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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최근 풍력발전기술의 개발동향은 대용량화 경, 

량화 및 모델의 다양화 추세이다 현재 주력기종. 

인 급 모델이 급까지 대형화 추1.5~3MW 5~7MW

세이며 국내외 풍력 발전기 업체에서는 개발 완, 

료하였거나 개발 진행 중에 있다 발전용량의 증. 

대로 인해 부품들의 크기와 중량이 증가하고 있

고 원가적인 측면과 너셀의 중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메인샤프트에 큰 구멍이 있는 형태 중공(

형 로 설계되고 주조공법으로 개발되고 있어 기)

존의 구멍이 없는 형태 중실형 의 단조공법은 경( )

쟁력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이 있는 대. 

용량 풍력 메인샤프트 를 제작하기 위(Main 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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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풍력발전기에서 메인 샤프트는 로터허브와 증속기를 연결하는 중요 부품 중 하나이며 주로 자유단

조공법을 통하여 제조된다 하지만 고 급 이상의 메인샤프트는 중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중공형 설. MW

계가 이루어지며 주조공법을 이용하여 제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공형 메인샤프트를 단조공법을 .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제조공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자유단조 공법의 공정설계 방법에 따라 중실형과 . 

중공형 메인샤프트를 제조하기 위한 단조공정을 각각 설계하였다 설계된 공정의 성형가능성을 확인하기 . 

위하여 온도 변형률 속도에 따른 유동응력을 열간압축실험을 통하여 구한 후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 

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단조업계에서 통상 행해지는 중실형 단조공법의 온도 및 변형률 등의 관리인. 

자와 제안된 중공형단조공법의 인자를 비교하여 성형가능성을 예측하였다 시제품 제작을 통하여 중공형 . 

형상을 원소재회수율 내부품질 형상 및 치수 등에서 높은 생산성으로 제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 

Abstract: The main shaft is one of the key components connecting the rotor hub and gear box of a wind power 

generator. Typically, main shafts are manufactured by open die forging method. However, the main shaft for large 

MW class wind generators is designed to be hollow in order to reduce the weight. Additionally, the main shafts are 

manufactured by a casting proces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manufacturing process for hollow main shafts by 

the open die forging method. The design of a forging process for a solid main shaft and hollow shaft was prepared 

by an open die forging process design scheme. Finite element analyses were performed to obtain the flow stress by 

a hot compression test at different temperature and strain rates. The control parameters of each forging process, such 

as temperature and effective strain, were obtained and compared to predict the suitability of the hollow main shaft 

forging process. Finally, high productivity reflecting material utilization ratio, internal quality, shape, and dimension 

was verified by the prototypes manufactured by the proposed forging process for hollow main sha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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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내부에 구멍이 있는 중공형 메인샤프트 제조

공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풍력발전기용 기. 

계요소부품들은 통상 열간 자유단조공정으로 제

조된다 풍력발전기에서 메인샤프트는 과 . Fig. 1

같이 로터허브 의 회전동력을 기어박(Rotor hub) 스

에 전달하는 핵심 기계부품이며 발전기용 (Gear box)

단일 부품 중에서 가장 큰 중량을 차지한다.(1)

 높은 전달하중 능력을 가지는 메인샤프트를 

중공형 제품으로 성형하기 위해서는 자유단조와 

형단조의 복합공정을 통하여 단조품의 중량을 최

소화하여 주조품에 준하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함

과 동시에 높은 내부품질을 구현하여 내구수명 

보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형 단조품에 있어 최종 제품에 가까운 단조 

형상를 위한 얻기 위한 연구는 실험과 해석적인 

방법을 통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수행 되어왔

다.(2~8) 대형단조품의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Fig. 1 Main shaft of wind power generator

Fig. 2 Final machined 3MW class hollow main     
       shaft shape and dimension

는 내부결함은 원소재 내에 잔존하는 공극 및 비

금속 게재물성 결함 대형 제품의 질량 효과에 , 

인한 기계적 특성 미달 공정 설계로 인한 접힘 , 

및 치수 문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대. 

형단조품의 내부품질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로는 

대형 강괴의 공극 압착에 대한 해석 및 실험,(9,10) 

자유 단조 시 하중 금속 유동 응력분포 변형률 , , , 

분포 등을 해석적인 접근법을 통하여 예측한 결

과들이 대표적이다.(11~17)

본 연구에서는 급 풍력발전기용 메인샤프3MW

트 에 대하여 중공형 성형공법 개발을 위(Fig. 2)

해 실험 해석 및 시제품 제작을 수행하였다 단, . 

조공정설계는 중실형과 중공형 샤프트를 생산하

기 위하여 자유단조업계의 설계 방법에 따라 진

행되었다 설계된 단조공정을 해석하기 위하여 . 

원소재 에 대한 고온 압축실험(Casted material) (Hot 

을 수행하여 유동응력을 구하여 compression test)

성형해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또한 중공형 . 제품

의 시제품 제작을 통한 유한요소해석결과를 검증

하였고 중실형과 중공형의 원가 경쟁력 비교를 , 

통하여 제안된 공법의 경제성을 검증하였다. 

신제조 공법 설계2. 

건전한 단강품의 제조를 위해서는 단조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변수들이 있다 그 중에서 주. 

조공정에서 생성된 공극 은 자유단조공정 (Cavity)

동안에 충분한 단조비를 통해 압착을 하여야만 

건전한 제품으로 제조될 수 있다 및 . Lee 

Kwon(9,10)은 열간 자유단조공정 동안에 공극압착

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제작된 소형 잉곳트

의 내부공극을 선 회절분석기로 측정(SCM440) X , 

내부 및 외부공극을 동일하게 모델링을 하여 열

간 업셋팅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공극 압. 

착의 임계한계변형률을 이상이라고 제시하였0.6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최종단조 후 내부공극. 

의 제거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석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급 중공형 메인샤프트를  3MW

제조하기 위하여 중공형 단조공정을 설계하였다. 

에 메인샤프트의 중실형 샤프트 제조방법Table 1

과 중공형 샤프트 제조 방법을  비교하였다 중. 

실형 제조방법은 통상 개별로 주조된 잉고트

( 을 원소재로 사용하여 가열한 후 단련비를 Ingot)

부여하기 위하여 업셋팅과 코깅 작업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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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가열 후 최종 형상을 얻기 위하여 코깅 또. 

는 금형작업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공 샤프트 제조를 위하여 설계된 공정은 잉 

곳트 소재를 이용하여 단련비를 부과하기 위한 

업셋팅을 실시한 후 내경을 성형하기 위하여 피

어싱 공정을 추가하였다 내경이 형성된 제품은 . 

코깅을 실시할 수 없음으로 멘드렐을 이용한 파

이프성형 을 통하여 필요한 형상을 (Pipe forging)

성형한다 재가열을 실시한 후 최종형상을 구현. 

하기 위한 금형과 내경부를 지지하기 위한 멘드

렐을 이용하여 최종 형상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

하였다. 

고온 물성 실험2.1 

본 연구에 사용된 원소재는 일반구조용강에 사

용되는 상당소재 이다 풍력발42CrMo4(SCM440 ) . 

전기용 부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이며 그 , 

밖에도 피치베어링 요 베어링 등에 적용되고 있, 

다 소재가 가지고 있는 고온물성은 금속성분에 . 

따라 다르며 열간 유동응력 을 획득, (Flow stress)

하기 위해 고온압축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편 채. 

취는 동일한 화학성분을 가진 연주재(Round bar)

의 중심부에 위치한 등축정대 부위에서 시험편을 

채취하였고 가공된 시편 사이즈는 이, Ø8 × 10 

다 적용된 실험 조건은 온도. (1000, 1100, 1200, 

변형률 속도 압하율 1250 ), (0.1, 1, 10/sec), 50%℃

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조건 중 0.1/sec 에 대

한 시험결과를 대표적으로 에 도시하였다Fig. 3 . 

측정된 유동응력은 해석 시 적용하였다. 

Table 1 Manufacturing process comparison of solid 
and hollow type main shaft

중실형 단조공정의 해석2.2 

중공형 성형공법에 대한 해석결과의 타당성과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급 메인샤3MW

프트 제품에 대하여 중실형 단조공정을 설계하였

다 설계된 공정은 자유단조업계에서 통상적으로 . 

이루어지는 성형공정으로 단조공정도 와 Table 1( )

같다 의 조건에 따라 해석을 수행하였으. Table 2

며 그 결과는 에 나타내었다, Fig. 4 .

본 해석에 적용된 원소재의 총중량은 42.7ton, 

본체 중량이 인 잉고트를 사용하여 (Body) 32.2ton

공정설계를 하였다 중실형 메인샤프트 공정 설. 

계를 보면 와 같이 단조 전 잉고트의 불건Fig. 4

전부인 압탕 및 저부(Hot top) (Bottom well)를 절

단한 모델을 이용하여 초기 가열온도 1250℃로 업

셋팅 및 단계별로 길이 늘리기 작업(Upsetting) 

을 진행한다 각 공정별 최대 하중을 보(Cogging) . 

면 업셋팅 공정에서 가장 높은 하중이 작용함을 

Table 2 Simulation condition of hollow main 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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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 stress-strain curves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and strain rate by compression  
       test

Temperature
material 1250℃
die 300℃

Press velocity 40mm/sec

Friction coefficient with die 0.8

Heat transfer coefficient
with die 2000W/m2/℃
with air 10W/m2/℃

Upsetting ratio 2.2U

Height reduction per 1 pass during cogging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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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으며 온도 분포는 차 코깅  , 2 공정에서 

최소 온도 가 확인되었다 또한 최종단조 781 . ℃ 

후의 유효 변형률 의 분포(Effective strain) 를 확인

한 결과 임을 알 수 있다6.10 ~ 16.03mm/mm . 

중공형 단조공정의 해석2.3 

에 도시한 중공형 공정순서에 따라 Table 1

급 중공형 메인샤프트 단조공정을 에 3MW Fig. 5

나타내었다 대형 단조품은 원소재가 제조원가의 .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공정 설계에 따라서 50% 

제조원가는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중공형 단조공정은 초기 원소재의 투입

중량을 줄여 재료회수율을 증대시켜 메인샤프트

를 성형함과 동시에 내부 공극 미압착 발생을 억

제하기 위하여 임계한계변형률 이상을 0.6mm/mm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공정에 사용된 잉고트의 총 중량은 32.5ton, 

본체 중량은 이며 중실형과 비교하였을 25.4ton , 

때 의 중량을 감소시켰다 중실형 단조공정9.8ton . 

은 업셋팅 공정까지는 기존 공정과 동일하며 이, 

 

Fig. 4 FE-Analysis results of the solid type forging  
      process

  

Fig. 5 Forging process design for hollow type

후 펀치금형을 사용하여 피어싱 공정을 (Piercing) 

통해 소재의 중심부에 홀을 성형한 다음 멘드렐

를 삽입 후 길이 늘리기 작업을 수행하(Mandrel)

는 것이 큰 차이이다 그 후 금형을 이용하여 플. 

랜지부를 성형하면서 내경부의 치수를 결정하도

록 설계하였다 단조공정과정에서 초기가열을 포. 

함하여 총 번에 걸쳐 로 가열하였고 프3 1250 , ℃ 

레스 속도는 실 공정과 동일한 조건 으40mm/sec 

로 하였다 본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조공정이 . 

파이프 단조 공정으로 중심부(Pipe forging) 의 구

멍으로 인해 내경부 온도가 빠르게 하강함에 따 

라 금형을 각 부위별로 달리 사용하였다 즉 일. 

반적으로 자유단조에서 사용되는 평 다이(Flat 

만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 샤프트 끝die)

단부에서 피쉬테일 로 인해 최종제품의 치(Fishtail)

수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피쉬테일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정

과 위치에 따라 다른 금형을 사용하였다. Fig. 6 

은 파이프 단조 시 사용된 금형 및 단조공정을 

나타내었다.

Fig. 6 Flow chart and used die during pipe        
        forging process 

Fig. 7 FE-Analysis results of the hollow type      
        forg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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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형 단조공정에서 업셋팅은 의 단련비2.2U 

를 가지며 피어싱은 의 펀치로 내경을 성, Ø400 

형한다 그 다음으로 로 재가열한 후 최. 1250℃ 

종 제품의 가공여유 가 되도록 파이프 단100mm 

조를 실시한다 이때 파이프 단조의 성형부 온도. 

가 이하이면 연신율이 낮아짐에 따라 표면 750℃ 

및 내부에 크랙이 발생될 수 있어 이상의 750℃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 후 최종 제품으로 . 

금형을 이용하여 메인샤프트의 플랜지부에 대해

서 형단조를 실시하여 단조를 완료한다 단조 공. 

정 성형성과 온도 및 결함 등을 예측하기 위하여 

소재는 강점소성체 로 다(Rigid visco-plastic model)

이와 펀치는 강체 로 가정하(Rigid body) 고 강점소

성 유한요소법을 적용하였고 상용 해석프로그램인 , 

FORGETM-2011 을 사용하였다. 해석결과 각 공정

별 최대 하중은 업셋팅 피어싱 5,985ton, 2,793ton, 파 

이프 단조 및 최종 단조 으로 5,157ton 5,924ton 

유압 프레스의 능력으로 성형이 가능함을 6,500ton 

확인하였고 성형온도 및 변형률에서 , 결함으로 의

심할 만한 특이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최종적으로 유한요소해석으로 계산된 제품의 

치수를 분석하기위해 과 같이 단조 설계도Fig. 8

Fig. 8 Profile comparison for calculated, forging    
       designed and final machined shape

면 및 최종제품의 형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에서 알 수 있듯이 단조도면 기준 대비 거의 유

사하게 계산되었으며 최종제품 대비 기계가공 , 

시 여유치 를 충분히 확보 가능함을 확인35mm 

하였다 또한 제안된 공정에 따라 성형할 경우 . 

최소 유효 변형률이 이상임으로 대형0.78mm/mm 

단조품에 흔히 나타나는 주조성 내부결함이 잔존

하는 것 또한 제거됨을 예측하였다. 

중실형 단조공정의 검증3. 

시제품 제작3.1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설계된 중공형 메인샤프

트의 단조공정을 검증을 위해 시제품을 제작하였

다 과 같이 각 공정별 제조는 해석결과의 . Fig. 7

기준으로 시제품을 제작하였으며 조건은 (Fig. 9), 

해석과 동일하게 프레스 속도 차 업셋40mm/sec, 1

팅 단조비 차 파이프 공정 시 압하량은 2.2U , 2

길이방향 이동간격은 로 의 100mm 200mm Fig. 6

공정설계에 따라 금형을 적용하였다 에 최. Fig. 10

종 단조된 단강품의 형상을 도시하였다.

Fig. 9 Prototype forging process by suggested      
        forging method

Fig. 10 Final forged hollow main shaft after flange  
       die fo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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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형 메인샤프트의 최종 단조품에 대해 초음

파 탐상검사를 통하여 내 외부에 유해한 결함이 ,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생산성 측면. 

에서도 기존 중실형에 비하여 가열횟수를 회 줄1

여 성형하여도 내부결함을 제어할 수 있는 변형

을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찰3.2 

중실타입과 중공타입의 메인샤프트에 대하여 

단조공정 설계와 유한요소해석을 각각 실시하고 

중공형 제품에 대하여 시제품을 생산하였다.   

제작된 단조품의 치수 및 내 외부 결함에 대해, 

도 육안 및 초음파 탐상검사 등을 통하여 검증하

였다 또한 와 의 제조공정 및 최종. Fig. 9 Fi.g. 10

단조품을 통하여 해석 결과와 실작업 공정이 동

일하게 변형됨을 확인할 수 있어 제안공정의 생

산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중공형 제품의 단조공정의 개발은 메인샤프트

가 대형화됨에 따라 주조공법에 상당하는 원가경

쟁력을 가지기 위함이다 제안된 중공형 단조공. 

법을 원가적인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비교한 결과

를 에 나타내었다 중공형 공법은 중실Table 3 . 형 

에 비해 원소재 투입 중량 감소 재료회수율 26% , 

약 증대 단조공정 동안 가열 횟수가 기존6.7% , 

공정 대비 회 감소되었다 전체적인 생산원가는 1 . 

원소재 비용이 절감에 따라 정도 감소함을 26% 

알 수가 있다 이때 내경이 성형됨에 따른 가공 . 

시간 감소 중량 감소에 따른 단조 가열시간 및 , 

열처리 가열시간 감소 등은 원가비교에 고려하지 

않았다. 

Table 3 Cost analysis for forging processes

Solid type Hollow type Effect  

Material 

utilization 

ratio

21.54% 28.30% 6.7% 

Raw material 

weight 

(1,100krw/kg)

42,700kg

46,970,000krw

32,500kg

35,750,000krw
26% 

Final forged 

weight
32.87ton 25.47ton 23% 

Manufacturing 

costs 
100%   74%   26%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풍력발전기용 급 중공형  3MW

메인샤프트에 대하여 경제성과 생산성을 향상시

킨 단조공법을 제안하였으며, 공법의 타당성을 

검증을 위해 유한요소해석과 시제품 제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공정설계와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통하여 중(1) 

공형 단조공정은 중실형 공정에 비하여 가열횟수

를 회 줄였음에도 유효 변형률이 주조공정에서 1

생성된 내부결함이 제거되기 위한 한계 유효 변

형률 이상임을 확인하였다0.6mm/mm .  

제안된 공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시제품 (2) 

기를 제작하여 표면결함 내부 결함 및 치수 부2 , 

족에 의한 결함 및 단조품의 치수가 유한요소해

석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중공형 성형공법을  이용할 경우 원소재 투(3) 

입량을 절감할 수 있으며 원가절감을 통해 26% , 

기존 단조공정 및 주조품에 비해 원가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정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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