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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scribes the cold stamping process design procedure to secure the formability and dimensional accuracy of 

the automotive structural component fabricated by 1.5GPa grade ultra-high strength steel sheet. The target product is 

selected as the front side rear lower member which is the most important energy absorption part in the frontal impact 

condition. To secure the product quality, an intermediate product shape is added while considering the low elongation and 

high strength characteristics of 1470Mart. The sequential optimization procedure of the intermediate product shape, the fine 

dimensional quality is then achieved without any crack or wrinkling. The cold stamping method with ultra-high strength 

steel sheets is validated by conducting the die tryout of the front side rear lower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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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친환경차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충돌안전성 및 

경량화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초고강도 강판(Ultra-

High Strength Steel, UHSS)의 적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차체 부품의 초고강도 특성 확보를 위하여 성

형성 및 형상정밀도 확보가 용이한 열간성형을 우

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원가절감을 달성하기 위

하여 냉간성형을 통한 초고강도 부품 개발 관련 연

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1-4]. 

냉간성형에 의한 초고강도 부품 개발은 열간성형대

비 성형성과 형상정밀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열간

성형용 강판과 동일 강도의 냉간성형용 강판은 대부

분 연신율이 8% 이하 수준으로 기존 성형공법을 그

대로 적용할 경우, 파단(Crack)과 주름(Wrinkling)을 동

시에 제어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탄성복원의 급격한 

증가로 스프링백(Spring-back)이 매우 크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벽부휨(Wall curl)이 쉽게 발생하기 때

문에 최종 치수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냉간성형용 초고강도 강판을 적용한 차체부품의 성형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성형성 및 스프링백을 동시에 

제어하기 위한 공정설계 기법 고도화가 필요하다[5-7]. 

본 논문에서는 1.5GPa 급 초고강도 강판을 이용한 

Front Side Rear Lower Member 부품 개발을 위하여 성

형성 및 스프링백 품질 확보를 위한 성형공정 설계 

기법을 연구한다. 대상 소재는 마르텐사이트 조직으

로 구성된 1.5GPa 급 초고강도 냉간성형용 강판인 

1470Mart 강이다. 수치해석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1470Mart 1.0t 소재의 이방성 및 인장-압축 경화거동

을 고려한 물성모델을 사용하였다. 1.5GPa급 소재의 

난성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품의 변형분포 분산

을 목적으로 중간형상을 추가한 2단 성형공정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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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였다. 중간형상 설계를 수정함으로써 최종 부품

의 파단, 주름, 스프링백을 순차적으로 개선하였으

며, 최종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통하여 제안한 설계 

기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2. 개발부품 선정 

 

초고강도 강판은 차체 구조부재의 경량화 및 충

돌성능 향상을 위하여 주로 적용된다. 정면충돌 및 

스몰오버랩 충돌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Front Side 

Module 의 고강도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1.5GPa 급 냉간성형 공정 연구를 위하여 Fig. 

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Front Side Module 의 핵심부

품인 Front Side Rear Lower Member를 개발 대상 부

품으로 선정하였다. 기존에는 980DP 1.4t 소재가 적

용되어 있으며, 충돌성능 향상 및 경량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1470Mart 1.0t 소재로 대체한다. 

 

 

Fig. 1 3D Modeling of the front side module and front  

side rear lower member 

 

3. 공정분할 성형공정 설계 

 

소재의 연신율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발대상 부품은 비교적 큰 성형

깊이를 갖는 제품으로 980DP 소재의 변형 한계에 

최적화되어 설계된 상태이다. 따라서 고강도화로 인

하여 소재의 연신율이 저하될 경우 성형성 확보가 

매우 곤란하다. 또한 소재 고강도화에 따른 급격한 

스프링백 증가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형성 및 스프링백 불량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하여 Fig. 2 와 같이 최종제품에

서 형상을 완화하여 1 공정 예비형상(Step-1 Draw)을 

제안하였다. 이후 2 공정 포밍 공법(Step-2 Form)을 

통하여 최종 부품형상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분할하였다. 이와 같은 공정분할 방법을 통하여 변

형 집중을 분산함으로써 성형성의 확보가 가능하며, 

부품 형상의 순차적 성형 및 스트레칭 부가를 통하

여 최종 제품의 치수정밀도를 개선할 수 있다.  

 

 

Fig. 2 Sheet metal forming process for securing the 

       formability and dimensional accuracy of the 

front side rear lower member 

 

4. 수치해석모델 구성 
 

Front Side Rear Lower Member 성형공정의 성형성 

및 스프링백 평가를 위하여 수치해석모델을 구성하

였다. 수치해석모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이방성 

및 비선형 경화거동을 고려한 물성모델을 적용한다. 

구성된 수치해석모델을 활용하여 성형품질 확보를 

위한 금형면 설계 최적화를 수행한다. 

 

4.1 성형해석용 물성 
성형성 및 스프링백 예측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1470Mart 1.0t 소재의 방향별 인

장시험을 통한 이방성 물성과 인장-압축시험을 통한 

비선형 경화거동 물성을 사용하였다. 또한 성형한계 

평가를 위하여 FLD 시험에 의한 성형한계선을 사용

하였다. 인장시험은 MTS810, 인장-압축시험은 판재 

인장압축시험기, FLD 시험은 만능성형성평가장치로 

각각 수행하였다. 이때 인장시험과 FLD 시험의 변

형률은 ARAMIS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인장-압축시험의 변형률은 레이저연신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3 은 각 물성평가에 활용한 시험장

비를 제시한 것이다. 인장시험과 FLD 시험은 각각 

ASTM-E8M Subsize 규격시편과 ISO 규격시편을 사

용하였다. 인장압축시험은 Fig. 3(c)에 제시한 바와 

같이 좌굴 방지가 가능한 dog-bone 시편 형상을 사



238  남성우 · 배기현  

 

용하였다. 인장 및 인장압축 시험은 준정적 변형률 

속도(0.003 /sec)에서 수행하였다. Fig. 4에는 1470Mart 

1.0t 소재의 물성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물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Hill’s 48 항복함수와 Yoshida-

Uemori 경화식을 이용하여 성형해석용 물성모델을 

구성하였다. 성형해석 시 네킹 이후의 유동응력은 

Yoshida-Uemori 모델에서 산출된 값이 적용된다. 

Table 1 은 방향별 인장시험을 통한 기계적 물성을 

제시하였으며, Table 2 에는 성형해석용 물성모델의 

계수를 제시하였다. 

 

   

(a)   (b) 

 

(c) 

Fig. 3 Material testing equipments: (a) Tension; (b) 

       FLD; (c) Tension-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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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Fig. 4 Material test results: (a) Tension; (b) FLD; (c) 

       Tension-Compression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1470Mart 1.0t 

according to the loading angle from the rolling 

direction 

Angle εu [%] εf [%] σy [MPa] σt [MPa] r-value 

0(RD) 5.14 8.22 1211.6 1509.1 0.874 

45(DD) 4.94 7.38 1200.0 1516.9 0.861 

90(TD) 4.92 7.10 1198.7 1524.6 0.859 

 

Table 2 Coefficients of the Hill’s48 and Yoshida-Uemori                      

model for the sheet metal forming simulation 

B [GPa] Y [GPa] C1 C2 

1.250 1.050 800 600 

m Rsat [GPa] b [GPa] h 

30 0.350 0.200 0.1 

E0 [GPa] Ea [GPa] ξ - 

200 0 0 - 

 

4.2 유한요소 모델링 및 해석조건 
공정분할 성형공정의 수치해석을 위하여 유한요

소 모델링을 수행하고 공정조건을 적용하였다. 성형

해석은 PAM-STAMP 2019 프로그램에서 수행하였다. 

판재는 쉘요소로 분할하였으며, 금형면은 강체로 모

델링하였다. 각 공정의 유한요소모델은 Fig. 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재에는 요소 세분화 기법을 적용

하여 최소 요소크기를 1.0 mm 로 설정하였으며, 두

께 방향으로 5 개의 적분점을 부가하였다. 1 공정의 

판재가압력은 120 톤으로 부가하였으며, 마찰계수는 

0.15 로 설정하였다. 유한요소모델 및 해석조건을 바

탕으로 Front Side Rear Lower Member의 성형해석을 

수행하고, 성형성 및 스프링백을 개선하기 위한 성

형공정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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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형공정 최적화 

 

5.1 크랙 및 주름 개선 

초기 성형공정 설계안에 대한 성형성 분석을 위

하여 성형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5는 1공정 성형성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해석 결과를 확인해보면, 부

품 중앙부에서 크랙이 예측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

에 플랜지부에서 주름발생 경향이 확인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품 우측단의 드로잉 깊이를 151 

mm 에서 123 mm 로 완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단면 

측벽 각도를 144 도에서 165 도로 수정하고 곡률부 

형상도 크게 완화하였다. Fig. 6 는 크랙 및 주름 개

선을 위한 1 공정 예비형상 수정사항을 도시한 것이

다. 수정 설계안에 대하여 성형해석을 수행한 결과, 

Fig. 7 과 같이 크랙 및 주름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스프링백 발생으로 플랜지

부에서 최대 ±0.5mm 이상의 치수편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벽부 휨 현상을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종 

치수정밀도 확보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

수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예비형상 수정 

및 금형면 보정을 통한 스프링백 개선 작업을 수행

하였다. 

 

 

 

 

Fig. 5 Simulation result of the two-stage forming 

       operations for the initial design 

 

 

 

Fig. 6 Shape modification of intermediate shape(OP10) 

for the formability improvement 

 
 

 

 

Fig. 7 Simulation result of the two-stage forming 

operations with the modified design in order to 

improve the formability 

 

5.2 스프링백 개선 
측벽부 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1공정 제품형

상 수정을 수행하였으며, 최종 제품형상 확보를 위

하여 2공정 금형면 보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Fig. 8은 

1, 2공정의 금형면 수정 결과를 보여준다. 수정 금형

면을 이용한 성형해석 결과를 Fig. 9에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OP10에서 벽부휨 방지를 위한 금형면 형

상 최적설계를 진행한 후 OP20의 금형면 보정 작업

을 진행하게 되면 ± 0.5 mm 이내로 최종 제품의 치

수정밀도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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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hape modification of the tool surface shape for 

the spring-back improvement 

 

 

Fig. 9 Simulation result of the two-stage forming 

operations with the modified design in order to 

improve the spring-back 

 

5.3 시제품 검증 
성형해석을 통하여 확보한 최종 금형형상 및 공

정조건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 T/O를 수행하였

다. Fig. 10는 제작된 공정별 금형을 형상을 보여준다. 

제작된 금형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한 결과, Fig. 

11과 같이 파단 및 주름과 같은 성형성에 문제가 없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품의 최종 치수정밀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품 스캐닝 작업을 수행하였다. 

Fig. 12와 같이 제품설계와 성형제품의 치수편차를 

확인해본 결과, ± 0.5 mm 이내 수준의 치수정밀도 확

보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드로잉 

공정과 포밍 공정을 이용한 공정분할, 예비형상의 

설계 최적화, 금형면 보정을 이용한 성형공정 설계

기법을 통하여 냉간성형을 통한 1.5GPa급 초고강도 

차체 부품 양산개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a) 

 

(b) 

Fig. 10 Stamping dies to manufacture the front side rear 

lower member: (a) Step-1; (b) Step-2 

 

 

 

 

 

Fig. 11 Stamping result of front side rear lower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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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Dimensional accuracy of the stamped part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1.5GPa급 초고강도 강판의 난성형

성을 극복하기 위한 차체 구조부품 냉간성형 공정 

설계기법을 제시하였다.  

(1) 성형공정 분할을 통하여 변형량을 분산시킴으

로써 1470Mart강의 저연신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2) 중간형상 설계최적화를 통하여 파단 및 주름

의 제어가 가능하며, 추가적인 금형면 보정작업을 

통하여 양산제품 요구 수준의 치수정밀도를 확보가 

가능하였다.  

(3) 제안한 설계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차체 구

조부품의 저원가/고품질 양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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