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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A :  열 일당량 

B :  Bridgeman 보정계수  

b :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한 두께 

cw :  와이어의 비열 

cd :  드럼의 비열 

E :  탄성계수 

f :  시멘타이트 분률 

hair :  대기의 열전달계수 

K :  소재의 강도계수 

k :  와이어의 열전도도 

kfm :  변형전후의 와이어 항복강도 

l :  가공 길이 

m :  열기여율 

n :  소재의 가공경화 지수 

pm  :  평균 다이 면압 

q :  마찰에 의한 총발생 열량 

q1 :  총 열량 중 와이어로 전달된 열량 

ql :  와이어 내부의 열량 

Key Words : High Carbon Steel(고탄소강), Multi-Pass Wire Drawing(다단신선공정), Surface Temperature(표면온

도), Axial Residual Stress(축방향잔류응력)  

초록: 최근 와이어의 생산성 및 고강도화를 위한 고탄소강의 고속신선으로 인해 와이어 표면의 급격한 

온도상승으로 잔류응력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와이어의 다단 신선 공정시에는 

소성변형과 마찰열에 의하여 와이어 내부의 온도가 더욱 크게 상승하게 된다. 특히, 고속 신선의 경우 

마찰에 의한 온도구배가 더욱 크게 되어 와이어 표면층에 축방향 인장 잔류응력을 과도하게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표면 온도 상승과 축방향 잔류응력과의 관계를 규명한 다음에 와이어의 

평형온도 예측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표면 온도 상승에 의한 축방향 잔류응력 예측식을 개발하였다. 

고탄소강(0.82%C)소재의 다단신선 실험을 통해 얻어진 시편에 대하여 X 선 회절을 이용하여 잔류응력을 

측정하여 제안된 예측식을 검증하였다. 

Abstract: In recent times, due to wire drawing of high carbon steel at a high speed to ensure a high productivity and 

high strength, axial residual stress are generated because of rapid increase in surface temperature. In the process, the 

temperatures of the wires increased because of the deformation of the wires and the friction between the die and wir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wire drawing at a high speed, friction leads to a large temperature gradient so that 

considerable axial residual stress is generated on the surface.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axial residual stress 

and increase in the surface temperature was investigated, and a prediction model of uniform temperature was proposed. 

Then, a prediction model for residual stress was developed. The proposed model was verified by measuring the residual 

stress by X-ray diffraction on drawn wires. 

§ 이 논문은 2010 년도 대한기계학회 생산 및 설계공학부문 

춘계학술대회(2010. 4. 22.-23., 제주 라마다프라자) 발표논문임. 

† Corresponding Author, bmkim@pusan.ac.kr 
© 2010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김대운·이상곤·김병민·정진영·반덕영 

 

1480 

qa :  마찰 영향부의 열량 

r :  각패스의 와이어 반경 

To :  초기 와이어의 온도 

TMax :  표면 최대 온도 

TUniform :  평형 온도 

Tm :  마찰영향부 평균온도 

Tl :  소성변형에 의한 온도상승 

Ta :  마찰에 의한 온도 상승 

Tcw :  냉각수의 온도 

Tair :  대기의 온도 

∆Tsc :  최대 표면 온도 발생 지점에서의 

         표면과 중심의 온도차 

∆Tsu :  표면 최대 온도와 평형 온도의 차 

    (TMax -TUniform) 

t  :  드럼에 감겨있는 시간 

V1 :  소성 변형열 발생되는 와이어 체적 

V2 :  소성 변형열과 마찰열이 발생되는 

         와이어 체적 

v :  신선 속도 

 

그리스문자 

ε :  유효 변형률 

δh :  각 패스별 변형률 

ρ :  밀도 

µ :  마찰계수 

α :  와이어의 열팽창 계수 

ν  :  푸아송비 

Bσ  :  Bridgeman 계수를 고려한 유동응력 
ασ ij  :  페라이트의 잔류응력 

βσ ij  :  시멘타이트의 잔류응력 

∑ "R  :  열저항 

 

1.  서 론 

다단 신선 공정 시, 와이어가 다이를 통과할 때 

표면에 축방향 인장 잔류응력이 발생하는데 와이

어 내부의 불균일한 소성변형과 급격한 표면 온도 

상승이 주요 요인이다.(1,2) 특히 최근 와이어의 생

산성 및 고강도화를 위한 고탄소강의 고속신선으

로 인하여 와이어 표면의 급격한 온도상승이 더욱 

크게 되어 와이어 표면층에 축방향 인장 잔류응력

을 과도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와이어 내부의 열 발생은 와이어의 소성변형과 

다이와 와이어 사이의 마찰에 기인한다. 특히 다

이와 접촉하면 와이어의 표면층에서 마찰열이 집

중되어 가장 온도가 높다. 이로 인하여 와이어의 

중심부와 표면층 사이에 온도구배가 발생한다.(3) 

이러한 온도구배는 표면에 축방향 인장 잔류응력

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축방향 인장 잔류응력의 

경우 와이어의 인장강도 및 탄성한계 감소, 부식 

저항 저하, 크랙 발생 촉진, 피로수명 저하 등 신

선 와이어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4,5) 

지금까지 와이어의 축방향 인장 잔류응력 발생

에 대하여 불균일한 소성가공에 의해 발생하는 잔

류응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온도변화에 의한 잔류응력 평가에 관한 연구는 대

부분 와이어에서 온도예측과 표면온도 상승에 따

른 잔류응력 발생에 대하여 각각 연구가 수행되었

다.(2,6~9) 

본 연구에서는 마찰에 의한 급격한 와이어 표면 

온도 상승과 표면 축방향 잔류응력의 관계를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하여 규명하고 표면온도가 와이어 

내부와 평형을 이루면 잔류응력이 가장 크기 때문

에 평형온도 예측모델을 제안하였다. 표면 온도가 

잔류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

한 신선 속도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로부터 와이어 표면온도 상승에 따른 와

이어 표면 축방향 잔류응력을 평가하여 다단 신선 

와이어의 표면 축방향 잔류응력 예측모델을 개발

하였다. 고탄소강 (0.82%C)소재의 다단신선 실험

을 통해 얻어진 시편에 대하여 X 선 회절을 이용

하여 다단 신선 와이어의 표면 축방향 잔류응력을 

측정하여 제안된 예측 모델의 효용성을 검증하였

다. 

2.  온도상승에 의한 잔류응력 발생기구 

2.1 탄소성 유한요소 해석 

신선 공정 시 와이어 표면에 상승하는 온도와 

축방향 잔류응력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탄

소성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DEFORM-2D 를 

이용하여 해석하였으며 Table 1 에 공정변수를 나

타내었다. 

 

 
Fig. 1 Schematic FE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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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cess parameters for non-isothermal FE 
analysis 

 

Table2 Thermal properties of materials for wire and die 

 

와이어, 다이팁 및 케이스의 열전도도, 그리고 

열용량은 Table 2 에 나타내었다. DEFORM-2D 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Fig. 1 에 초기 성

형해석 모델을 나타내었다. 소재, 다이와 주변 온

도는 20 oC 로 설정하였고 적용 소재는 AISI1082 

5.5mm 고탄소강 와이어이며, 성형해석을 위한 소

재의 유동응력 곡선은 인장시험 결과를 토대로 

Bridgeman 보정계수(B)(10)를 수정하여 대변형구간

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식 (1)을 

적용하였다.(11)  

 

( )σ σ ε= ⋅ = ⋅ n
B B B K  

0.83 0.186 logB ε= − ⋅  
(0.15 1.0)ε≤ ≤

 
2

0.11 0.21 0.93B ε ε= ⋅ − ⋅ +  
( 1.0)ε ≥

          (1) 
 

 

2.2 신선공정 시 와이어 온도 상승 

해석 결과, 소성 변형과 와이어와 다이 사이의 

마찰에 의하여 신선된 와이어 내부의 온도가 올라

가게 된다. 소성 변형열은 와이어 온도를 거의 균

일하게 상승시키는 반면 마찰에 의해 발생한 열은 

와이어 내부로 확산될 시간이 아주 미미하여 와이

어 표면온도만 상승시킨다. 이로 인하여 Fig. 2 와 

같이 와이어 내부의 온도구배를 야기시킨다. 

Fig. 3 과 같이 신선 공정 시 최대 표면온도는 

다이 랜드부 시작점에서 발생하며 약 300 ℃ 였다. 

와이어가 다이를 통과한 후 와이어 내부 및 대기

와의 열전달에 의해 표면온도는 급격하게 감소하 

게 되며, 다이 출구부로부터 200 mm 이내에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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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ance from center to surface (mm)  
Fig. 2 Temperature distribution in wire where maximum 

temperature occurred after the drawing 
 

  
Fig. 3 Surface and center temperature along distance 

from entrance of land 
 

이어 온도는 약 132 ℃ 에서 평형을 이루게 된다.  

 

2.3 표면 온도에 의한 잔류응력 

앞서 수행한 해석결과로부터 표면 온도 상승과 

잔류응력 발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열 

해석을 고려하지 않은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

다. 두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표면 온도변화에 따

른 잔류응력을 평가하였다. 정확한 잔류응력에 대

한 표면온도의 영향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선된 

와이어를 충분히 냉각하였다. 

Fig. 4 에 두 해석에 대한 잔류응력 비교결과를 

나타내었다. 다이를 빠져 나온 직후의 두 잔류응

력 값은 거의 같은 값이지만 열 해석을 고려한 경

우, 표면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잔류응력이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와이어의 온도가 평형을 

이루게 되면, 잔류응력이 최대 값이 된다. 반면, 

열 해석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잔류응력이 일정

한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와이어가 다이를 통과할 때 표면온도는 급

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다이를 빠져 나옴과 동시

에 평형온도로 급격하게 낮아진다. 이로 인하여 

열팽창이 발생했던 표면에 수축이 발생하게 되고, 

인장 잔류응력이 발생한다.(2)  

Wire material 
AISI 

1082 
Tip material WC 

Initial 

Diameter 
5.5 mm Case material AISI-D2 

Final 

Diameter 
4.90 mm 

Reduction 

ratio 
20.63 % 

Friction (µ) 0.06 
Drawing  

Speed 

1,885 

mm/s 

Bearing 

length 
0.45D 

Semi-die 

angle 
5.5o 

Tool Thermal conductivity Heat capacity 

Wire 48.0 N/sce/oC 4.0 N/mm2/oC 

Tip 59.0 N/sce/oC 15.0 N/mm2/oC 

Case 70.0 N/sce/oC 3.7 N/mm2/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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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variation of axial surface residual stress due to 

the surface temperature 
 

와이어의 표면 온도가 최대에서 평형온도에 도

달할 때 잔류응력이 가장 큰 값에 도달하기 때문

에, 신선 시 온도 상승으로 인한 표면 잔류응력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와이어의 온도 

계산이 요구된다. 공정 중 발생하는 와이어의 최

대 및 평형 온도의 예측이 가능하다면, 와이어 전

체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잔류응력의 예

측 또한 가능하다. 

3.  다단 신선 시 와이어 온도 예측 

3.1 소성변형과 마찰열에 의한 와이어 온도상승 

와이어 내부의 열 발생은 와이어의 소성변형과 

다이와 와이어 사이의 마찰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E. Siebel 및 K. Kobitzsch에 의하면 소성가공에 의

한 온도상승은 식 (2)로 계산된다.(6) 

 

δ

ρ

⋅
=

⋅ ⋅
fm h

l
w

k
T

A c
    (2) 

 

Fig. 2 에서 보듯이 마찰열에 의해 와이어 표면

의 얇은 층(두께: b)이 가열된다. Fig. 5와 같이 얇

은 층 내부의 온도 분포는 표면에서부터 b 거리의 

점 O 까지 Tx로 계산되어지고 표면에서는 Ta로 계

산되어진다.(6) 

  
22

2 2

fm
x

m k v xm dq x
T

k dz b k A b

µ⋅ ⋅ ⋅ ⋅⋅ ⋅
= =

⋅ ⋅ ⋅ ⋅
   (3) 

 

2

fm
a

m k v b
T

k A

µ⋅ ⋅ ⋅ ⋅
=

⋅ ⋅
           (4) 

 

따라서, 신선 공정 시 표면 최대온도는 초기 와

이어 온도, 변형에 의한 온도상승, 마찰에 의한 온

도상승의 합인 식 (5)로 표현된다. 

 

Max o l aT T T T= + +                       (5) 

T
a

T
l

T
x

T
l

 
Fig. 5 Temperature grade during the drawing 

 

기존에 알려진 신선 속도가 1 m/s 이상일 때는 

열기여율(m)은 0.8~0.9 이다.(12) 기존의 열 기여율을 

사용하여 온도를 예측하면 와이어의 표면 온도는 

600 ℃이상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성형해석 결과 

표면의 온도는 300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새로

운 열 기여율의 계산이 필요하다. 

 

3.2 열기여율 

열기여율(Heat partition coefficient)은 신선 가공 

시 발생열량과 와이어로 전달된 열량의 비로 계산 

된다. 와이어와 다이 사이의 마찰부분을 연속적인 

Sliding body로 가정하면 마찰에 의한 총발생 열량

은 식 (6)(13)으로 계산되고, 총 열량 중 와이어로 

전달된 열량은 식 (7)(14)로 계산된다.  

 

mq p vµ= ⋅ ⋅
     

(6) 

 

1

∆
= scT

q k
b

     (7) 

 

위 식으로부터 총 열량 중 와이어의 온도 상승

에 기여하는 열 기여율을 식 (8)로 구할 수 있다. 

 

1qm
q

=              (8) 

 

식 (8)로부터 열 기여율을 구하면, 와이어의 온

도상승에 기여하는 열 기여율은 0.293이다. 

 

3.3 평형 온도 

표면마찰열에 의해 큰 온도구배가 발생한 와이

어는 다이를 빠져 나온 즉시 열 전도에 의해 내부 

온도가 균일해진다. 소성변형열에 의해 상승된 온

도와 마찰열에 의한 상승 온도는 평형온도 TUniform 

으로 수렴한다. 이때 대기와의 대류에 의한 열전

달은 거의 없다고 가정하면, 와이어 내부의 열량 

ql(식 (9))과 마찰 영향부의 열량 qa(식 (10))(6)가 열

량을 상호 교환하며 평형 온도에 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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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 lq c V Tρ= ⋅ ⋅ ⋅                          (9) 

 
2

0 6

µ
ρ ρ

⋅ ⋅ ⋅
= ⋅ ⋅ ⋅ = ⋅ ⋅ ⋅∫

⋅
fmb

a x w w

m k v b
q T dx c c

k A
 (10) 

 

마찰에 의해 온도가 상승한 부분의 평균 온도를 

구하기 위하여, 마찰 부 발생열량을 이용하여 마

찰 부 평균온도 Tm을 다음의 식 (11)로 구하였다. 

 

2ρ
=

⋅ ⋅
a

m
w

q
T

c V
             (11) 

 

와이어 내부와 표면에서 상호 교환된 열량의 평

형으로부터 식 (12)의 와이어의 평형온도를 구할 

수 있다. 

 

1 2

1 2

( ) ( )o l o l m
Uniform

V T T V T T T
T

V V

+ + + +
=

+         
 (12) 

 

3.4 냉각 

다이를 빠져 나온 와이어는 드럼에 감기며 냉각

이 된다. 냉각된 온도는 다음 패스 와이어의 온도 

상승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냉각 시의 와이어의 

온도 계산 또한 매우 중요하다. 드럼에서 와이어

의 온도 강하는 식 (13)로 계산할 수 있다.(8) 

 

exp( ) ( )in uniform

B B
T A t T

A A
= + - 利 -                (13)     

   

'/ t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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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
  

 

3.5 온도 예측식 검증 

이상의 온도 예측식을 검증하기 위하여, 성형 

해석결과와 온도 예측식 적용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실공정의 각 패스 와이어 표면온도를 측정

하여 이론예측 결과와 비교하였다. 

성형해석과 온도 예측식의 와이어 단면에서의 

온도 분포의 비교결과를 Fig. 6 에 나타내었다. 두 

결과가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Fig. 7 은 온도 예측식과 실제 AISI1082 5.5 mm 

초기 와이어의 다단 패스 신선 공정에서 와이어 

온도 측정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다이 입구부에

서 온도를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 공정에서 

측정된 온도는 다이 출구부로부터 200 mm 지점과 

다음 다이의 입구에서 측정되었다. 다단 패스 신

선 공정에서 온도의 비교결과, 평형 온도의 측정

과 계산된 온도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최

대 온도의 예측이 잘 맞고 냉각온도도 잘 일치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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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between 

FE analysis and prediction model on cro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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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between measured and predicted 

temperature in drawn wire for multi-pass wire 
drawing 

4.  표면 온도 상승에 의한 잔류응력   

예측모델 

표면 온도 상승에 의한 잔류응력 예측모델을 개

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신선 속도에 대한 성형해석

을 수행하였다. Table 1,2의 해석조건을 사용하였고 

신선 속도는 885, 1885, 2885 mm/s 로 해석하였다.  

Fig. 8 는 신선속도에 따른 최대 표면온도 및 평

형온도와 표면 축방향 잔류응력을 나타낸 것이다. 

신선 속도에 따라 와이어 표면온도는 달라지만, 

평형 온도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표면온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이와 와이어 사

이의 접촉시간과 와이어 내부로의 전달되는 열량

이 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대 표면온도가 높아질수록 인장 잔류응

력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면에 발생

하는 열응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에 따라 표면 온도에 따른 잔류응력 값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 가능하다. 
 

  ( )
3 (1 )

α
σ

ν
⋅ ⋅ ∆

=
⋅ −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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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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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 and the residual 

stress on surface 

5.  다단 신선와이어 잔류응력 측정 

본 연구에서 제시한 와이어 온도상승에 의한 다

단 신선 와이어 축방향 표면 잔류응력 예측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단 신선실험 후 패스

별 와이어의 축방향 표면 잔류응력을 측정하였다. 

시멘타이트 잔류응력은 X-ray 회절 분석으로 측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연구결과의 시멘타이

트 잔류응력 2,000 MPa을 적용하여 고탄소강 펄라

이트의 잔류응력을 계산하였다.(15) 정확한 잔류응

력 측정을 위하여 시편의 길이는 200 mm 이상이

며 중심부에서 측정하였다.(16) 잔류응력 계산을 위

해 페라이트의 잔류응력과 시멘타이트의 잔류응력, 

그리고 시멘타이트 분률을 이용한 다음의 식 (15)

으로 구할 수 있다.(17) 

 

(1 )ij ij ijf fα βσ σ σ= − ⋅ + ⋅                     (15) 

 

온도상승이 축방향 표면 잔류응력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속도를 제어하여 다단 신선 

실험을 수행하였다. 마찰에 의한 온도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0.3 m/s 의 등속도로 다단 신선 

실험을 실시하였고, 표면온도 상승의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해 실공정에서 최종속도 7.67 m/s 로 생산

된 와이어로 잔류응력을 측정하였다. 다단 신선 

실험에서는 온도에 의한 잔류응력 발생이 없다고 

가정하고 실공정에서 생산된 와이어의 잔류응력과 

실험으로 생산된 잔류응력을 온도에 의한 잔류응

력 예측식과 이전연구의 변형에 의한 예측식(18)을 

더한 값과 비교하였다. Fig. 9 에 측정된 잔류응력

과 예측식으로 계산된 잔류응력을 비교하였다. 

측정결과, 실제 공정에서 생산된 와이어의 잔류

응력이 다단 신선 실험으로 생산된 와이어의 잔류

응력보가 큰 값을 가지는 것을 보아 표면 온도 상

승이 표면 잔류응력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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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the axial residual stress between 

the prediction model and the drawing experiment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측식보다는 낮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다단 신선 실험에서도 

작지만 온도구배가 발생하였고 실제 공정에서는 

와이어가 신선 후 드럼에 권취될 때 와이어에 변

형이 가해져 잔류응력이 다소 완화되기 때문이

다.(19)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고탄소

강 다단 신선 와이어의 온도상승에 대한 축방향 

표면 잔류응력 예측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탄소강 신선공정에 대한 탄소

성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표면온도 상승에 대

한 신선 와이어의 축방향 표면 잔류응력을 규명하

였다. 또한 다단 신선공정에 대한 정확한 온도 예

측을 기초로 정량적인 축방향 표면 잔류응력예측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신선 공정 시 마찰에 의하여 표면온도가 급

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다이를 빠져 나온 와이어 

표면 온도는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로 인해 표면 

수축이 발생하고 잔류응력은 급격하게 증가한다. 

(2) 표면 잔류응력의 정량적 예측을 위하여 신

선 시 열 기여율과 다이 통과 후 와이어의 평형 

온도에 대한 예측식을 제안하였다. 

(3) 표면 온도 변화에 따른 패스 별 축방향 표

면 잔류응력 변화를 평가하였다. 표면 최대 온도

와 평형 온도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발생하는 잔

류응력도 증가하게 된다. 이로부터 표면온도 변화

에 따른 열응력과 잔류응력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열응력식을 이용

한 축방향 표면 잔류응력 예측모델을 제안하였다. 

(4) 예측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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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실험 후 X-ray 회절 분석을 통해 잔류응력을 

평가하였다. 실공정에서 생산된 와이어의 잔류응

력이 다단 신선 실험으로 생산된 와이어의 잔류응

력보다 높았다. 이는 표면 온도상승이 표면 잔류

응력상승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측정값보다 

예측값이 다소 높았으며, 이는 실공정 시 와이어

가 드럼에 권취되어 변형을 받아 잔류응력이 감소

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고탄소강 다단 신선 공

정 시 와이어 온도를 정량적으로 예측하여 온도 

상승에 따른 축방향 표면 잔류응력의 예측이 가능

하게 되었으며, 향후 다양한 와이어의 잔류응력 

예측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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