을 미치므로 여기서

는 마찰계수를 로 하였다0.05 .

소음기 케이스는 상형과 하형으로 구성되며 상

형과 하형의 형상은 비슷하지만 성형깊이가 상형

이 깊다 따라서 성형의 조건은 상형이 하형보다.

나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상형을 기준으로

성형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성형해석은 박판성형해

석용 상용소프트웨어인 를 사용하였PAM STAMP

다.

Fig. 1 FE model used for forming analysis

2.2 구성방정식 및 재료의 기계적 성질

소음기 케이스의 재료인 판재의 재료STS 436

거동은 승 경화 소성체 모델로 가정한다 이 모n .

델은 탄성과 소성영역에서 응력 변형률에 대한-

표현이 가능하여 성형해석에서 탄소성변형의 성

형해석에 많이 사용한다. n승 경화 소성체 모델

을 나타내는 식은 아래와 같다Holloman .

   (1)

여기서 K는 강도계수이며 n은 가공경화지수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판재의 기계적 특STS 436

성을 파악하기 위해 판재의 이방성을 고려하여

압연 롤 방향에 대해 도 도 및 도에 대해0 , 45 90

인장실험을 수행하였고 연신율이 상태에서15%

이방성 계수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과 같다 그리고 성형해석에서 정확한 성Table 1 .

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성형한계도(forming limit

를 작성하였다 성형한계도의 작성은 실diagram) .

제 성형과 동일한 윤활상태에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와 같다Fig. 2 .

결과 및 고찰3.

최적 블랭크 형상 결정3.1

소음기 케이스의 최적의 성형조건을 찾기 위해

초기 성형해석은 사각블랭크에 대해서 수행하였

Fig. 2 Forming limit diagram of STS 436

ρ

(kg/m
3
)

E

(GPa)

K

(GPa)
n

YS

(MPa)

TS

(MPa)

R

0
o

45
o

90
o

7890 200 0.81 0.23 270 470 1.38 1.42 2.13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STS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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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사각블랭크의 크기는 체적불변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사각블랭크의 성형해석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소음기 케이스 코너부의 과도한 주름과

파이프 삽입부에서 발생하는 파단과 주름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성형과정에서(Fig. 3).

발생하는 재료의 유입 불균형과 복잡한 형상에

의한 성형의 어려움 등으로 판단된다 재료의 유.

입을 원활히 하기위해 사각블랭크에서 강체부분

을 제거한다 강체부분을 판단하기 위해 일반적.

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원통형 컵의 블랭크 결정

방법 의 부분 과 응력의 항복(Fig. 4 (A) ) von Mises

이하의 응력과 소성변형률이 인 지점 의0 (Fig. 4

부분 을 고려하여 차 코너컷을 수행한다 차(B) ) 1 . 1

코너컷 수행 후 성형해석을 통해 소성변형률이

이하인 지점을 차 코너컷과 같은 방법으로3% 1

차 코너컷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소성변형률2, 3 .

을 로 기준을 잡은 이유는 소재의 물성치에서3%

가공경화지수를 양대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할

때 최소값과 동일한 값이다 는 위의 방법에. Fig.5

의해 결정한 적정 블랭크의 형상 및 치수이다.

은 적정 블랭크의 결정 후 성형해석을 수Fig. 6

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와 의. Fig. 6

전 단계 변형형상을 고려한 결과 소음기 케이스,

코너부에서 발생하는 벽주름과 코너부와 직벽부

의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파단은 제거되었

다 이는 적당한 코너컷으로 인해 소재의 유입이.

원활해진 결과라고 판단된다.

드로비드 설계3.2

앞 절의 성형해석 결과에서 살펴보면 파이프 삽입

부의 파단부분은 줄었으나 형상부의 주름은 증가하

Strong wrinkling

Wrinkling

Insufficient stretch

Safe

Marginal zone

Cracks

Fracture and

Wrinkle

Fig. 3 Results of forming analysis with rectangular
blank

였다 이는 블랭크의 코너컷으로 인해 성형 중에 소.

재의 유입량과 유입속도가 불균일하여 발생하는 것

으로 판단되어 드로비드를 설치하였다.

Fig. 4 Method of determining the proper blank

Fig. 5 Shape of proper blank

Fig. 6 Formability distribution of proper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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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드로비드의 설치위치와 드로비드의 형Fig. 7

상을 나타낸 것이다 드로비드의 설치 목적은 적.

정의 블랭크 결정에 의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소재 유입의 불균일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형상.

이 큰 드로비드의 설치는 소음기 케이스 코너부

의 파단을 발생시킴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현장에서 금형의 수명과 가공상.

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였다 또한 드.

로비드의 설치 위치는 제품의 상 하형이 컬링,

에 의해 조립이 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curling)

여 제품의 형상에서 밖에 드로비드를 설치50mm

하였다.

드로비드의 형상은 반경이 인 둥근형을3 mm

사용하였으며 비드의 높이는 로 하였고 드3 mm ,

로비드의 어깨부 반경은 일반적으로 산업현장에

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형상반경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클리어런스는 판재두께의 를 주었, 10%

다 성형해석에서 사용한 드로비드는 성형해석.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비드 및 상당비드력을

사용하였다 상당비드력은 과 같은 형상과. Fig. 7

마찰계수 및 소재의 물성치에 의해 PAM STAMP

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값을 사용하였다.
(16)

은 드로비드 설치후의 소음기 케이스에Fig. 8

대해 성형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드로비드의 설치로 인하여 다이 어깨부에서 발생

하는 주름은 해결되었으며 파이프 삽입부에서,

나타나는 주름은 많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파이.

프 삽입부 좌 우측에 나타나는 파단영역과 파이,

프 삽입부 상부의 벽주름은 드로비드 설치 전 후

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앞의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파이프 삽입부에서 발생하는 주름과 파

Fig. 7 Position of drawbeads and shape

단은 적당한 코너컷과 드로비드의 설치로 어느

정도 완화는 가능하지만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

였다.

주름흡수형상 설계3.3

파이프 삽입부의 형상은 자 형상으로 성형중T

에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소재의 유입이 불균일하여 성형이 불가능한 경우

가 많다 파이프 삽입부의 복잡한 형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름 및 파단의 생성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의 성형해석 결과에서 성형시 재료의Fig. 8

유입에 따른 변형률 경로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는 적정의 블랭크 형상과 드로비드 설치Fig. 9

후의 소음기 케이스 성형해석 결과 문제가 발생

한 파이프 삽입부에서의 변형률 경로로써 과①

Strong wrinkling

Wrinkling

Insufficient stretch

Safe

Marginal zone

Cracks

Fracture

Wrinkle

Fig. 8 Formability distribution after drawbeads are
installed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Start

Fig. 9 Deformation path of the material near pipe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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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파단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②

성형 초기에는 과도한 압축이 발생하고 성형이

진행됨에 따라 차츰 인장응력에 의해 인장 변형

이 급격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이 어깨부의 반경을 확대하여 성형 초

기에 발생하는 과도한 압축응력에 의한 압축 변

형률을 줄여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 판단된다.

과 는 파이프 삽입부에서 발생하는 주름부③ ④

분으로 성형 전반에 걸쳐 인장 변형보다는 과도

한 압축응력으로 주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먼저 파이프 삽입부 좌우측에 발생하는 파단.

을 제거하기위해 다이 어깨부의 반경을 Fig. 10

과 같이 에서 로 확대하였다 그리5 mm 15 mm .

고 파이프 삽입부와 삽입부 상부에 발생하는 주

름을 제거하기 위해 과 같이 형상비드를Fig. 11

설치하였다 형상비드의 설계방법은 과도한 주름.

이 발생하는 의 과 부분을 직선으로Fig. 9 ③ ④

연결하고 이를 기준으로 좌 우측의 각 요소의,

Fig. 10 Change of shape at the corner in pipe
connection

Fig. 11 Shape of wrinkling absorption form

성형한계도상의 변형상태를 파악하여 과도한 압

축변형이 나타나는 부분까지의 영역을 선택하였

다 그리고 성형중에 소재의 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의 과 부분을 잇는 직선과 이 직Fig. 9 ③ ④

선부의 좌 우측의 압축변형 부분이 원형이 유지,

되도록 설계를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름.

흡수 형상을 설계하면 파이프 삽입부에 나타나는

과도한 압축응력이 형상비드의 돌출로 인해 완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는 소음기 케이스의 최종 형상에 대한Fig. 12

성형성을 나타낸 것으로 문제가 된 파이프 삽입

부와 삽입부 상부의 주름이 제거되었고 파이프,

삽입부 좌 우측에 발생하는 파단도 일어나지 않,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적당한 주름흡(Fig. 13).

수형상에 의해 특정 부분에 발생하는 과도한 압

축응력과 인장응력을 조절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trong wrinkling

Wrinkling

Insufficient stretch

Safe

Marginal zone

Cracks

Fig. 12 Formability distribution of the completed
design

Fig. 13 FLD of the silencer case formed with
optimal form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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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hickness

Measurement

point

Analysis

(mm)

Prototype

(mm)

P1 0.593 0.60

P2 0.592 0.59

P3 0.544 0.56

P4 0.585 0.58

P5 0.560 0.59

P6 0.559 0.57

P7 0.612 0.62

P8 0.605 0.61

0.471

0.524

0.576

0.629

0.681

0.734

0.780

Fig. 14 Thickness distribution of the completed
design

P1

P2

P3

P4

P5

P6
P7P8

Fig. 15 Photograph of the prototype silencer case

는 최종 성형해석에서 두께 분포를 나타Fig. 14

낸 것으로 적정의 블랭크 결정과 드로비드의 설

치 및 형상비드의 설치로 소재의 유입이 균일하

여 두께 감소율이 이하로 매우 양호한 결과20%

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 성형제품과 비교3.4

는 위의 성형해석 결과와 동일한 조건으Fig. 15

로 성형한 제품을 나타낸 것이고 는 성형Table 2

해석 결과와 성형제품의 두께 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 에서 보면 해석에 의한 두께와 성. Table 2

형제품의 두께 최대차는 지점에서 약 차P5 5.3%

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실제 제품성형에서의 윤.

활상태에서 성형이 이루어지지만 성형해석에서

윤활의 고려는 성형 제품의 두께 변화에 큰 영향

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에서 플랜지. Fig. 15

부분에 나타나는 주름은 성형해석 결과에서도 유

추 가능한 현상으로 이는 블랭크 홀딩력을 높이

면 가능하지만 소음기 케이스의 경우 성형시 파

단이 발생함으로 블랭크 홀딩력의 증가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플랜지부에서 발생하는.

주름은 소음기 케이스 상형과 하형의 컬링에 의

한 조립과정에서 컬링 다이의 가압에 의해 주름

이 해소됨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일반적으로 프레스 제품의 성형에서 스프링백

은 제품은 형상을 변형시켜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어 스프링백에 관한 해석이 동반되어야

하나 본 소음기 케이스의 경우에는 성형 후에,

컬링에 의해 결합되므로 스프링백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스프링백 해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소음기 케이스의 성형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박판성형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를 이용PAM STAMP

하여 초기 성형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파단 및 주름등의 문제점들을 가상 트

라이아웃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응력과 소성(1) von Mises

변형률을 이용하여 적정 블랭크의 크기 및 형상

을 결정할 수 있었다.

코너부 벽주름을 제거하기 위한 드로비드의(2)

위치와 형상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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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이 복잡한 부분에 나타나는 주름을 제(3)

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재의 변형경

로와 응력상태를 이용한 주름흡수형상의 설계방

법을 통하여 주름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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