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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에너지 절약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변압기나 모터의 철손(철

심이 전류에 의해 자성을 나타내게 될 때 발생하

는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는 고-실리콘 강판을 철심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하이브리드카(Hybrid-car)에서 요구

되는 고-효율 전동기 개발과 연계되어 고-실리콘 

강판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 되고 있다. 그러

나, 생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실리콘 함량이 높으

면 높을수록 취성이 같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가

공성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1,2) 

실리콘 강판의 냉간 압연 시에 가공상의 문제점

은 롤갭(Roll-gap) 형상에서 비롯된다. 즉, 실제 공

정에서 통상적으로 소재의 폭이 1000mm 내외이

고 두께는 2~3mm 정도이다. 그리고 두께 감소율

은 각 가공 패스(Pass)별로 10~40% 정도가 된다. 

두께 감소율이 클수록 압연 중에 더 큰 압력이 상� 

하롤(Roll)에 전달되어 롤을 탄성변형 시킨다. 폭

이 넓기 때문에 탄성변형량이 적더라도 판 중심부

와 에지(Edge)부 사이에 두께 편차가 존재한다. 두

께 감소량이 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로 

Key Words : Silicon-Steel Strip(실리콘 강판), Cold Rolling(냉간 압연), Roll-Gap Profile(롤갭 형상), Working 

Fracture(가공파손), Strip Wave(강판 웨이브) 

초록: 압연실험을 통해서 폭 방향 변형 편차가 존재하는 실리콘 강판의 가공파손을 고찰하였다. 폭 

방향 변형 편차는 강판에 웨이브를 발생시키고 압연방향으로 소재의 에지 부위(혹은 센터 부위)에 

인장(혹은 압축)을 준다. 실제 압연기에서 발생하는 웨이브를 실험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공형롤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소재는 고-실리콘(약 3%) 강판이다. 본 실험을 통해서 센터 

웨이브에 의해 발생되는 에지 부위 인장응력이 가공파손에 가장 지배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제시되었다. 

센터 웨이브를 일으키는 폭 방향 변형 편차의 정도에 따라 에지 파손과 지그재그 형태의 시편 중심 

절손을 유발한다는 결과도 도출하였다.  

Abstract: We examined the working fracture behavior of a silicon-steel strip caused by deformation deviation by 

performing a pilot rolling test. The deformation deviation resulted in the edges (or center portion) of the strip being 

stretched and the other parts being compressed in the rolling direction; this was because of different degrees of 

deformation in these parts. We designed roll grooves shape to reflect the role of roll bending, which generates waviness 

in the strip in an actual cold rolling process, into the pilot rolling test. The material used in the rolling test was high-

silicon steel (about 3%). The results of the test showed that the type of fracture in the strip specimen varied with the 

magnitude of the deformation deviation. The tensile stress produced at the strip edges because of the center waviness in 

the rolling direction was a crucial factor that resulted in edge cracking and a zigzag-shaped fracture at the center. 

§ 이 논문은 2010 년도 대한기계학회 신뢰성부문 춘계학술대회 

(2010. 5. 27.-28., 전남대 컨벤션홀) 발표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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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소재가 늘어나는 양도 폭에 따라 차이가 발

생한다. 소재가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소재의 신

장(Elongation)이 큰 부분에서 웨이브(Wave)가 발생

한다. 웨이브가 발생한 부분에서는 압연방향으로 

압축응력이 발생하고 반대 부분에서는 인장응력이 

발생한다.(3) 실리콘의 함량이 높은 실리콘 강판의 

경우에는 인장응력에 취약하여 이 부분에서 파단

이 발생된다.(4)  

고-실리콘 강판이 일반 냉연재에 비해 가치가 5

배 이상 높기 때문에 강판재 메이커들은 이것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그러나, 본 기술의 폐쇄성으로 인해 이에 관련

된 연구 발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근

에, Byon 등(5)은  고-실리콘 강판의 파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보강롤 구동 냉간압연기의 작업롤 수평 

위치를 최적화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수치적 해

석에 한정되었다. 또한, Byon 등(6)은 이방성을 고

려하여 고-실리콘 강판의 탄-소성 인장거동을 고

찰하였고 구성관계식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 거

동이 어떻게 강판의 파손과 관련되는지 실험적 고

찰은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가공파손이 고-실리콘 강판의 생산성 향상에 직

결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냉간압연 중의 가공

파손의 실험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제로 

강판을 생산하고 있는 실제 압연기에서는 생산을 

중단하고 실험을 할 수 없으므로 파이롯트(Pilot) 

압연기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제 압연기에서는 

폭이 넓기 때문에 롤의 탄성변형량으로도 폭 방향 

롤갭 편차가 존재하여 웨이브가 발생한다. 그러나, 

파이롯트 압연기에서는 소규모의 판재시편(폭: 

25mm × 길이: 300mm × 두께: 2.3mm)를 이용하여 

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폭 방향 변형편차 및 웨

이브를 구현하기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롤 표

면에 공형(Groove)을 NC 선반을 이용하여 제작하

였다. 공형을 이용하여 압연실험을 함으로써 폭 

대 두께 비가 작은 경우에도 폭 방향 변형 편차 

및 웨이브를 유발하여 압연방향으로 인장 혹은 압

축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형 형상을 볼록(Convex) 혹은 

오목(Concave)한 형상의 다양한 크기를 설계 및 

제작하고 압연실험을 함으로써 다양한 폭 방향 응

력분포 시 발생하는 가공파손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판재시편의 에지에 다양한 형상 및 길이의 

노치(Notch)를 줌으로써 노치가 가공파손에 미치

는 영향을 또한 고찰하였다. 비교의 목적으로, 재

료의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서 저탄소강(0.1 %C)에 

대해서도 실리콘 강판을 실험한 공형과 같은 공형

에서 압연실험을 실시하였다. 어떤 응력상태에서 

실리콘 강판의 가공파손이 발생하는지 실험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압연 실험 

2.1 파이롯트 냉간압연기 및 롤 공형 

Fig. 1은 파이롯트 냉간압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압연기는 11kW 의 교류모터로 구동되는 단일 스

탠드(Single stand) 방식이고 회전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역식(Reversible) 형태이다. 사용한 롤은 

DCI(Ductile casting iron)으로 제작되었으며 최대 직

경은 120mm 이고 폭은 200mm 로 설계되어 있다. 

본 압연기는 보강롤(Backup roll) 없이 실제 소재를 

압연하기 위한 상�하 작업롤(Work roll) 만으로 구

성된 2단 압연기(2-high rolling mill)의 일종이다. 

 

 

 

 

 

 

 

 

 

 

 

Fig. 1 Pilot rolling mill to test working fracture of strip 

specimen with narrow width 

 

 

 

 

 

 

 

 

 

 

 

 

Fig. 2 Two shapes of roll groove and geometric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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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hapes of roll grooves machined by NC lathe 

 

Fig. 2 는 두 가지 형태의 롤 공형 기하학과 설

계변수를 보여주고 있다. Fig. 2(a)는 오목한 형태의 

롤 공형형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에지쪽을 

더 많이 압하(Rolling reduction) 하여 에지쪽에 웨

이브가 발생하도록 고안된 형상이다. Rv 는 오목 

공형의 곡률반경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Fig. 2(b)

는 볼록한 형태의 롤 공형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센터쪽을 더 많이 압하 하여 센터쪽에 웨

이브가 발생하도록 고안된 형상이다. Rx 는 볼록 

공형의 곡률반경을 나타낸다. 공형에 의해 압연된 

강판의 형상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두께 

압하율(∆s) 와 폭 방향 두께 편차율(∆w)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s=(H0-Hf)/H0                          (1) 

∆w=(Hm-Hf)/Hm                         (2) 

여기서, H0,  Hf, Hm 은 압연전 강판의 두께, 압연후

강판의 폭방향 최소 및 최대 두께를 각각 나타낸

다. 오목 공형에서는 Hf 와 Hm 는 에지 두께(He) 

와 센터 두께(Hc)가 각각 될 것이고, 반대로 볼록 

공형에서는 Hf 와 Hm 는 Hc 와 He 가 될 것이다. 

He 와 Hc 는 오목 및 볼록 공형에 대해 각각 Fig. 

2에 표시되어 있다. 

Fig. 3은 NC 선반으로 가공한 공형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공형의 기본적인 설계목적은 폭 방향 

변형 편차에 의한 강판 웨이브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센터 웨이브가 발생하는 볼록 공형에서 

폭 방향 두께 편차율(∆w)이 30%일 때를 기준설계

로 선정하였다. ∆w 가 30% 일 때 해당되는 Rx 값

은 396mm 이다(Groove X2). 폭 방향 두께 편차율

을 좀 더 과도하게 줄 경우 강판의 가공파손 거동

을 고찰하기 위해 ∆w 가 40% (즉, Rx=254mm) 인 

경우(Groove X1)도 추가적으로 설계하였다. 볼록한 

공형과 비교를 위해서 오목한 공형에 대해서도 

∆w = 30% 인 경우의 공형을 설계하였다(Groove V2).  

 

 

 

 

 

 

 

 

 

 

 

 

 

 

Fig. 4 Geometry of strip specimen with notches 

 

웨이브는 센터 보다 판 변형이 용이한 에지에서 

좀 더 쉽게 관찰된다. 에지 웨이브를 유발하는 최

소한의 폭 방향 두께 편차율을 고찰하기 위해서 

오목한 공형에 대해서 ∆w 가 20% 인 경우의 공형

을 설계하였다(Groove V1). ∆w = 20% 일 때 해당되

는 Rv 값은 678mm이다. 

 

2.2 압연시편과 노치형상 

압연시편은 열연강판에서 폭 25mm 와 길이 

300mm 크기로 여러 개를 절단했다. 절단 중에 시

편 절단 방향이 압연방향과 일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 압연 가공 시 압연방향이 항

상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가공파손에 미치

는 노치 길이 효과를 고찰하기 위해서 한 압연시

편 상에 2, 4, 6mm 의 다른 길이의 노치를 가공하

였다. 또한 노치 형상의 효과를 고찰하기 위해서 

두 가지 형태의 노치 형상을 가공하였다. Fig. 4(a)

는 선형 노치 형상이 가공된 압연시편을 보여주고 

있고, Fig. 4(b)는 웨지(Wedge) 노치 형상이 가공된 

압연시편을 보여주고 있다. 노치 형상을 가공하기 위해

서 전기방전가공(EDM; Electro-discharge machining)을 사

용하였다. 각 노치는 노치 중심에서 0.1mm 의 반

경을 가지고 있다.  

3. 결과 및 논의 

3.1 평롤을 이용한 파이롯트 압연 테스트 

평롤에 의한 압연 과정 중에 가공파손이 발생하

는지 고찰하기 위해서 2 가지 노치 형상과 3 가지 

노치 길이에 대해서 파이롯트 압연을 수행하였다. 

노치 형상과 노치 길이의 자세한 치수는 Fig. 4 에 

기술되어 있다. Fig. 5(a)는 노치길이가 2mm 인 경

우의 압연 전 초기 노치형상을 선형 및 웨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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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olling test of notched specimen by flat roll 

 

에 대해 각각 확대하여 나타내고 있다. Fig. 5(b)는 

평롤 압연 후 노치의 형상을 두 가지 압하율에 대

해 나타낸 것이다. 

압하율을 42%로 롤갭을 설정하여 압연했을 경

우를 먼저 살펴 보면, 압연 후에 초기 노치 간극

이 압연방향으로 벌어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소재가 소성 변형하는 동안에는 체적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압연 시에는 줄어든 두께 양만큼 길

이방향으로 늘어나게 된다. 변형 후 노치의 형태

를 고찰하면 압연에 의해 초기 노치가 길이방향으

로 늘어난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압하율을 57%로 상승시켜서 압연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압연방향으로 노치 간극을 

더욱 넓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압하율 42%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압하율 57%의 경우에도 노치 끝

에는 크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치 끝에 크랙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폭 위치에 

따라 더욱 극심하게 압연방향 응력의 편차가 있어

야 가능하다. 따라서, 협폭의 시편으로 압연 시험

을 수행하여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형 형태

의 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공형롤을 이용한 파이롯트 압연 테스트 

Fig. 6 은 실제 압연기에서 발생되는 판 웨이브

의 개념과 본 파이롯트 압연기에서 실험을 통해서 

구현한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웨이브를 

일으키는 도구(Tools)와 사용된 소재(Materials)의 

형상특징도 비교적하여 나타내었다. 실제 압연기

에서는 판이 롤에 가하는 압력에 의해 변형된 상�

하 롤의 갭 형상으로 웨이브의 형상이 결정된다. 

실제 압연기에서는 두께에 비해 광폭인 소재를 압

연하기 때문에 미소한 롤의 탄성변형량에 의해서

도 폭 방향 변형편차가 존재하지만 협폭을 압연하

는 파이롯트 압연실험에서는 공형롤을 사용하여 

 

 

 

 

 

 

 

 

 

 

 

 

 

 

 

 

 

 

Fig. 6 Wave concept and experimentally simulated 
waves 

 
의도적으로 폭 방향 변형편차를 유발시켜야 한다.  

Fig. 6 의 결과를 보면, 곡률반경이 396mm 인 오

목공형(Fig. 3에서 Groove V2)을 사용하여 에지 웨

이브가 유발되었고, 동일한 곡률반경의 볼록공형

(Fig. 3에서 Groove X2)을 사용하여 센터 웨이브가 

유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웨이브 관찰에 

의해 각기 다른 형태의 폭 방향 응력분포가 존재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압연시편에 노치가 있을 

경우에 가공파손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조건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Fig. 7은 곡률반경이 396mm인 오목공형과 같은 

곡률반경의 볼록공형을 사용하여 선형 노치가 있

는 시편을 압연한 후 노치 주위의 가공파손을 고

찰한 그림이다. Fig. 7(a)는 비교의 목적으로 초기 

노치의 형상을 보인 그림이다. 압연 후 변형된 노

치의 형상은 Fig. 7(b) 및 (c)에 나타내었다. 초기 

노치의 길이는 3가지 종류(즉, 2, 4, 6mm)가 사용되

었다. 

Fig. 7(b)는 오목공형에 의해 압연된 시편을 나타

내고 있다. 에지 웨이브에 의해 에지 부분에는 압

연 방향으로 압축 응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에

지부의 노치는 모두 닫혀진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 실험결과를 토대로, 실제 압연 시에 작업자

가 롤 벤더(Roll bender)를 잘 조정하여 에지 웨이

브 성으로 압연을 하면 에지 파괴(Edge fracture)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에, 볼록형 공형을 이용하여 압연하는 경우

는 센터 웨이브가 발생하고 에지 부위에는 압연 

Line notch 

Wedge notch 

Line notch Wedge notch Reduction 

42% 

57% 

2 mm 

2 mm 

2 mm 2 mm 

2 mm 2 mm 

(a) Initial notch (b) Deformed notch 

Specimen Specimen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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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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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Experimental waves in 

pilot rolling mill 

Wave concept in 

actual rolling mill 

Tools 

Materials 

Flat rolls 

(Elastic deformation) 

Groove rolls 

(Concave Groove V2  

/ Convex Groove X2) 

Wide strip Narrow 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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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olling test for edge fracture of a silicon steel strip 
by groove roll  

 

방향으로 인장응력이 발생한다. 이 인장응력은 노

치를 압연방향으로 벌려서 파괴를 유발한다. Fig. 

7(c)에 센터 웨이브에 의해 발생된 노치 크랙 형

상을 보여주고 있다. 노치의 성장이 순수 모드−I 

파괴의 거동을 보이고 있지 않고, 압연방향 변형

과 연동되어 압연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압연 중 노치 끝에 작용하

는 복합 모드 하중 상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초기 노치 길이가 짧은 경우에 더 큰 노치 성장

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에지 쪽으로 갈수록 더 큰 

인장응력이 걸리기 때문이다. 즉, 노치가 짧을수록 

그 끝이 에지에 가깝고 따라서, 더 큰 인장응력 

영향 하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실험결과를 

보면, 실제 압연 공정 중에 에지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의 센터부에 웨이브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 은 초기 노치의 형상이 압연 중 노치 성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곡률반경이 396mm 인 볼록공형(Groove 

X2)이 사용되었고 노치는 Fig. 4 에서 기술된 선형 

노치와 웨지 노치가 사용되었다. Fig. 8(a)는 센터 

웨이브에 의해 발생하는 선형 노치의 에지 파손을 

보여주고 있고 Fig. 8(b)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웨지 

노치의 경우에 에지 파손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 노치의 형상이 선형이거나 웨지형이거나 

관계없이 압연 방향으로 치우쳐서 노치가 성장하

고 또한 초기 크랙 길이가 짧을수록 더 큰 성장을 

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성장한 길이를 비교하면 웨지형의 경우가 

선형의 경우보다 약간 작게 나타내고 있다.  

 

 

 

 

 

 

 

 

 

 

 

 

 

 

 

 

Fig. 8 Rolling tes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notch types 
on the edge fracture of a silicon steel strip 

 
 

 

 

 

 

 

 

 

Fig. 9 Rolling test for center split of a silicon steel strip 
by groove roll 

 

이것은 선형 노치의 경우에는 압연방향의 인장

응력을 노치면에서 수직으로 받고 있지만, 웨지형

의 경우에는 비스듬한 형태로 받고 있기 때문에 

노치를 성장시키는 전단 힘이 상대적으로 적게 노

치 끝에 전달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 실

험 결과를 토대로 실제 압연 현장에서 선형 노치

가 있는 판이 웨지 노치가 있는 판보다 더욱 판 

파단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방향으로의 응력 분포 편차가 더욱 커지고 웨

이브가 더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가공파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곡률반경이 254mm 인 볼

록공형에 대해 압연실험을 수행했다. Fig. 9 는 실

험한 결과 얻어진 압연 시편의 전체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초기 노치의 형상에 관계 없이 중심부

에 지그재그 형태의 중심 절손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과도한 폭방향 변형 편차에 의해 

더 이상 소재 견디지 못하고 찢어진 것으로 파악

된다. 볼록공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센터쪽의 신장

량이 많아지고 이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현저히 

변형 불균형이 발생하여 아치형태의 중심 절손이 

유도된 것으로 분석된다. 

Convex roll groove Concave roll groove Initial no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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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olling test for edge fracture of a low carbon 
steel (0.1 %C) strip by a groove roll 

 

 

3.3 시편 재질에 따른 가공파손 압연 테스트 

가공파손에 미치는 소재 재질의 영향을 고찰하

기 위해서 저탄소강(0.1%C) 압연 시편을 제작하여 

파이롯트 압연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Fig. 10은 곡

률반경이 396mm 인 오목공형과 같은 곡률반경의 

볼록공형을 사용하여 선형 노치가 있는 저탄소강 

시편을 압연한 후 노치 주위의 가공파손을 고찰한 

그림이다. 실리콘 시편의 경우와 같은 웨이브가 

생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치 끝에서 어떤 파손

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을 통해 실리콘 강판 압

연 중에 발생하는 가공파손은 소재 특성 즉, 소재 

연성(Ductility)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실제 실리콘 압연공장에서 판 웨이

브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가공파손 현상을 파이롯

트 압연기를 통해 실험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웨이브를 실험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오목 

혹은 볼록한 형태의 공형롤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양 측면에 노치가 가공된 압연시편(길이: 300mm, 

폭: 25mm, 두께: 2.3mm)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일

련의 압연실험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주요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실리콘 강판 압연 중 가공파손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강판에 에지 웨이브가 발생하

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웨이브가 발생하는 에

지 부분에 압연방향의 압축응력이 작용하여 크랙

이 발생 및 성장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2) 실리콘 강판의 가공파손은 센터 웨이브가 

발생할 때 일어난다. 폭 방향 변형 편차가 적을 

때는 에지 파손이 발생하고 그 편차가 클 때는 시

편 전체에 걸쳐 중심부 절손이 발생한다.  

(3) 가공파손은 소재의 연성에 크게 의존한다. 

같은 센터 웨이브일 경우라도 실리콘 강판의 경우

에는 에지 파손이 발생하고 저탄소 강판의 경우에

는 어떤 파손도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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