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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알루미늄 열간 압연 공정은 고객이 원하는 두께,

편평도 및 물리적 특징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이다 급증하는 알루미늄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압연제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계적인 문제점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생산기술의 확보가 필

수적이다.
(1) 열간 압연 공정 중 모터의 동력은 스핀

들 슬리퍼 메탈 커플링을 통하여 압연 롤러에 전, ,

달된다 슬리퍼 메탈은 스핀들의 회전력을 전달하는.

베어링 및 완충 역할을 하므로 과 같은 편마Fig. 1

모 및 깨짐과 같은 파손이 발생하는 소모성 부품이

다 소모성 부품의 잦은 교체는 압연 공정 중지 및.

부품 소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이와 같.

은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슬리퍼 메탈의

수명을 연장하여야 한다 슬리퍼 메탈의 수명 연장.

을 위한 연구로써는 이영신 등은 슬리퍼 메탈의 동

적 및 정적해석을 통하여 슬리퍼 메탈과 커플링과

의 접촉면 불일치에 의한 집중응력을 해결함으로써

슬리퍼 메탈의 수명을 연장하였다.
(2,3)

본 연구에서는 슬리퍼 메탈의 형상에 대하여 분석

하고 형상 설계의 개선을 통하여 수명을 연장시키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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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슬리퍼 메탈은 열간 압연 공정의 동력전달 부품이다 슬리퍼 메탈은 스핀들과 커플링을 연결한다: . .

그러므로 슬리퍼 메탈이 심각하게 손상되면 스핀들과 커플링은 서로 충돌할 것이다 슬리퍼 메탈의.

파손을 방지하는 것은 기계적 수명을 연장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슬리퍼 메탈의 수명.

연장을 위하여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구조해석 및 형상 설계를 수행하였다 수정된 슬리퍼 메탈과.

스핀들 조립의 간섭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체결 타입과 동적 경계 조건을 적용하여 동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슬리퍼 메탈의 구조 해석과 형상 설계의 결과로써 수정된 슬리퍼 메탈의 최대응력은 초기.

모델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22 % .

Abstract: A slipper metal is used for power transmission in the aluminum hot rolling process. The slipper metal

connects a spindle with a coupling. Therefore, if the slipper metal is seriously damaged, the spindle and the coupling

will crash into each other. Therefore, preventing the destruction of the slipper metal is essential for ensuring a long

mechanical life cycle.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analysis and optimal design of the slipper metal was carried out by

finite element method for life extension of the slipper metal. To verify the interference of spindle assembly with

modified slipper metal, a kinematics simulation was performed by applying various combinations of dynamic boundary

conditions. As a result of structural analysis and optimal design of the slipper metal, the maximum stress of the

modified slipper metal was lower than that of the initial model by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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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ar of slipper metal

(b) Breakage of slipper metal

Fig. 1 Shape of damaged slipper metal

9918

Fig. 2 Configuration of spindle assembly

Fig. 3 Rotation of top spindle

본 론2.

열간 압연 공정의 스핀들, 슬리퍼 메탈 커플,

링의 체결 형상 및 각 부품의 명칭은 와 같다Fig. 2 .

슬리퍼 메탈은 모터에 연결된 스핀들과 압연

롤러에 연결된 커플링을 연결한다.

Fig. 4 Shape of slipper metal

Fig. 5 Assembly process of slipper metal

Fig. 6 Section view of spindle assembly

과 같이 상부 스핀들의 값을 변경함으로써Fig. 3 Ө
압연 두께를 조정한다 압연 두께를 조정하는 상부.

스핀들은 고정 위치의 하부 스핀들에 비하여

다양한 경계조건과 운동량이 많으므로 상부 스핀들에

체결되어 있는 슬리퍼 메탈의 수명이 하부 스핀

들에 체결되어 있는 슬리퍼 메탈에 비하여 수명이

낮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부 스핀들에. 체결되어

있는 슬리퍼 메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1 해석 대상

본 연구의 해석 대상인 슬리퍼 메탈의 형상은

와 같다 의 은 스핀들의 회전력을Fig. 4 . Fig. 4 ①

전달하는 부분이고 는 스핀들의 홈과 체결되는②

부분이며 은 슬리퍼 메탈의 이탈을 방지하기③

위한 핀을 설치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형상을.

갖는 슬리퍼 메탈을 스핀들에 체결하기 위해서는

와 같이 진행된다 슬리퍼 메탈을 도 돌린Fig. 5 . 90

상태에서 스핀들의 안쪽으로 삽입하고 스핀들의

홈과 슬리퍼 메탈의 돌출 부위가 맞는 위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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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analysis models

Part Spindle, Coupling Slipper metal

Young’s
Modulus

205 GPa 100 GPa

Poisson’s
ratio

0.29 0.23

Density 7850 kg/m
3

8930 kg/m
3

Fig. 7 Structural weak area of slipper metal

슬리퍼 메탈을 회전시켜 스핀들에 체결하게 된다.

은 슬리퍼 메탈과 스핀들이 체결된 상태의Fig. 6

단면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형상을 갖는 슬리퍼 메탈의 구조해석

및 동적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각 부품에 대한

기계적 물성이 필요하며 과 같다 슬리퍼, Table 1 .

메탈의 재질은 이며 스핀들과 커플링의ALBC3 ,

재질은 이다SNCM-8 .

슬리퍼 메탈의 취약부2.2

슬리퍼 메탈의 구조적 취약부는 과 같이Fig. 7

밑면의 모서리 부분이다 슬리퍼 메탈의 측면부의.

높이는 이다 이는 마모한도 를 고려18 mm . 10 mm

하면 낮은 높이이다 또한 원형으로 체크된 부위는.

스핀들의 외형을 고려하여 가공된 부분으로 밑면과

예각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취약부는. Fig.

와 같은3(a) 편마모 진행시 충격에 의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형상 개선 설계하여야

한다.

유한요소 모델 및 구조해석2.3

슬리퍼 메탈의 길이방향의 끝단부에서 스핀들의

회전력이 작용하며 하단부는 커플링에 의해,

지지가 되므로 초기 응력해석을 통해 응력이

낮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 해석 영역은 에Fig. 8

Fig. 8 Analyzed section of slipper metal

(a) FE-model (b) Boundary conditions

Fig. 9 FE-model and Boundary conditions of slipper
metal for stress analysis

Fig. 10 Stress contour plots of initial model

표시하였다.

슬리퍼 메탈의 구조 응력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를 사용ANSYS

하였다 는 응력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유한요소. Fig. 9

모델 및 경계조건이다 곡률이 있는 영역 등을 고려.

하여 요소는 절점 사면체 솔리드10 요소인 SOLID

를92 사용하였다 유한요소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요소의 최대 크기를 로 제한하였으며2 mm ,

사용된 요소 수는 평균 만개이다 경계조건은35 .

슬리퍼 메탈의 하단면과 측면은 경계면 수직방향을

고정하였다 상부. 하중 조건은 동일 하중을 단

면적을 고려하여 압력으로 가하였다.

슬리퍼 메탈의 형상 설계를 하기 위하여 초기

모델에 대한 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형상 설계를.

위한 해석이므로 탄성해석을 수행하였으며, Fig. 10은

슬리퍼 메탈에 대한 초기 모델의 응력 분포이다.

응력해석 결과 초기 모델의 최대유효응력은 160

로MPa 슬리퍼 메탈의 상단부 모서리와 하단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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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다.

슬리퍼 메탈의 설계변수2.4

슬리퍼 메탈의 수명 연장을 위한 형상 설계를

하기 위해 슬리퍼 메탈의 설계변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슬리퍼 메탈에 대한 형상을 분석하여.

개의 설계변수를 선정하였다 은 선정한5 . Fig. 11

개의 설계변수인 를 정의하고 있다5 D1 D2 D3 L T .

설계변수 은 마모 및 파손이 발생하는 의D1 Fig. 4

부분의 곡률을 결정하며 설계변수 와 연계하여T①

슬리퍼 메탈의 두께를 결정한다 설계변수 이. D1

증가할수록 스핀들의 회전력을 받는 부분의 두께가

증가하므로 슬리퍼 메탈의 구조적 건전성도 증가

한다.

설계변수 는 스핀들과 체결되는 부분의D2

두께와 곡률을 결정하는 변수이다 설계변수 의. D2

값이 증가할수록 스핀들의 내부 두께는 얇아지므로

스핀들의 구조전 안정성이 떨어진다 반면. 설계

변수 와 관련된 슬리퍼 메탈의 부위는 취약부D2 가

아니므로 구조적 건전성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

설계변수 은 슬리퍼 메탈의 길이방향의 외D3

형을 결정하며 의 단면과 같이 스핀들의, Fig. 6

외형 지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의 값이 증가. D3

하여 슬리퍼 메탈이 스핀들의 외형을 벗어나면

상부 스핀들과 하부 스핀간의 간섭이 발생하므로

설계변수 은 스핀들의 외형지름을 초과하면D3

안 된다.

설계변수 은 취약부가 아닌 스핀들 체결 부위의L

폭을 결정하므로 슬리퍼 메탈의 구조 건전성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

설계변수 는 커플링의 두께를 나타내며 슬리퍼T ,

메탈의 두께를 결정한다 변수 의 값이 증가함에. T

따라 커플링의 두께는 증가하고 슬리퍼 메탈의,

두께는 낮아지므로 커플링의 두께를 우선으로 하여

Fig. 11 Design variables of slipper metal

결정하여야 한다.

초기 모델의 설계변수 값은 D1=360 mm, D2=

이다406 mm, D3=750 mm, T=250 mm, L=180 mm .

형상 설계2.5

슬리퍼 메탈의 마모한계를 고려하였을 때 초기

모델의 두께는 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강이 필

요하다 슬리퍼 메탈의. 설계변수 이 증가할수록D1

설계변수 가 감소할수록 슬리퍼 메탈의T 두께는

증가한다 그러나 설계변수 의 증가는. D1 스핀들의

건전성을 설계변수 의 감소는 커플링의, T 건전성을

낮춘다 스핀들과 커플링의 구조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의 최댓값은 와D1 400 mm 의 최댓값T

이므로 변경 설계변수245 mm D1 400 mm, T

로 설정하였다245 mm .
(2) 변경된 모델의 형상 비교

및 치수는 와 같다 슬리퍼 메탈의 두께는Fig. 12 .

초기 모델의 에 비하여55 mm 22.5 mm 증가한

이다77.5 mm .

두께를 변경한 모델에 대하여 응력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최대유효응력은 이다153 MPa .

두께가 증가된 모델이 초기 모델에 비하여 7 MPa

감소하였다 응력분포는 과 같으며(4%) . Fig. 13 ,

초기 모델에 비하여 하단면의 응력이 분산되었다.

응력 감소율은 낮으나 두께가 증가함으로써 초기

모델에 비하여 의 여유를 가지므로22.5 mm 마모가

진행되더라도 마모 및 충격에 대하여 초기 모델에

비하여 건전성을 가질 것이다.

Fig. 12 Increase in thickness of slipper metal

Fig. 13 Stress contour plots of slipper metal with
modified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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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hape of slipper metal with round corner

Fig. 15 Stress contour plots of slipper metal with
round corner

상단부 모서리의 응력이 높으므로 이를 분산

시키기 위하여 라운드 처리를 하였으며 라운드의

크기는 주위 부품 및 가공성을 고려하여 최소

단위인 로 설정하였다 는 의5mm . Fig. 14 22.5 mm

증가된 두께 및 모서리에 의5 mm 라운드 처리한

모델의 형상 변화를 나타낸다. 변경된 형상에

대한 응력해석 결과는 와 같이 최대유효Fig. 15

응력은 이며 모서리의 라운드 처리의149 MPa ,

영향으로 상단부에서는 최대 응력이 발생하지 않

았다.

슬리퍼 메탈의 설계변수 은 스핀들의 외형D3

지름인 이다 이로750 mm . 인하여 과Fig. 7

같은 예각을 갖는 모서리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형상은 충격에 약하므로 형상을 수정하여야

한다.

동적 시뮬레이션 결과 스핀들의 외형 지름을

까지 수정하여도765 mm 간섭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과. Fig. 16 같이 두 개의

지름을 토대로 형상 수정을 하였다 두 개의.

지름은 상부와 하부로 나눠진다 상부 지름은.

스핀들의 외형 지름인 설계변수 과 관련되어D3

있으며 증가할수록 곡률이 커지고 상단부의,

면적이 증가하여 하중을 분산시킴으로써 구조

Fig. 16 Modified edge of slipper metal

Fig. 17 Stress contour plots of slipper metal with
modified edge

Fig. 18 Shape of modified slipper metal

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부.

지름을 로 설정하였다 하부 지름은765 mm .

커플링의 접촉면과 연관 되어 있다 하부 지름이.

을 넘을 경우 커플링과의 접촉면의 불750 mm

일치로 인하여 응력집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부 지름을 로 설정하였다 두 개의750 mm .

지름을 적용하여 의 체크 부위와 같이Fig. 16

밑각을 직각으로 수정하였다 변경된 모델에.

대한 응력해석 결과 과 같이 최대유효Fig. 17

응력은 하단면에서 이 발생하였으며125 MPa

초기 모델에 비하여 이 감소한35 MPa (22 %)

값이다 .

앞서 수행한 형상 설계에 관한 설계 변수 및

최대응력에 대하여 에 정리하였으며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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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shape design on slipper metal

Intial model Modified model

D1 360 mm 400 mm

D2 406 mm 446 mm

D3 750 mm 765 mm

T 250 mm 245 mm

L 180 mm 180 mm

Max. stress 160 MPa 124 MPa

(a) ADAMS

(b) CATIA DMU

Fig. 19 Interference check of modified slipper metal

변경된 슬리퍼 메탈의 형상은 과 같다Fig. 18 .

압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하여 압연 공정상 발생

할 수 있는 동적 거동에 대한 각 부품간의 간섭을

체크하였다 간섭. 체크는 및CATIA DMU ADAMS

를 이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간섭은 발생하

지 않았다 는 간섭. Fig. 19 체크를 위한 스핀들

조립체에 대한 동적 시뮬레이션을 나타내고 있

다.

결 론3.

본 연구에서는 압연 공정의 슬리퍼 메탈에 대한

취약부 분석 및 구조해석을 통하여 수명 연장을 위한

형상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슬리퍼 메탈의 구조 분석을 통하여 설계변수

를 개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설계 변수중 상단5

부의 곡률과 접촉면을 결정하는 설계변수 로D3

인한 응력 감소율이 다른 설계 변수에 비하여 높

았다.

(2) 형상 설계를 통하여 수정된 슬리퍼 메탈은

동일한 경계조건에서의 응력해석 결과 초기 모

델에 비하여 응력22 % 감소율을 보였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슬리퍼 메탈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동적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형상이 수정

된 슬리퍼 메탈에 대한 압연 공정상 간섭여부를

체크하였으며 그 결과 간섭은 발생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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