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성가공학회
창 립 30 주 년 기 념 학 술 대 회
초 록 집
국 제 학 술 대 회 /국 내 학 술 대 회
◎ 일시 : 2021 년 11 월 24 일(수)~ 26 일(금)
◎ 장소 : 파크하얏트호텔 부산
◎ 주최 : 한국소성가공학회

총회,기념식,초청강연회 제 1 발표회장
2021. 11. 24(수)
14:20~14:50

총 회

2층 볼룸1

14:50~15:20

창립30주년 기념식

2층 볼룸1

17:10~19:00

창립30주년 기념 초청강연회

1층 살롱

양동열 (KAIST 명예교수)
자동차경량화를 위한 차체설계기술혁신
박찬경 (포항공과대 나노융합기술원 연구교수)
APT & Total Analytical Solution Tools for Materials Research
이정환 (한국재료연구원 원장)
탄소 중립을 산업 발전의 기회로
19:00~

만 찬

2층 볼룸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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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학술대회 제 2 발표회장
▷▶33층

2021. 11. 24(수)

드로잉룸

❍ 특별세션- 민수 항공기 엔진용 Ni합금, 기체용 Ti합금 소재부품 제조기술 개발
좌 장 : 신정호(세아창원특수강)

(14:30~18:00)
14:30~14:40
14:40~15:20
15:20~15:35
15:35~16:15
16:15~16:30
16:30~16:45
16:45~17:00
17:00~17:15
17:15~17:30

개회사

신정호(세아창원특수강)

항공 및 발전용 니켈기 초내열합금 이론과
응용
항공기 엔진 부품용 Ni합금 설계, 잉곳 및
주조기술 개발
Ti-6Al-4V 합금 제조 및 기계적 특성

홍현욱*(창원대)
송영석*(세아창원특수강),우한별,강경무,손인수,이재현,
박정선
박찬희*(KIMS)

항공 기체 구조 재료용 Ti-6Al-4V 합금의 열간
단조 공정에 대한 연구
Ti-6Al-4V 합금 후물 판재 제조를 위한
열간압연 조건
Ti-6Al-4V 합금의 광폭 후판 제조 연구

안재영*(세아창원특수강),최상민,김대현
김지수*(포스코),최가영
최미선*(RIST),이현석

항공규격 만족 광폭 Ti-6Al-4V합금판재의
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항공기용 Ti-6Al-4V 합금의 적합성 검증을 위한
시험 방법 최적화

김정한*(한밭대),마흐디,정기조,최미선,이현석
손진일*(데스코㈜),은성진,마태동

17:30~17:45

항공 소재국산화 추진 및 물성 개발방안

김예진*(한국항공우주산업)

17:45~18:00

1.5m급 복잡형상 Ti합금 부품 열간성형/
초소성성형/확산접합 복합공정기술 개발

박준수*(삼우금속공업㈜)

* 구두발표자는 개인용 노트북 지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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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학술대회 제 1 발표회장
▷▶

2021. 11. 25(목)

1층 살롱2

❍ 일반발표- 단조
좌 장 : 이창환(과기대)

(9:00~10:45)
9:00~9:15

고변형률 영역 유동응력곡선 평가

9:15~9:30

GISSMO 를 활용한 방사성 폐기물 운반용기 볼트 손상 물성 획
득

9:30~9:45

A230 소재에 대한 고온변형에서의 유동응력 및 동적재결
정 거동 예측

이성민*(생기원),이상곤,이인규,이성윤,황선
광,박동용,문영훈
구본준*(공주대), Felix Rickhey,임종민,홍석
무
유제용*(KIMS),문인용,이호원,김지훈,강성
훈

9:45~10:00

일반화된 C-m 모델을 이용한 재료의 거시적 특성 의 획득

김민철*(㈜엠에프알씨),전만수

10:00~10:15

항복비제어강의 냉간단조 공정 적용을 위한 공정설계 및
단조품 특성 분석

10:15~10:30

마그네슘 열간단조 중 미세구조 변화의 실용적 예측

10:30~10:45

피로한계선도를 이용한 다단 냉간 단조 공정에서의 금형의
피로 수명 예측

강현준*(KIMS),성상규,윤은유,배성준,우영
윤,이상용,이영선
유재동* (㈜엠에프알씨), Mohd Kaswandee
Razali,정석환,전만수
조성민*(서울과기대),최호진,임호준,이상길,
이창환,전만수,정완진

10:45~11:00

Coffee Break

❍ 일반발표- 단조
좌 장 : 오영석(KIMS)

(11:00~12:15)
11:00~11:15
11:15~11:30
11:30~11:45
11:45~12:00
12:00~12:15

다단자동냉간단조의 전단 공정에서 전단속도의 영향에 관
한 해석적 연구
음향방출 모니터링 기술을 이용한 20MnTiB의 3점 굽힘실
험에서 발생하는 균열 측정
다축대각단조(MADF) 가공한 Al, Cu, IF steel, Mg의 미세조직
및 집합조직에 대한 연구
Ni-Fe계 초내열 합금의 열처리 조건에 따른 원소재와 열간
형단조품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분석
마그네슘 재료의 유동특성

변종복*(경상국립대),김광민,이광희,전만수
하민규*(KIMS),김지훈,김상우
정효태*(강릉원주대),정도헌,조유연,권상철,
김순태,이철우,김민성,김정균,이성,최시훈
성상규*(KIMS),강현준,이영선,이상용,윤은
유
유재동*(㈜엠에프알씨),김응주,전만수

점

12:15~13:00

* 구두발표자는 개인용 노트북 지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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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추계학술대회 제 1 발표회장
▷▶ 1층

2021. 11. 25(목)

살롱2

❍ 특별세션- 전략구조소재 신공정 설계
좌 장 : 김주영(UNIST)

(13:00~14:50)
13:00~13:10
13:10~13:30
13:30~13:50
13:50~14:10
14:10~14:30
14:30~14:50

전략구조소재 신공정 설계 연구센터 소개

한흥남*(서울대)

전류유기 키네틱활성화에 기반한 하이브리드 공정기술 소
개
구조 변형과 포논 성질에 미치는 전하 효과: 제일 원리 연
구

한흥남*(서울대)
권영균*(경희대),

급속 확산 접합을 통한 이종소재 접합 연구

홍성태*(울산대),강지원,장승위

in-situ 압축 실험에서 전자빔 조사에 따른 실리카 나노구조
체의 소성 변형 거동 변화
에어로졸 증착에 의하여 성장한 치밀한 알루미나 막의 비
고전적 결정화

팽정인*(서울대),강성규,정원석,한승우,
한흥남,최인석

14:50~15:00

황농문*(서울대),이수빈,박종환

Coffee Break

❍ 특별세션- 전략구조소재 신공정 설계
좌 장 : 장재일(한양대)

(15:00~16:20)
15:00~15:20

다양한 전산모사를 이용한 Al, Mg 합금의 표면 질화 연구

이혁모*(KAIST),최정우,유재영

15:20~15:40

삼차원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설계 플랫폼 개발

유웅열*(서울대),

15:40~16:00

고인성 BCC 하이엔트로피 합금 개발 소개

류호진*(KAIST), Muhammad Akmal

16:00~16:20

TBC 코팅의 고온산화 예측모델 개발

정인호*(서울대),황다원

16:20~16:30

Coffee Break

❍ 특별세션- 전략구조소재 신공정 설계
좌 장 : 홍성태(울산대)

(16:30~18:00)
16:30~16:50

첨단구조소재의 나노역학 응용 연구

김주영*(UNIST),

16:50~17:10

나노압입시험을 이용한 전략구조소재 연구

장재일*(한양대)

17:10~17:30

차원축소 기법을 이용한 데이타 분석

김미영*(서울대),류진석

17:30~17:50

연속압입시험 및 이미지상관기법을 활용한 비등방 물성 평
가

김영천*(안동대),

17:50~18:00

토 론

* 구두발표자는 개인용 노트북 지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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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학술대회 제 2 발표회장
▷▶

2021. 11. 25(목)

1층 살롱1

❍ 일반발표- 기업홍보, 박판성형
좌 장 : 김지훈(부산대)

(9:10~10:30)
9:10~9:30

CAE를 활용한 재료 성형 및 가공 평가 방법 소개

김두찬*(㈜태성에스엔이)

9:30~9:45

알루미늄 3102 박판의 성형성: 시뮬레이션과 실험 검증

이건영*(KIMS),조재형

9:45~10:00

비도금 핫스템핑 강판의 분위기 제어조건에 따른 산화층
및 표면개질 분석

10:00~10:15

PEM 연료전지용 금속 분리판의 다단 성형 공정 설계

10:15~10:30

프레스 드로잉 공정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쿠션시스템
에너지 회생에 관한 연구

이지호*(생기원),박남수,이종섭,송정한,진
홍교,배기현
이대호*(울산대), Minh Tien Tran,이호원,김
동규
김동옥*(한국자동차연구원),이용욱,한창수,
정경근,김용태

10:30~10:45

Coffee Break

❍ 일반발표- 박판성형, 금형가공
좌 장 : 이진우(KIMS)

(10:45~11:45)
10:45~11:00
11:00~11:15

CFRP 적층 배열 최적화에서 심층신경망과 유전자 알고리
즘 비교
왜곡 경화 모델의 계수 결정을 위한 최적의 실험 절차 조
사 및 검증

11:15~11:30

Recurrence Plot을 이용한 프레스 성형 불량 감지기법 연구

11:30~11:45

금속-플라스틱 하이브리드 기반 복합 튜브의 나사형 결합
점

12:00~13:00

이혁로*(부산대),류재창,정철영,고대철
김지민*(포항공과대), Frédéric Barlat,
김진환
장인제*(생기원),송정한,이종섭,박남수,이
상아,남성우,배기현
한상욱*(KIMS),김대용,문영훈

심

❍ 일반발표- 압출 및 인발, 압연
좌 장 : 강지현(영남대)

(13:00~14:00)
13:00~13:15

Mg분말압축방법을 이용한 초전도 MgB2 선재 제작

13:15~13:30

성형하중과 손상값을 고려한 인발금형 설계에 관한 연구

13:30~13:45
13:45~14:00

Fine metal mask용 Fe-Ni 인바합금 극박 소재의 냉간 사상
압연 공정 유한 요소 해석
니켈 825 합금과 API X65 압연 클래드 강판의 접합 계면
관찰

14:00~14:15

Coffee Break

* 구두발표자는 개인용 노트북 지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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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현*(KIMS),오영석,장세훈,문영훈,강성
훈
박종수*(중원대),김유빈,김승우,강종훈,류
기봉
조성현*(KIMS),박성진,정재면,이호원
이현석*(RIST)

추계학술대회 제 2 발표회장
▷▶

2021. 11. 25(목)

1층 살롱1

❍ 특별세션- 항공용 Ti합금 부품 생태계 구축을 위한 소재 부품 개발
좌 장 : 최정묵(㈜진합)

(14:15~16:15)
14:15~14:30

온간 단조/전조 성형공법을 적용한 항공용 Ti합금볼트의
NAS 요구도 만족을 위한 공정 최적화 연구

최정묵*(㈜진합),곽희만,조은빈,금상원,양원
철

14:30~14:45

온간단조 온도 범위에서 Ti-6Al-4V의 Ti 합금의 유동특성

지수민*(경상국립대),전만수

14:45~15:00

항공용 체결부품의 기계적 시험 및 인정 획득

박재현*(RIST),박상혁,최정묵

Ti합금 볼트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전기화학적 물성에 관한
연구
항공엔진 적용을 위한 AMS4928 항공규격상당 Ti-6Al-4V
단조재 및 1,000㎜급 원형 단조부품 제조기술개발

조훈휘*(한밭대),이효주, Sam Yaw Anaman,
구용민,최정묵

15:30~15:45

초음파 검사를 통한 타이타늄 소재 물성 평가 연구

최영원*(성균관대)

15:45~16:00

AMS4928 항공규격 상당 Ti-6Al-4V 단조재의 재료허용치
개발을 위한 물성 평가

손진일*(데스코),김효진,최재원

16:00~16:15

항공용 Ti-6Al-4V 노즐부품의 단조공정설계

이정민*(생기원)

15:00~15:15
15:15~15:30

16:15~16:30

황정민*(㈜케이피씨엠),이기영,주경준

Coffee Break

❍ 특별세션- 고내식성 마이크로튜브 미세압출기술 개발
좌 장 : 최호준(생기원)

(16:30~18:00)
16:30~16:45
16:45~17:00
17:00~17:15
17:15~17:30
17:30~17:45
17:45~18:00

Mn함량이 Al-Mn합금 납작관의 부식저항성 및 압출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강도 알루미늄 냉동공조 부품의 압출 금형 코팅에 대한
연구
Modified Al3102 (Al-Mn) 합금의 미세조직 및 고온 소성 변
형 거동
금형 냉각 시스템이 적용된 알루미늄 압출 공정 해석
단일 합금 타겟을 사용하여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에 의해
증착된 Al-Cr-Fe-Ti-N 코팅의 특성 연구
M/C TUBE 생산을 위한 압출 금형 냉각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 구두발표자는 개인용 노트북 지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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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흥렬*(대한공조),전영호,김우성,이승철
원종구*(에스에스테크),신태규,김희수
강태훈*(인하대),황원구,최호준,신영철,노흥
렬,이기안
신영철*(생기원),정믿음,강경필,최호준,이경
훈
박현준*(생기원,인하대),안기원,김수빈,문경
일,김상섭
배성환*(㈜선우엔지니어링),최선묵,현승균,
신영철

추계학술대회 제 3 발표회장
▷▶33층

2021. 11. 25(목)

드로잉룸

❍ 일반발표- 일반금속가공, 경량금속
좌 장 : 정영웅(창원대)

(13:00~14:45)
13:00~13:15
13:15~13:30
13:30~13:45
13:45~14:00
14:00~14:15
14:15~14:30
14:30~14:45

고압 비틀림 공정에 의해 가공된 나노결정 Fe-Mn-Al-C 강
의 미세구조 변화 및 기계적 특성
안정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인장거동에 미치
는 질소 함량의 영향
표면 강소성 가공 기술에 위한 볼 스크류의 기계적 특성
및 피로수명 향상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드로잉과 전자기 성형 공정 비교
및 성형성 분석
Vaporizing Foil Actuator Welding을 적용한 CFRP-알루미늄 간
이종소재 접합공정
액중 방전 성형의 인공신경망 기법을 적용한 동적 물성
역추정
Machine vision을 활용한 재료 변형 측정 기술 개발

14:45~15:00

장경현*(포항공과대),김재남,이학현,이태
경,김형섭,이종수
김재명*(영남대),강지현,김성준
Ruslan Karimbaev*(선문대),편영식,
Auezhan Amanov
임미래*(부산대),송윤준,최이천,김정
정유형*(한양대),김형규,이원주,윤종헌
변한비*(부산대),김 정
목은빈*(서울과기대),한채림,정완진,이창
환

Coffee Break

❍ 일반발표- 일반금속가공, 경량금속
좌 장 : 조재형(KIMS)

(15:00~16:15)
15:00~15:15
15:15~15:30

선택적 레이저 용융법으로 제조된 AlSi10Mg 합금의 공정
변수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와 기계적 물성 상관 관계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한 DED 공정으로 SCM440 기저부에
적층된 G6 강의 열-기계 특성 연구

15:30~15:45

인바합금의 미세조직에 따른 에칭 거동

15:45~16:00

열처리에 따른 IN706 합금의 소성변형불안정성

16:00~16:15

항공엔진용 소재의 Shot peening 피로특성 평가

16:15~16:30

최연택*(포항공과대),김은성,안성열,정상
국,김형섭
Aliyev Alissultan*(조선대),이광규,안동규
박성진*(KIMS),조성현,문영훈,이호원,정재
면
김정기*(경상국립대),김효건,박해돈,오호
준,배효주,성효경,설재복,윤은유,김상식
주영규*(한화에어로스페이스),손명숙,안성
철,손인수,안종기

Coffee Break

❍ 특별세션(Closed Session)- D-ENG 기반 뿌리산업 기술지원
(16:30~17:45) 사전 신청자에 한해 입장가능

좌 장 : 김명일(KISTI )

16:30~16:45

D-ENG 기반 뿌리산업 구축 장비 연계 활용 및 기술지원
활성화 방안

김명일*(KISTI)

16:45~17:00

기술지원: 뿌리기업 공정 M&S (소성가공 사례중심으로)

허태상*(KISTI)

17:00~17:15

뿌리기업 플랫폼 구축 및 협의체 활성화 방안

송국호*(대전테크노파크)

17:15~17:30

D-ENG 기반 뿌리기업 맞춤형 교육 운영 방안

김대기*(한밭대)

17:30~17:45

뿌리산업의 디지털 엔지니어링 현황과 과제

김재성*(한밭대)

* 구두발표자는 개인용 노트북 지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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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학술대회 제 1 발표회장 - 포스터 발표 I
※ 포스터 발표자는 정해진 시간에 포스터판 앞에 위치하여 주십시오.(포스터 각 3분씩 발표를 진행하며, 발표논문을 심사합니다.)

※ 포스터판 사이즈 : 가로 1m×세로 2m (논문 1편당 1개), 포스터는 발표자가 준비합니다. (투명테이프, 압정 등 지참요)

11월26일(금) 2층 볼룸 (09:30~11:00)

09:30~11:00

좌 장 고영건(영남대))

P 01

초고강도강판의 전단가공 특성 평가에 관한 연구

송재선*(대구기계부품연구원),윤국태,전강국,
박춘달

P 02

TWIP강을 적용한 차량용 일체형 프론트 로어 암 개발

박종규*(㈜화신),최현준,김병년

P 03

TWIP강을 적용한 차량용 프론트 크로스 멤버 개발

박종규*(㈜화신),김병년

P 04

핫스탬핑 금형의 형상 적응형 냉각채널 구현기술 연구

홍명표*(생기원)

P 05

알루미늄 판재성형 적용 프론트 크로스 멤버 개발

박종규*(㈜화신),김병년

P 06

드로우 성형성 향상을 위한 서보프레스 응용연구

송재선*(대구기계부품연구원),윤국태,박춘달,
김용환

P 07

Al7050 합금의 인장-압축거동과 성형성 간 상관관계

배동화*(경상국립대),오주희,정찬욱,김정기

P 08

자율주행 자동차용 전동회전시트 하부회전판의 냉간다
단 프레스성형에 관한 연구

P 09

Al6014 판재의 U벤딩 성형 스프링백 특성 연구

권태하*(대구기계부품연구원),서창희,오상균,
전효원,김환태
김상훈*(㈜화신), Duy Tung Do,박종규,김진재,
김영석

P 10

자동차용 섀시 부품의 버링 공정 변수 최적화

Duy Tung Do*(㈜화신),김상훈,박종규;김영석

고압비틀림공정 처리된 Al7068 합금의 기계적 특성 및
미세조직 변화
수치해석을 통한 신선 와이어 잔류응력 저감에 관한 연
구
DED 기술을 이용한 Hastelloy X 의 후 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변화
Fe-Cr-Ni-Al 중엔트로피(Medium Entropy) 합금의 미세조
직 및 고온 기계적 특성
Incoloy 901 소재의 DED(Direct Energy Deposition) 공정
최적화 연구

오주희*(경상국립대),손수정,김형섭,설재복,성
효경,김정기
이성민*(생기원),이상곤,이인규,이성윤,정명
식,차경제,문영훈

P 16

실험계획법을 활용한 방산부품 적층 최적공정 설계

송진영*(경남대),이시헌,강재관,김채환

P 17

변속기용 시프트 포크 제조공정 설계 및 성형해석

P 18

역구배 금형의 피로수명 예측 신뢰성 향상에 관한 연구

P 19

파이프 다단 성형 경량 볼 조인트 개발

백승걸*(㈜화신),박종규

P 20

DED 공정을 이용한 AISI1045 단일 비드 적층시 이송
속도가 적층 특성과 잔류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

양지완*(조선대),이광규,안동규

P 21

스테인리스강판의 마찰특성 평가

P 11
P 12
P 13
P 14
P 15

P 22
P 23

예압이 부하된 초경 다이 인서트의 냉간 단조 공정 적
용 시 파손 가능 영역 평가
FRP 소재의 열간 성형시 거동 분석을 통한 모터하우징
개발

이윤선*(생기원)
황유진*(인하대),나영상,임가람,이기안
이윤선*(생기원),홍명표,박동용,송혜진,이호진

조아라*(생기원),안지섭,오철환,이인규,차경
제,문영훈,황선광
이인규*(생기원),이상곤,이성윤,이성민,조아
라,정명식,황선광,김경률

이재동*(대구기계부품연구원),전강국,박춘달,
윤국태,송재선
류성현*(생기원),조무근,정헌영,김경일,이광
희,조규섭,노우람
이철환*(디케이솔루션),서명관,강용기,김상현,
김동규
이철환*(디케이솔루션),서명관,김동규,김상현,
강용기
안성열*(포항공과대), G.M. Karthik,P. Asghari
-Rad, S. Praveen, A. Zargaran,김은성,김택수,김
형섭

P 24

FRP 소재의 열간 성형시 거동 분석을 통한 보빈 개발

P 25

HPT를 이용한 CoCrFeMnCi-Inconel 718 복합재 제작

P 26

기계학습을 사용한 클래드 판재의 기계적 특성 예측

김수빈*(인하대),강현우,이창선

P 27

Ti/Ai/Ti 3-ply 다층금속 판재 제조 및 접합강도 향상을
위한 최적 후열처리 조건 도출

김민호*(KIMS),성진영,봉혁종,이광석,김지훈

P 28

SM490A 강종의 노치형상에 따른 저온인성에 대한 연구

임종호*(순천제일대),이진용,김태경,최정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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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학술대회 제 1 발표회장 - 포스터 발표 II
※ 포스터 발표자는 정해진 시간에 포스터판 앞에 위치하여 주십시오.(포스터 각 3분씩 발표를 진행하며, 발표논문을 심사합니다.)

※ 포스터판 사이즈 : 가로 1m×세로 2m (논문 1편당 1개), 포스터는 발표자가 준비합니다. (투명테이프, 압정 등 지참요)

11월26일(금) 2층 볼룸 (09:30~11:00)

좌 장 김정기(경상대))

P 29

온간 이축교번단조를 통한 알루미늄 합금의 기계적 특
성 변화 조사

P 30

평판형 Na-NiCl2 배터리 캡 성형 공정 개발

P 31
P 32
P 33

음영 특징 추출을 통한 표면 결함 검출 해석력 향상에
대한 연구
미세조직 연계 온도 및 변형률 속도에 따른 UNS N06625의
고온 최적 변형조건 도출 및 열간 압연 응용
PEI가 적용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접합공정에서
온도가 접합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소중*(인하대),신영철,조종두
한현수*(한국해양대),양서원,양충모,정기영,조
종래
오철환*(생기원),안지섭,조아라,정명식,이상곤,
박동용,황선광
성진영*(KIMS),배성준,김정훈,김대현,신정호,이
광석
최현석*(고려대),손승옥,전용준,김동언,최우천

저탄소 강판의 비대칭 압연과 Goss 집합조직 변화

김인수*(금오공과대),이철우,이동년

자동차 부품 불량 검수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컨베이
어 시스템 개발
탄소강 소재의 냉간다단단조 가공경화에 따른 경도 특
성 변화
알루미늄 샤프트요크 다단냉간단조 공정의 해석 및 공
정 분석
AMS4928 합금의 고온 압축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 변
화 및 성형 건전성 평가

안지섭*(생기원),오철환,조아라,정명식,이상곤,
문영훈,황선광

P 39

난연성 폴리머 소재의 기계적 변형 거동에 관한 연구

정세용*(울산대),이대호,김선경,염영진,김동규

P 40

유한효소해석을 통한 원터치 철근 커플러 부품개발

이낙영*(㈜대정금속),박찬석,이낙영,서명수,장성
민,전만수

P 41

손상이론을 이용한 홀확장 모드 크랙생성의 해석적 예측

김세호*(대구대)

국부연화/클래딩을 이용한 초고강도 프런트 사이드 어
셈블리의 에너지 흡수성능 향상기법 연구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도출한 냉간단조 금형의 수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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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및 발전용 니켈기 초내열합금 이론과 응용
홍현욱

Ni-Based Superalloys for Aerospace and Power Industries
Hyun-Uk Hong

Abstract
Ni-based superalloys are widely used as the small batches of complex components in aerospace and gas turbine-based
power generation since they exhibit an exceptional combination of high temperature strength, toughness, and resistance to
degradation in corrosive or oxidizing environments. During the past few decades, intensive R&D activities have resulted in
the development of alloys that can tolerate average temperatures of 1050 °C with occasional excursions (or local hot spots
near airfoil tips) to temperatures as high as 1200 °C, which is approximately 90% of the melting point of the material. The
superalloy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in terms of their processing methods (wrought, powder metallurgy, and
investment casting), and the 3 types of alloys are also distinguishable by the main strengthener γʹ volume fraction. The
fundamentals on the chemical, physical,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nickel-based superalloys are addressed with
emphasis on the use of this class of materials within turbine engines. The role of major and minor alloying additions in the
multicomponent commercial cast and wrought superalloys is discussed.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at elevated
temperatures will be studied focusing on the underlying aspects of deformation mechanisms. The last part of this lecture
will explain the generals of the cast two alloys (Waspaloy and Inconel 738LC) which will be developed in the current R&D
program. During solidification, microsegregation is usually unavoidable. Furthermore, minor elements which are included
unintentionally due to insufficient refining should be dealt with seriously. In this lecture, these detrimental trace elements
(Bi, S, N, O, P, Si, etc.) and their effect on the castability as well as mechanical properties will be discussed.
Keywords : Superalloys: Microstructure: Processing: Mechan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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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엔진 부품용 Ni합금 설계,
잉곳 및 주조기술 개발
송영석1 · 우한별1 · 손인수2 · 이재현3 · 강경무4 · 박정선5

The development of Ni alloy's Ingot Making and Casting
Technology for Aero Engine Component
Y. S. Song, H. B. Woo, I. S. Son, J. H. Lee, K. M. Kang, J. S. Park(Times New Roman 10pt)
Abstract
항공 엔진은 비행체의 양력 발생에 필요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부품으로 크게 압축기, 연소실 및 터빈
부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로 Ni계 초내열합금 소재가 적용되고 있다. 항공기 엔진 부품들은 성능 확보
를 위해서 경량화가 필수이며, 무게 절감을 위한 고난도 형상 구현이 요구됨에 따라, 정밀주조 제조공법
으로 소재 부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원자재인 마스터 잉곳은 소재 부품 경쟁력의 근원이 된다. 본 과제의
개발 대상인 소재 부품은 소재 물성 및 건전성에 대해 엄격한 조건 및 고신뢰성이 요구되며, Ni계 초내열
합금을 적용하여 민수항공기용 저압터빈부의 터빈 배기 케이싱 정밀 주조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Keywords : Master Ingot, Investment Casting, Superalloy, Design Database, Turbine Exhaust C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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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기체 구조 재료용 Ti-6Al-4V 합금의
열간 단조 공정에 대한 연구
안재영1 · 최상민1 · 김대현1· 권민구1

A Study on the Hot Forging Process of Ti-6Al-4V Alloy for
Aircraft Structure Materials
J. Y. AN1, S. M. Choi1, D. H. Kim1, M.G. Kwon1
Abstract
티타늄 합금은 높은 비강도, 내식성, 고온안정성 등의 우수한 기계적 성질로 인하여 우주항공, 해수구
조 및 의료기구 재료 등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티타늄 합금은 구성하고 있는 상의 종류에 따라서
HCP구고의 α상, BCC 구조의 β상, α+β혼합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상의 구성에 따라 기계적 성질이
크게 변화하므로 원하는 기계적 성질을 얻기 위해서는 상의 크기, 분포, 모양 및 체적 분률 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중 Ti-6AL-4V는 주로 α+β상으로 되어 있으며, 강도, 가공성 및 용접성이 좋고 비
교적 고온인 300℃까지 견딜 수 있어 항공기의 엔진 및 기체구조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성형성도
좋아 단조, 압연, 압출 등의 소성변형도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 구조용 재료 중 엔진과 주익 구조물 사이의 하중을 전달하는 주 구조물(Main
Structure)의 역할과 엔진과 항공기 동체 사이의 유압, 연료, 전기계동을 연결하는 기능적 역할을 동시
에 수행하는 엔진파일론(Pylon), 나셀 부품에 사용되는 두께 100mm 이상의 열간 압연 판재용 단조 슬라
브 제조를 위한 단조 공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Keywords : Titanium Alloy, Hot Fo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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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급 복잡형상 Ti합금 부품 열간성형/초소성성형/확산접
합 복합공정기술 개발
지성범 1,#, 박준수 1, 이동준 2, 박현일 2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complex shape
large parts of Ti alloy for civil aircraft with 1.5m class
S. B. Ji1, J. S. Park1, D. J. Lee2, H. Park2

Abstract

최근 국내 기술개발을 통하여 민항기 및 전투기 동체에 사용되는 Ti합금 부품을 제
조하는 각 요소공정에 대한 시제품 생산 및 부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복잡형상
과 판재를 이용한 복합성형공정(열간성형/초소성성형/확산접합)을 요구하는 엔진부 Ti
합금 부품제조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생산 및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엔진 팬블레이드, 배기노즐 등으로 대표되는 엔진부 Ti합금 판재성형품들은 대부분 열
간성형/초소성성형/확산접합 공정을 모두 활용하는 복합공정으로 제조가 되고, 1m 이상
의 대형 부품들이지만, 국내 초소성, 확산접합 장비는 아직 이 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대형 Ti판재 성형을 위한 장비를 구축하고, 열간성형/초소성성형/
확산접합의 복합공정 개발을 통해 엔진 팬블레이드와 같은 복잡형상을 가지는 Ti합금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Key Words : engine fan blade, hot forming, superplastic forming, diffusion bonding, Ti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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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변형률 영역 유동응력곡선 평가
이성민1, 2 · 이인규1 · 이성윤1 · 황선광1 · 박동용1 · 문영훈2 · 이상곤#

Evaluation of Flow Stress Curve in High Strain Region
S. M. Lee, I. K. Lee, S. Y. Lee, S. K. Hwang, D. Park, Y. H. Moon, S. K. Lee
Abstract
The flow stress curve is important data for evaluat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formability of materials during
plastic deformation. Recently, finite element analysis has been actively used for designing the forming tools and deriving
optimal process conditions. The flow stress curve is an important input data that is the basis of finite element analysis. In
order to obtain accurate analysis result, it is necessary to secure and apply an accurate flow stress curve. In general, in the
case of cold forming processes such as forging, extrusion, and drawing, a high strain rate of 1.0 or more occu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strain in the high strain region due to necking, fracture, and barreling with the uniaxial tensile
test and compression test. Therefore, in this study, a method to more efficiently secure the flow stress curve up to the high
strain region using simple compression test, finite element analysis, and indentation test was proposed.

Keywords : Flow Stress Curve, High Strain, FE analysis, Compression Test, Indentation Test

Figure 1. Indentation test machine

Figure 2. Flow Stress at pre-strain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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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SMO를 활용한 방사성 폐기물 운반용기
볼트 손상 물성 획득
구본준1 · Felix Rickhey2· 임종민3 · 홍석무#

Acquisition of damage properties of bolts for radioactive waste
transport containers using GISSMO
B. Gu, F. Rickhey, J. Lim, S. Hong
Abstract
원전이 노후화됨에 따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전세계적으로 원전 해체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원
전 해체 작업 시 환경, 음식물, 인체 등에 오염을 끼칠 수 있는 방사성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고자 방사성 폐기물 운반에 대한 국내/외 규제가 존재한다. 방사성 폐기물 운반용기 하단 부는 조
립 및 체결을 위해 다수의 볼트가 사용된다. 운반 중 용기 낙하로 인해 볼트 파손이 발생하여 매우 위험
한 상황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을 해석적으로 구현하기위해 손상 모델 중 하나인 GISSMO (Generalized
Incremental Stress State dependent damage MOdel)를 사용되는 볼트의 손상 물성을 획득했다. 단축, 전단, 평면
변형의 응력 상태를 대표하는 시편을 실제 볼트에서 추출하여 DIC (Digital Image Correlation)를 활용한 인
장 시험을 통해 각 시편에 대한 파단 변형률을 획득했다. 검증을 위해 볼트 전단 지그를 제작하여 시험을
진행했고 응력 상태에 따라 상이한 파단 변형률을 적용한 물성을 사용하여 해석 모델링을 수행했다. 해석
과 시험의 파단 시점은 일치했으며, GISSMO를 적용한 볼트는 다양한 응력상태에서의 파단을 예측할 수
있었다.

Keywords : Bolt, Damage, Digital Image Correlation, Finite Element Analysis, GIS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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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0 소재에 대한 고온변형에서의 유동응력 및
동적재결정 거동 예측
유제용1,2 · 문인용1 · 이호원1· 김지훈2· 강성훈1, #

Prediction of Flow Stresses and Dynamic Recrystallization
under High Temperature Deformation using A230 Nickel Alloy
J. Yu, I.Y. Moon, H.W. Lee, J. H. Kim and S.-H. Kang

Abstract
Flow stresses and recrystallization behavior at high temperature deformation can generally be modeled based on the
Zener-Hollomon parameters expressed as a function of strain, temperature, and activation energy. However, the effect of
the activation energy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the strain rate during hot deformation on the accuracy of the flow stress
has not been sufficiently reported. Therefore, the effect of the activation energy on the flow stress was analyzed in this
study. For this purpose, compression tests at high temperatures of 900 ~ 1200°C and strain rates of 0.001 ~ 1s-1 were
performed using nickel-based A230 alloy. Using the measured flow stresses, flow stress modeling based on ZenerHollomon parameters was performed.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activation energy according to the strain rate
on the accuracy of the flow stress, two types of models induced from the strain rate-dependent and independent activation
energies are established. Two types of flow stresses were calculated through the models, and the accuracy were compared
and analyzed using the average absolute relative error (AARE) value. In addition, the dynamic recrystallization behavior
was modeled by applying the Zener-Hollomon parameter. The derived model was applied to FE-simulation to predict the
microstructure of the deformed specimen at high temperature. As a result, it was shown that the volume fraction of
dynamic recrystallization and grain size, which greatly affect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material, can be effectively
predicted.
Keywords: Zener-Hollomon parameter, Flow stress, Activation energy, Hot deformation, Dynamic Recrystal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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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된 C-m 모델을 이용한 재료의 거시적 특성의 획득
김민철1 · 전만수#

Acquisition of macroscopic properties of materials using
generalized C-m models
M. C. Kim, M. S. Joun
Abstract
Understanding the flow stress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s is very important in metal forming engineering. However,
it is not easy to develop a flow stress model that satisfies their high-temperature flow characteristics. Thus, great error
between the test data and the fitting model can be found in the literatures. In this study, a flow stress model, called
general and extended C-m model, was introduced and some strong points of it are presented with typical examples.
Keywords : C-m Model (C-m 모델), Flow Stress (유동응력), Generality and Accuracy (일반성과 정확도)

1.

서론

많은 연구자들이 닫힌 함수 형태의 유동응력 모
델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유동응력 모델은
상태변수 간의 상관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되
지만, 정확도를 확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최
근 기존의 C-m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
된 일반 C-m 모델이 제안되어, 고정도의 유동거동
을 수식화 할 수 있게 되었다[1]. 이 논문에서는
이 모델의 강점을 적용 예제를 통하여 강조하고자
한다.

2.

정확도와 그 활용 사례

Fig. 1은 마그네슘 합금 ZK61의 실험결과와 확장
된 일반 C-m 모델을 이용한 표현 결과와 비교하고
있다. C-m (0:0)은 기존의 C-m 모델이며, 다른 것들
은 확장된 일반 C-m 모델의 결과이다. 이 그림은
확장된 일반 C-m 모델의 강점을 말해 준다. 이것
은 프로세싱 맵의 작도, 미세구조 변화 예측 등의
유동응력 곡선에 의존적인 재료학적 현상의 예측
에 효과적이다.

3.

결론

이 논문에서 확장된 일반 C-m 모델을 이용했을
경우, 유동특성의 정교한 표현이 가능함을 소개하
였으며, 이로부터 유동응력에 근거한 재료학적 및
역학적 현상의 예측을 위한 그 유용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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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m models with experiment at 10.0/s of ZK6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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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비제어강의 냉간단조 공정 적용을 위한 공정설계 및
단조품 특성 분석
강현준1 · 성상규1 · 윤은유2 · 배성준3 · 우영윤1 · 이상용4 · 이영선#

Porcess design and forging characteristic analyses for forging
process application of yield ratio controlled steel for cold forging
H.J Kang, S.G Sung, E.Y Yoon, S.J Bae, Y.Y Woo, S.Y Lee, Y.S Lee

Abstract
냉간단조는 높은 치수 정밀도와 가열에 의해 표면산화가 거의 없는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상온에서 단조가 진행되어 소재의 우수한 성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상
화 열처리를 통해 성형성을 향상 시킨 후 조질 처리(Quenching/Tempering)를 통해 강도를 향
상시키지만 이러한 추가적인 공정은 비용과 이산화탄소배출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어 조질
처리가 생략 가능한 비조질강의 적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있다. 냉간 비조질강 중 항복비제
어강은 열처리를 통해 항복비를 제어하여 저항복비 또는 고항복비 소재로 조절이 가능한 소재
이며 저항복비 소재는 단조용 소재로 금형 수명을 증가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
점을 가진 항복비제어강을 기존 소재의 단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중 socket의 기존 소재를 항복비제어강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유한요소해석을 진행하여 각각 소재의 단조 공정 별 필요 하중, 유효 변형률 분포를 분석
하였다. 또한 각 소재의 단조품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Keywords : Inconel 706, Multi-stage, Microstructure, Effective strain, F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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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열간단조 중 미세구조 변화의 실용적 예측
유재동1 · 모하마드카스완디라자리2 · 정석환1 · 전만수#

Practical approach of predicting microstructural evolution in
hot forging of a magnesium alloy
J. D. Yoo, M. K. Razali, S. H. Chung, M. S. Joun
Abstract
A practical approach of predicting microstructural evolution is introduced with an emphasis on the direct method of
acquiring microstructural parameters for modelling the DRX kinetics. The approach is applied to a hot forging process of
an auto-part of an AZ91 magnesium alloy.
Keywords : Magnesium Alloy (마그네슘 합금), Microstructure (미세구조)

1. 서 론
무오염 생산의 시대적 요구로 고강도 및 경량
화의 지속은 불가피하다. 미세구조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세구조 변화의 예
측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나, 현
실적 적용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Joun 등[1]은 유동곡선으로부터 직접 유동곡선
DRX 의 계산법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한 마그네슘 단조 중 미세구조의 변화
를 예측하였다.

2. 직접법에 의한 S-커버의 표현
Fig. 1은 직접법으로 Xdrx의 계산용 유동곡선
유관 변수를 계산하여 표현한 S-곡선이다. 삼각
형 마크는 직접법으로 구한 것이고, 사각형은
타 방법으로 구한 것이다. 실선은 실험곡선이다.
이 그림으로부터 직접법으로 구한 S-곡선은 실
험을 매우 잘 표현함을 알 수 있다.

3.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직접법을 이용하여 Xdrx의 계산
용 정보를 획득하는 기법을 활용한 미세구조 변
화의 실용적 예측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1. ㈜엠에프알씨 기술연구소
2. 경상국립대학교
# 교신저자: 경상국립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E-mail: msjoun@gnu.ac.kr

Fig. 1 S-curves of the AZ91D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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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한계선도를 이용한 다단 냉간 단조 공정에서의
금형의 피로 수명 예측
조성민1 · 최호진2 · 임호준2 · 이상길2 · 이창환2 · 전만수3 · 정완진#

Prediction of Die Tool Fatigue Life in Multi-stage Forging
Process using Fatigue Limit Diagram
S. M. Cho1, H. J. Choi2, H. J. Lim2, S. G. Lee2, C. W. Lee2, M. S. Joun3 and W. J. Chung#
Abstract
다단 냉간 단조 공정에서 적절한 금형 교체 시기의 설정은 제품의 치수 정밀도, 생산 속도
및 생산 단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금형 수명 예측 기법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하지
만 기존의 피로 파괴 이론은 주로 구조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이는 냉간 단조
금형의 고주기 피로 수명을 예측하는데 부적절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로한계선도와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다단 냉간 단조 공정에서의 금형의 수명을 예측하고, 수명 예측 방
법에 대한 유효성을 조사하였다. 설계 변수에 따른 금형의 수명을 평가하기 위해 중심 합성
계획법을 이용하여 금형의 형상 및 열박음 온도에 대한 설계 변수 조합을 생성하고, 각 설계
변수 조합에 따른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성형 공정 중 금형의 응력 경로를 계산하였다.
변동 응력과 수명의 관계를 나타내는 S-N 곡선은 시험편과 실제 금형의 부하 환경의 차이
를 반영하여 보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냉간 단조 공정에서 금형은 압입링에 의해 주로 압축
응력을 받는 상태임을 감안하여 음의 평균 기준 응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금형의 수명을 평
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보정한 S-N 선도와 음의 평균 기준 응력의 영향을 고려한 다단 냉간
단조 공정에서의 금형의 피로수명 예측 기법이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다단 냉간 단조 공정, 금형 피로수명, 유한요소해석, 피로한계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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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자동냉간단조의 전단 공정에서 전단속도의
영향에 관한 수치적 연구
변종복1 · 김광민2 · 이광희3 · 전만수#

Numerical study on shearing speed effect during rod shearing
in automatic multi-stage cold forging
J. B. Byun, K. M. Kim, K. H. Lee, M. S. Joun

Abstract
Shearing speed is of great importance in rod shearing because it governs the quality of shear surface. Flow curves of
S25C, dependent on strain, strain rate and temperature, are employed to reveal the effect of the shearing speed during rod
shearing in automatic multi-stage cold forging. FE predictions with isothermal and non-isothermal material models are
given.

Keywords: Rod Shearing (봉재 절단), Speed Effect (속도 영향), Strain Rate Effect (변형률속도 영향)

1. 서론

2. 전단공정의 해석
Fig. 1은 속도를 미고려 경우와 속도 고려 경우의
전단하중을 비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강은 상온
및 저온에서 변형률속도 경화능이 크다. 이러한 성
질로 인하여 고속 전단 시에 전단하중은 점성을 무
시한 경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다. 이것은 더 많은
변형에너지를 저장한다. 이것은 초기 파단 시에 전
단하중의 감소와 함께 방출되는 과정에서 고속 파
단을 발생시키며, 이와 함께 재료가 스토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급격한 굽힘응력을 전단면에 작
용시킨다. 이러한 역학적 현상으로 취성파괴를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동다단냉간단조 공정 중 전단에서 속도의 영향
을 수치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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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shearing speed on th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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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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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다단냉간단조의 전단 공정에서 전단 품질은
전단속도에 크게 의존적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단
조용 강의 경우, 저속에서 단면에 연성파괴의 흔적
을 남긴다. Joun 등[1]과 Lee 등[2]은 S25C의 유동응
력의 정량화시켰다. 이 연구에서는 이 유동응력을
이용하여 전단공정에서 해석하여 속도의 영향을 규
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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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방출 모니터링 기술을 이용한
20MnTiB의 3점 굽힘실험에서 발생하는 균열 측정
하민규1 · 김지훈2 · 김상우#

Crack detection in 3-point bending of 20MnTiB
using acoustic emission monitoring technology
M. G. Ha, J. H. Kim, S. W. Kim
Abstract
음향방출 모니터링 기술은 대상체가 하중을 받을 때 내부구조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로
산업 현장에서 압력 용기의 결함 검사, 파이프 누수 검사, 용접부 결함 검사 등 대형 구조물의 건전성 평
가나 관내의 누설진단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점 굽힘실험을 통해 연성 금속의 소성가공
중 발생하는 균열의 발생 시점 판단을 위한 정량적 측정방법으로 음향방출 모니터링 기술의 적용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직육면체 시편의 3점 굽힘실험에서 인위적인 조기 균열 발생을 유도하기 위해 유한요소해
석 및 연성파괴모델을 적용하였다. 시편표면에 길이방향으로 V형 노치를 설계하고,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노치시편의 균열 발생 여부와 위치를 판단하였다. 균열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3점 굽힘실험 중 발생하는
음향방출신호를 측정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해 노치 표면의 이미지를 저장하여 균열 발생 시점을 상
호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20MnTiB 노치시편의 3점 굽힘실험에서 급격한 음향방출신호의 변화가 발생하
였고, 동일 시점에서의 카메라 이미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음향방출 모니터링 기술을 적용하여 3점 굽힘
실험 중 20MnTiB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소성가공공정
중 발생하는 제품 불량 검출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방법으로 음향방출 모니터링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Acoustic Emission(AE), Crack detection, Metal forming, 3-Point Bending, 20MnT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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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축대각단조(MADF) 가공한 Al, Cu, IF steel, Mg의 미세조직
및 집합조직에 대한 연구
정효태# · 정도헌1 · 조유연3 · 권상철1 · 김순태1 · 이철우1 · 김민성2 · 김정균2 · 이성4 · 최시훈2

A Study on Microstructure and Texture of Al, Cu, IF Steel, Mg
Materials fabricated by Multi-Axial Diagonal Forging(MADF)
Process
H. T. Jeong, D. H. Jeong, Y. Y. Jo, S. C. Kwon, S. T. Kim, C. W. Lee, M. S. Kim, J. G. Kim, S. H. Choi, S.
Lee
Abstract
다축대각단조(Multi-Axial Diagonal Forging, MADF) 가공법은 소재에 반복적인 전단변형을 부가하여 결정
립 극미세화(Ultra Fine Grain, UFG)와 새로운 집합조직을 형성하는 강소성가공법(Severe Plastic Deformation,
SPD)의 일종이다. MADF 가공법은 두께감소율이 30%인 면단조(Plane Forging, PF)와 복귀 면단조(ReturnPlane Forging, R-PF), 대각단조 각이 135°인 대각단조(Diagonal Forging, DF)와 복귀 대각단조(ReturnDiagonal Forging, R-DF)로 구성되는 MADF Ver 1 공정과 대각단조 각이 135°인 대각단조(Diagonal Forging,
DF)와 복귀 대각단조(Return-Diagonal Forging, R-DF)만으로 구성되는 MADF Ver 2 공정이 존재한다. MADF
Ver 1공정과 MADF Ver 2공정 모두 총 12패스(1 Cycle)로 구성된 대칭가공 공정으로 재료의 손실이나 형상
변화 없이 무제한으로 공정의 반복이 가능한 신개념 가공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재에 MADF 가
공을 적용하여 1~4 Cycle 가공한 소재의 위치별로 미세조직과 집합조직의 발달을 비교 분석하였다.
면심입방정(FCC) 결정구조인 AA1100과 OFC소재의 경우 Ver 1공정으로, 체심입방구조(BCC)인 IF Steel와
조밀육방구조(HCP) 결정구조인 Pure Mg의 경우 Ver 2공정으로 가공되었다. 모든 공정은 상하 복동식 프레
스를 사용하여 가공되었으며, AA1100과 OFC의 경우 상온에서 윤활 없이, IF Steel의 경우 상온에서
Graphite 윤활 상태로, Pure Mg의 경우 300℃에서 MoS2 윤활 상태로 각각 가공되었다. Pure Mg의 열처리 시
간은 pass 당 20min으로 동일하다.
MADF 1 Cycle 가공 결과, 모든 소재에서 수백 또는 수천 ㎛였던 초기 Grain Size가 50㎛ 미만으로 미세
화 되었으며, Cycle이 반복될수록 결정립 미세화가 진행되어, 특히 4 Cycles의 AA1100, OFC, IF Steel에서는
평균 1~2㎛ 대로 결정립이 극미세화 되었다. 집합조직 또한 초기소재의 집합조직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집합조직으로 제어되었다.
Keywords : MADF, SPD, AA1100, OFC, Pure Mg, Pure Ti, Interstitial-Free Steel, Texture, Micro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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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Fe계 초내열 합금의 열처리 조건에 따른 원소재와 열간
형단조품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분석
성상규1 · 강현준1 · 이영선1 · 이상용2 · 윤은유1,#

Analyses of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according to heat treatment condition of Ni-Fe based superalloy
and hot forging product
S. G. Seong1, H. J. Kang1, Y. S. Lee1, S. Y. Lee2, E. Y. Yoon1.#
Abstract
니켈기 초내열 합금은 항공기 산업의 가스터빈 또는 엔진 부품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합금으로 오
스테나이트 기지상에 다양한 합금 원소를 첨가하여 내식성, 내산화성 그리고 우수한 고온 특성을 가진다.
그 중 Inconel 718은 Ni-Fe계 초내열 합금으로 650℃ 이상의 고온에서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여 항공기 엔
진 부품등에 주로 사용되며 단조와 같은 성형 공정으로 제조되고 있다. 하지만 고온에서 장기간 사용시
주요 강화상인 γ〃상이 바늘 형태의 δ상으로 상변화가 발생하여 고온 특성이 나빠질 수 있으나 입계에
적절하게 생성된 δ상은 톱니 형태의 결정립계를 형성시켜 입계 슬라이딩을 방지하여 응력 파단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열처리 방법을 통해 생성되는 석출상에 따른 고온 특성 확보를 위해 열
처리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석출상이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련용 Inconel 718 합금 원소재
의 용체화 및 시효 열처리 조건에 따른 기계적 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열처리 조건은 기본 열처리, 입
계 δ상 석출 열처리, 조대 석출강화상을 재고용 후 미세석출 시킬 수 있는 총 3가지의 열처리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입내까지 δ상이 석출된 열처리 조건의 경우 상온 및 고온 기계적 특성이 다른 열처리 조
건에 비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실제 열간 형단조 공정을 통해 블레이드 단조품을 제조하였
으며 원소재 분석에 사용된 열처리 조건 중 기본 열처리 조건을 선정하여 기계적 특성 분석을 진행하였
다.

Keywords : Inconel 718, Heat treatment condition, Precipitation phase, Mechanical properties, Blade hot fo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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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91 마그네슘 합금의 유동특성
유재동1 · 김응주2 · 전만수#

Flow behaviors of AZ91 magnesium alloy
J. D. Yoo, E. J. Kim, M. S. Joun
Abstract
Flow characteristics of AZ91 magnesium alloy are studied by hot compression test at the sample temperatures and
strain rates. Using the general and extended C-m model is employed to characterize the flow curves after the
temperature-correction is made. The fitted flow curves are verified.
Keywords : AZ91, Flow Behaviors (유동 특성), Hot Compression Test (고온 압축시험)

1. 서 론

250℃

Experiment
C-m model

마그네슘의 체적 소성가공은 HCP 재료의 특
성상 성형 가능한 상태변수의 폭이 매우 좁다.
특히 AZ91 마그네슘 합금은 성형성이 극히 불
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연구에서는 고온 압축시험을 통하여 AZ91 마
그네슘 합금의 유동특성을 획득하고, 단조 가능
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20/s
10/s
5/s
1/s
0.1/s

2. 유동응력의 획득 및 모델링
고온 압축시험 온도 250, 300, 350, 400℃이며,
실험 변형률속도는 0.1, 1, 5, 10, 20/s 이다.
획득된 유동곡선은 온도 보정을 거친 후에 확장
된 일반 C-m 모델을 이용하여 계량화되었으며,
그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단조성이 제한적인을 알 수 있다.

3. 결 론
고온 압축시험을 통하여 AZ91 마그네슘 합금의
유동특성을 획득하였다. AZ91은 압축시험 관점
에서는 비교적 좁은 상태변수 구간에서 성형이
가능하다. 따라서 체적 소성가공 공정 설계에서
가급적 큰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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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urves of AZ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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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를 활용한 재료 성형 및 가공 평가 방법 소개
김두찬

Introduction of CAE methods for evaluating material forming
and processing
D. C. Kim
Abstract
재료의 선형 기반 안전 계수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던 과거와 달리, 가공 기술 및 신소재의 개발과 조
립, 성형, 열처리 등의 소성변형 후의 안전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의 최적 설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
고 있다. 이에 따른 재료의 평가와 이를 활용한 제품 제작 시 좀더 많은 물적/시간적 비용이 발생하는
데, 비용의 절감과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을 위해 CAE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CAE를 활용한 재료 성형 및 가공을 위한 신기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Keywords : 전자기 성형, 박판 성형, 입자법, 하이드로-포밍, 절삭, LS-DY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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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bility of AA3102 thin sheet: numerical simulation and
experimental verification
G. Y. Lee1, J. H. Ch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troduce a simulation-based approach for determination of the forming limit curve
(FLC) in 100 um thickness aluminum sheet. the FLC of aluminum 3102 thin sheet was obtained through numerical
simulations and experimental investigations. In order to construct the FLC, three different criterions including the
acceleration (i.e., the second order of derivatives) of major strain and thickness strain, and the maximum punch force
criterion were applied to obtain the onset of necking in the materials. Based on these methods, the localized necking
would start when the acceleration of the major strain, thickness strain and the punch force got its maximum value. To
verify the numerical predictions, the experimental works were accomplished on the aluminum 3102 thin sheet and a good
agreement between the proposed methods and experimental works was observed.

Keywords : AA3102, Formability, Forming limit curve, Forming limit diagram, Thin sheet,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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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금 핫스템핑 강판의 분위기 제어조건에 따른 산화층
및 표면개질 분석
이지호1,2·박남수1·이종섭1·송정한1·진홍교3·배기현1#

Analysis on the oxidization surface of the uncoated boron steel
sheet for hot stamping by controlling the atmosphere condition
J. H. Lee, N. S. Park, J. S. Lee, J. H. Song, G. H. Bae
Abstract
핫스템핑 공법에는 현재 22MnB5 소재가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표면에는 산화 방지를 위한 AlSi 코팅층이 적용되고 있다. Al-Si 코팅은 아르셀로미탈의 독점 특허 였으나 현재는 코팅층과 관련된 특
허는 완료가 되었다. 하지만 Al-Si 코팅 소재에 대한 핫스템핑 공정 특허 및 TWB 소재 제작 공정 특허
가 있어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아르셀로미탈의 소재를 사용하거나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며
높은 단가의 Al-Si 코팅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 이슈를 피하기 위해 비도금 강판을 이용한
핫스탬핑 공정 설계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비도금 강판을 사용한 핫스템핑
부품 생산시 산화층 발생으로 인해 성형성, 용접성, 도장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개
선하기 위해서 분위기 제어조건을 통해 산화층을 억제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핫스탬핑 공정 조건을
고려하여 온도 이력을 선정하였고, 분위기 제어를 위해 Gleeble 장비를 이용하였다. 또한 산화층 분석을
위해 SEM 과 EDS 를 이용하여 산화층 및 표면개질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비도금 강판을 이
용한 핫스탬핑 공정의 적정 분위기 제어 조건을 도출하였다.

Keywords : Hot Stamping, Un-coated Boron Steel Sheet, Atmosphere Control, Oxide Layer, Gleeble, EDS, SEM,
22Mn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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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M 연료전지용 금속 분리판의 다단 성형 공정 설계
이대호1 · 쩐민띠엔2 · 이호원3· 김동규#

Design of multi-stage forming process of metal bipolar plate for
PEM fuel cell
D. H. Lee1, M. T. Tran2, H. W. Lee3, D. K. Kim#
Abstract
연료전지 분리판은 산소와 수소의 공급로 역할을 하는 금속판으로 U자 모양의 수 많은 유로 채널을 가
지고 있는데 경량화를 위해 두께가 매우 얇은 극박판으로 제작되면서 스탬핑과 같은 성형공정에서 두
께 감육으로 인한 파단, 스프링백, 비틀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 분리판의 유
로 채널 성형 시 스프링백을 저감시키고 국부적인 두께 감육에 의한 파단을 막기 위해 판재 전체에 균
일한 두께 감육을 유도하도록 예비성형 단계를 도입하여 2단계의 다단 성형 공정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2차원 탄소성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여 제안된 다단 성형 공정안을 통해 균일한 두께 감육 분포를 유
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판재 두께에 대한 최솟값 및 표준편차를 토대로 금형 형상과 공정
조건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하였으며, 기존 공정안 대비 최대 유효 응력과 유효 변형률은 각각 약 13%,
8% 감소하고, 최대 두께 감육과 두께 표준편차는 각각 약 4.4%, 57.4%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3차
원 탄소성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여 스프링백에 의한 분리판 전체의 비틀림이 2.16o에서 1.77o로 18%
감소하고, 유로 채널이 꺾이는 코너부에서 두께 감육 분포 표준편차가 5% 감소하여 두께 분포가 균일
해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결과를 토대로 제안된 연료전지 금속 분리판 다단 성형 공정안은 과
도한 두께 감육으로 인한 파단 및 스프링백으로 인한 비틀림 문제를 저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Bipolar plate , PEM Fuel cell, Process design, Multi-stage forming, Finite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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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드로잉 공정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쿠션시스템 에너지 회생에 관한 연구
김동옥1, # · 이용욱1 · 김용태2 · 한창수1

The Preliminary Study of Energy Regeneration of Press for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in Metal Forming
D. O. Kim1, #, Y. W. Lee1, Y. T. Kim2, C. S. Hahn1
Abstract
자동차 산업은 운행 중 배출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배출은 친환경차에서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자동차 산업의 궁극적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제조과정에서 발생
하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제조분야의 대표적인 대량생산 공정인 프레스 공정에서 유압식 쿠션시스템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동식 쿠션시스템을 적용한 프레스 모사 기초실험장치를 제작
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전 프레스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쿠
션 하중 800kgf, 변위 200mm에서 일량의 69%까지 에너지 회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본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1000톤 이상 대형프레스에 차체 판재 드로잉 실험을 통해 최종 프레스 에너지 효
율 향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Keywords : 프레스 에너지 회생, 탄소중립, 전동식 쿠션 시스템, 프레스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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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P 적층 배열 최적화에서
심층신경망과 유전자 알고리즘 비교
이혁로1 · 류재창2 · 정철영3 · 고대철#

Comparison of Deep Neural Networks and
Genetic Algorithm in CFRP Lay-up Optimization
H. R. Lee, J. C. Ryu, C. Y. Jung, D. C. Ko
Abstract
Optimize the arrangement of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CFRP) has been made many achievements through genetic
algorithm (GA)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s. Although GA have been widely used to optimize CFRP arrangement, deep
neural networks (DNN) is lately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subject.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optimize layup method for the CFRP reinforcement by using DNN and GA. For this research, minimum punch strokes in the same
punch load were derived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FEA). To do this, subsize CFRP reinforcement was applied to
FEA. In order to compare the two techniques, the number of initial data for DNN was set to 2000, rectified linear unit
(ReLu) was used to activation function, and root mean square error (RMSE) was used to evaluation indicators. Also, the
number of initial populations for GA were set to 200 and GA was carried out through the fitness, crossover and mutation.
As a result of study, DNN was significantly efficient than GA in terms of time.

Keyword: Machine Learning,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CFRP) lay-up optimization, Deep Neural Network
(DNN), Genetic Algorithm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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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경화 모델의 계수 결정을 위한 최적의 실험 절차 조
사 및 검증
김지민1, # · 김진환1 · Fr d ric Barlat1

Investigation and Validation of Optimal Experimental
Procedures for Identifying Distortional Hardening Model
Coefficients
J. -M. Kim, J. -H. Kim, F. Barlat
Abstract
In this study, various experiments are conducted and compared in order to determine optimum experimental condition
for identifying distortional hardening model coefficients. Since the coefficients describe material behavior under forwardreverse loading, uniaxial tension – compression tests are carried out using advanced high strength steels (AHSS).
Different test conditions are applied by changing the amount of strain, the number of load reversals and loading
sequences. From each test result, the coefficients are optimized by the Nelder-Mead simplex algorithm. In order to
validate the identified coefficients, stress-strain curve prediction by the model is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test
results. Furthermore, the prediction accuracy for permanent softening behavior at large strains is assessed since
permanent softening is important material behavior in sheet metal forming process. Since it is challenging to obtain
stress-strain curve at large strains with standard uniaxial tensile tests, simple shear test is utilized. Then, the identified
coefficients are validated by comparing model prediction and simple shear test results. The determined optimum
experimental condition and suggestions for identifying model coefficients are presented. Also, the investigated reasons
for the test conditions showing less accuracy is explained.

Keywords : Homogeneous Anisotropic Hardening (HAH) model; Advanced high strength steel (AHSS);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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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urrence Plot을 이용한 프레스 성형 불량 감지기법 연구
장인제1,2 ·송정한1 ·이종섭1 ·박남수1 ·이상아1·남성우3 ·배기현#

A study of Press Forming Defect Detection Method using
Recurrence Plot
I. J. Jang, J. H. Song, J. S. Lee, N. Park, S. Lee, S. W. Nam, G. H. Bae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intelligen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processing system industry is moving rapidly towards the
realization of the Internet of Things (IoT), Industry 4.0, and sensors are a very important element in collecting digital
information in the process. The technology that monitors various deformation process information during processing in
real-time will contribute to productivity improvement by preventing defects and improving quality by realizing IoT
utilization. In particular, the method of indirectly monitoring signals generated in the forming process without modifying
the existing tool has the advantage that it can be easily applied to the mass production process.
In this study, a press forming defect detection technique using a recurrence plot of forming load data obtained through
a bolt-type piezo sensor was studied. First, in order to select the location where the bolt-type piezo sensor is to be
installed in the tool, numerical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e possibility of load monitoring was confirmed. Afterwards,
the forming load of the cup drawing process using the servo press was measured according to process variables such as
holding force, specimen size, and initial specimen position. In order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time series data of the
measured load, it was converted into a recurrence plot. Finally, based on the structural shape formed by the recurrence
plot, a system for real-time monitoring of formability and detection of forming defects was constructed.
Keywords : Recurrence plot, Piezo sensor, Sheet metal forming, Process monitoring, Cup draw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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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플라스틱 하이브리드 기반 복합 튜브의 나사형 결합
한상욱1 · 김대용2 · 문영훈#

Threaded Coupling of Composite Layered Tube Based on Metal-Plastic
Hybrid
S. W. Han, D. Kim, Y. H. Moon
Abstract
Metal-plastic hybrid tubular structure, which combines the superior strength and stiffness of metallic tubes with the
low density and high formability properties of plastic tubes, exhibit considerable potential to provide lightweight with
improved performance compared to conventional standalone metallic and plastic tubes. However, the inherent limitation
of the incompatibility between metallic and plastic tubes interrupts the manufacture of metal-plastic hybrid tubular parts.
This study proposes a threaded coupling hydroforming for cold joining of composite layered tubular parts. To evaluate
formability of the composite layered tube, the bulge height was investigated by free bulging tests. The optimal loading
path to prevent process-induced defects including insufficient bulging and wrinkle were analytically and numerically
determined and verified by experiments.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threaded coupling was quantitatively evaluated
under lateral three-point bending test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threaded coupling hydroforming
process can be successfully applicable to metal-plastic hybrid tubular products with high reliability.

Keywords : Composite Layered Tube, Hydroforming, Threaded 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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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분말압축방법을 이용한 초전도 MgB2 선재 제작
오상현1,2 · 오영석1· 장세훈3 · 문영훈2 · 강성훈

#

Fabrication of MgB2 superconducting wires by an advanced
Mg-powder-compaction method
S. H. Oh, Y. S. Oh, S. H. Jang, Y. H. Moon, S. H. Kang
Abstract
대부분의 MgB2 선재는 마그네슘(Mg)과 붕소(B) 혼합분말을 사용하는 Powder-In-Tube (PIT) 공정을 통해
제작된다. PIT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초기 조립체는 인발을 통해 선재로 제작되며, 열처리를 통해 Mg분말
이 B분말로 확산하여 초전도 물질인 MgB2가 형성된다. 이때 Mg분말이 있던 자리는 기공(void)이 되며,
이 기공은 MgB2 결정립의 연결성을 떨어뜨리고 떨어진 연결성으로 인해 임계전류밀도를 저하시키는 단
점이 있다. MgB2 결정립 내에 기공 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Mg와 B을 분리하여 반응시키는 Mg-PowderCompaction (MPC) 공정이 제안되었지만, 낮은 MgB2 면적분율로 인해 임계전류의 크기가 작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계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B 분말에 Mg분말을 첨가하는 진보된 MPC공정을 제안
하였다. 초기 조립체 내 Mg벽은 일정한 밀도를 유지하며 두께를 조절하여 제작하였으며, Mg벽 내에 B과
Mg 혼합분말을 충진하였다. 혼합분말에 첨가한 Mg의 양은 벽 두께에 따라 달리하였으며, 모든 선재는
동일한 충진밀도(1.2g/cm3)로 제작하였다. MPC 공정을 통해 제작된 초기 조립체는 최종 선경 2mm까지 인
발하였으며, 인발 공정 중 Mg분말 첨가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선재의 단면을 미세조직 분석을 통해 관
찰하였다. 또한 Mg분말 첨가가 초전도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임계전류밀도 측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Keywords: MgB2, 선재, Powder-In-Tube (PIT) 방법, Mg분말압축(Mg-Powder-Compaction) 방법, 임계전류밀도

1. 한국재료연구원 재료인공지능 빅테이터연구실
2.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3. Kiswire Advanced Technology Ltd.
# 강성훈: 한국재료연구원 재료인공지능 빅테이터연구실

한국소성가공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성형하중과 손상값을 고려한 인발금형 설계에 관한 연구
박종수1 · 김유빈2 · 김승우2 · 류기봉3 · 강종훈4#

A Study on the design of drawing die considering drawing force
and damage
J. S. Park, Y. B. Kim, S. W. Kim, K.B. Ryu, J. H. Kang
Abstract
Avitzur’s analytical research to find optimal die of wire drawing angle for various reduction rate and friction between
material and die is mainly applied for drawing process design. This study added damage accumulate model to consider
failure during drawing operation to Avitzur’s analytical model. To quantify the damage due to drawing operation, rigid
plastic finite element analyses were preformed for various reduction rate, friction coefficient and die half angle. The
diagrams between maximum damage and die half angle for friction coefficients were composed based on Deform 2D.
Damage and drawing load show the similar trends for the optimum die angle for each value over 15% reduction rate but
different results below 15% reduction rate. This research is thought to be useful for the multistage design to minimize
both forging load and damage of wire drawing process.

Keywords : Wire drawing, Damage diagram, Finite element analysis, Multistage drawing process,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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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metal mask용 Fe-Ni 인바합금 극박 소재의 냉간 사상
압연 공정 유한 요소 해석
조성현1,2 · 박성진1,2· 정재면1 · 이호원#

Finite element analysis of cold finish rolling of Fe-Ni invar alloy
strip for fine metal mask
S. H. Jo1, J. M. Jung1, Y. S. Oh1, S. J. Kim1, S. J. Park1, J. H. Kim2, H. W. Lee#
Abstract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제작 시 사용되는 fine metal mask의 경우 우수한 패터닝 결과를 얻기 위해
서는 인바 극박 소재의 평탄도가 매우 중요하다. 인바 극박 소재의 경우 주로 압연 공정을 통해 제작되며
압연 공정 중 평탄도를 좌우하는 무수한 공정 변수들이 존재하여 평탄도 최적화를 위한 연구가 필수적이
다. 일반적으로, 압연 공정에서 좋은 평탄도의 판재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작업 롤의 탄성 변형을 최소로
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업 롤의 탄성 변형을 최소로 하는 공정 변수 조건을 도
출하기 위하여 롤 탄성 변형을 고려한 인바합금 극박소재의 12단 압연 공정의 유한 요소 해석을 수행하
였다. 해석에 반영된 12단 압연기는 테이퍼 가공 된 중간 롤을 이동시키거나 백업 롤의 크라운을 조절하
여 작업 롤에 가해지는 압력 분포를 조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간 롤의 이동과 백업 롤의 크라운 량
을 제어 가능한 공정 변수로 설정하였다. 각 조건에 따라 작업 롤의 탄성 변형과 소재의 폭 방향 프로파
일을 관찰하여 각 변수가 소재의 평탄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작업 롤의 탄성 변형을 최소로 하는
적절한 공정 변수 조건을 제안하였다.
Keywords : Cold finish rolling, Fine metal mask , Invar-36, FEA, Flatness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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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간단조 온도 범위에서 Ti-6Al-4V의 Ti 합금의 유동특성
지수민1, 곽희만2, 최정묵2, 전만수#

Flow behaviors of titanium in the temperature range of warm
forging of a Ti-6Al-4V titanium alloy
S. M. Ji, H. M. Kwak, J. M. Choi, M. S. Joun

Abstract
Flow behaviors of a titanium alloy a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A general and extended C-m model is employed to
characterize them and the thermal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 is analyzed. At the strain of 0.4, the flow characteristics
show a sort of mechanical instability when the strain rate is greater than 10 s−1 .

Keywords: Ti-6Al-4V, Flow Behaviors (유동 특성), Instability (불안정성)

1. 서론

1,200

2. 유동곡선
Fig. 1은 변형률속도 15 s −1 에서 고온압축 실험결
과로부터 획득된 데이터를 온도 영향의 보상을 거
친 유동곡선이다. 전체적인 특성은 변형률 0.4까지
완만한 변형경화와 그 이후에 발생하는 급격한 변
형순화 현상으로 요약된다. 이것은 성형 중 급격한
거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
도한 온도상승에 따른 것으로 실 공정에서 일시적
성형하중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고, 이것은 급격한
변형 에너지의 방출 과정에서 거시적 결함을 야기
할 수 있다.

3. 결론
이 연구에서는 Ti-6Al-4V 합금의 유동특성을 기
계 역학적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
과, 변형률속도 10 s−1 이상의 경우에는 변형률
0.4 이상에서 급격한 불안정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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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6Al-4V 합금은 온간 온도 범위(400 ℃-800 ℃)
에서 유동응력이 큰 반면, 열용량과 열전도율이 매
우 작기 때문에 성형 중 온도와 변형률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1]. 이 연구에서는 그 주요 특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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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 체결부품의 기계적 시험 및 인정 획득
박재현 1 · 박상혁 2 · 최정묵 3

The mechanical tests and accreditations for aviation fasteners
J. H Park, S. H. Park, J. M. Choi
Abstract
최근 항공용 금속소재부품 국산화와 함께 체결부품 국산화의 중요성도 대두되어 이에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나 시험평가관련 장비/기술 및 이에대한 인프라구축 및 기술축적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항
공용 타이타늄합금 체결부품의 시험평가를 위한 시험규격등 체결부품의 합부판정을 위한 세부규격에 대
해 파악하고 시험을 위한 장비 및 지그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요 세부 기계적시험의 종류는 인장시험,
인장피로시험, 이중전단시험이며 시험을위한 지그설계 및 제작을 하였다. 지그제작후 국산 및 외산 특정
체결부품에 대해 항목별로 각각의 시험을 진행한후 규격기준대비 시험결과 값을 비교하였다. 더불어
KOLAS 인정획득을 위한 준비 및 신청을 통해 국내최초로 항공용 체결부품의 인장시험등 3종의 시험에
대해 KOLAS 인정획득을 하였다.
Keywords :Fastener Test, Accreditations, Aviation, Tensile Test, Double Shear Test, Tensile Fatigu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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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합금 볼트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전기화학적 물성에 관한
연구
조훈휘1# · 이효주1 · Sam Yaw Anaman1 · 구용민1 · 최정묵2

A Study of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Ti Alloy
H. H. Cho, H. J. Lee, S. Y. Anaman, Y. M. Ku, J. M. Choi
Abstract
높은 비강도와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가진 Ti 합금은 항공용, 의료용 등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Ti-6Al-4V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타이타늄 합금의 조성으로서, 제조 공정 및 열처리 방법에 따라 다
양한 미세조직 및 이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온간성형공법은 Ti 합금의 제한된 성형성
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절삭공구의 수명과 소모를 개선하여 경제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Ti-6Al-4V 합금 선재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고, 선재로부터 온간성형된 항공용 Ti 합금
볼트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을 분석한다. 열처리 및 성형 조건은 선재의 재결정/변형 거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선재의 다양한 미세조직 및 경도값으로 귀결된다. 또한, 선재에서 관찰된 변형률 분포는 온
간성형된 볼트의 품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볼트의 피로시험을
통해 볼트의 기계적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전위 분극 실험을 통해 실제 체결부
에서 볼트의 전기화학적 열화를 유발하는 부식 현상을 관찰한다.
Keywords : Ti alloys,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ies, electrochem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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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함량이 Al-Mn합금 납작관의 부식저항성 및 압출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영호1 · 김우성1 · 이승철1 · 노흥렬#

A study on the effect of Mn content in Al-Mn alloys on corrosion
resistance and extrudability of flat tubes
Y. H. Jeon, W. S. Kim, S. C. Lee, H. R. Roh
Abstract
에어컨용 PFC(Parallel Flow Condenser, 평행관류응축기)의 핵심부품인 납작관(flat tube)은 압축기에서 보내
온 고온, 고압의 냉매를 응축 액화하기 위해 냉매의 열을 외부 공기중으로 방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열
교환기 부품이다. 국내보다 부식환경이 가혹한 해안 주변국 및 중동국가에서는 부식으로 인한 납작관 터
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요사에서는 고내식성 및 고강도 납작관을 요구하고 있다. 납작관
의 소재는 3xxx계 Al-Mn합금으로, 일반적으로 합금 내 Mn/Fe 함량을 증가시키면 내식성이 향상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Mn함량의 증가는 고용강화 및 석출강화로 인해 압출압력을 증가시켜 압출성 저
하를 초래하게 된다. 빌렛온도를 높이면 압출압력이 낮아져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압출 출구온도의 상
승으로 인하여 납작관에 형상변형 및 표면뜯김 등과 같은 불량이 다량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
해 금형 내에 질소를 주입하여 납작관 형상이 만들어지는 압출출구의 온도를 감소시키는 연구가 진행 중
이다. Al-Mn합금 내 Mn/Fe 비율 증가에 따른 납작관의 내식성은 갈바닉시험을 통해 비교하였고, 기계적
성질은 인장시험을 통해 비교하였다. 미세조직 및 석출상을 통해 Mn/Fe 비율에 따른 납작관의 특징을 관
찰하였다.

Keywords : 납작관, Al-Mn합금, Mn함량, 내식성, 압출성, 금형질소냉각, 기계적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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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알루미늄 냉동공조 부품의 압출 금형 코팅에 대한
연구
원종구1 · 신태규2 · 김희수#

A Study on the Coating of Aluminium Extraction Deis for high
strength aluminum Air-conditioning parts.
J. G. Won, T. G. Shin, H. S. Kim
Abstract
이 논문은 자동차 부품 및 냉동공조 용 알루미늄 제품에 적용하는 압출용 금형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코팅 대한 연구이다. 지금까지 알루미늄 압출 금형에 초경 소재를 기반으로 한 PVD코팅을 적용하고 있
다. PVD(Physical Vapour Deposition)코팅은 내마모나 내구성을 요구하는 금형, 절삭공구, 산업용 부품 분야
등에 적용되고 있다. 적용되는 코팅는 저마찰계수, 내식성, 내마모성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고강
도 알루미늄소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이에 적용할 수 있는 CVD 코팅에 대한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금형 소재의 가공 및 표면이 코팅에 미치는 변화를 연구하였으며, 코팅 두께 및
특성을 평가하였다.
Keywords : extrusion dies , automobile parts, PVD coatings CVD coatings, coating thickness
This paper is a study on coatings to improve the durability of extrusion dies applied to automobile parts and aluminum
products for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So far, PVD coatings based on cemented carbide have been applied to
aluminum extrusion molds. PVD (Physical Vapor Deposition) coating is applied to dies, cutting tools, and industrial parts
that require abrasion resistance or durability. The applied coating has advantages such as low friction coefficient,
corrosion resistance and wear resistance. However, as the demand for high-strength aluminum material increases,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CVD coatings applicable thereto is requir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rocessing of the
dies material and the effect of the surface on the coating were studied, and the coating thickness and characteristics were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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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Al3102 (Al-Mn) 합금의
미세조직 및 고온 소성 변형 거동
강태훈1 · Yuanjiu Huang1 · 최호준2 · 신영철2 · 노흥렬3 · 이기안#

Microstructure and High Temperature Plastic Deformation
Behavior of Modified Al3102 (Al-Mn) Alloy
T. H. Kang1, Yuanjiu Huang1, H. J. Choi2, Y. C. Shin2, H. R. Roh3, K. A. Lee#
Abstract
알루미늄 납작관은 자동차 공조 부품 및 열교환기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써 압출 공정으로 제조되며,
Mn 함량을 제어하여 기계적 특성 제어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Mn의 함량이 다른 두 가지 Al3102
(Al-Mn) 합금들을 제조하고 미세조직 및 고온 소성 변형 거동에 대해 조사하였다. Al-Mn 합금은 Al0.3wt.%Mn (standard)과 Al-0.7wt.%Mn (modified) 두 소재들로 주조 공정으로 제조한 뒤 520℃에서 10시간
균질화 처리하였다. X-ray diffraction pattern 분석 결과 두 소재 모두 α-Al과 Al6(Mn, Fe) peak가 검출되었다.
또한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EBSD) Pattern 스캔 후 Inverse Pole Figure (IPF) map 분석 결과 두 소재
모두 equiaxed grain이 관찰되었으며, 평균 결정립 크기는 Al-0.3wt.%Mn: 209.9 µm, Al-0.7wt.%Mn: 145.4 µm로
분석되어 Mn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결정립 크기는 감소하였다. 한편, Al6(Mn, Fe)는 두 소재 모두 결
정립 내부 및 결정립계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고온 소성 변형 거동을 조사하기위해 동적 물성 시
험기 (gleeble 3500)을 이용하여 410℃, 450℃, 490℃, 530℃ 4개 온도 조건과 10-2/s, 10-1/s, 1/s, 10/s 4개의 변형
속도 조건으로 설정한 뒤 고온 압축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Al-0.7wt.%Mn 합금의 flow stress가 모든
변형 속도 및 온도 조건에서 Al-0.3wt.%Mn 합금 대비 20% 높게 측정되었으며 Al-0.3wt.%Mn 합금 대비
낮은 변형률 속도 민감도 (strain rate sensitivity)를 나타냈다. 소성 변형 지도를 도출하여 비교한 결과,
unstable 영역은 두 소재 모두 낮은 온도 및 변형률 속도 영역에서 나타났다. 상기 결과들을 바탕으로 AlMn 합금의 고온 소성 변형 거동에 대해 함께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글로벌 주력산업
품질대응 뿌리기술개발사업(20011767)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Keywords: Al-Mn alloy, Microstructure, High Temperature Plastic Deformation, Processing Map, Flow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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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냉각 시스템이 적용된 알루미늄 압출 공정 해석
신영철1 · 정믿음2 · 강경필2 · 최호준1 · 이경훈#

Analysis of Aluminum Extrusion Process with Dies Cooling
System
Y. C. Shin, M. U. Jung, K. P. Kang, H. J. Choi, K. Lee
Abstract
In the aluminum extrusion process, the application of a dies cooling system using liquid nitrogen may be considered to
control grain size and improve surface quality of extruded profile and to improve production speed. Some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analyze the cooling effect of dies and extruding material by liquid nitrogen through simulation for the
optimal design of dies cooling system, but studies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s the plastic deformation of aluminum,
flow of liquid nitrogen and heat transfer are insufficient. In this study, research was conducted on an analysis method for
similarly predicting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a dies and an extruding material by a nitrogen cooling system in an
aluminum extrusion process. Since heat generated during extrusion, such as deformation heat and frictional heat, cannot
be calculated in general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a method of calculating in connection with finite element
analysis (FEM) was devised. First, the aluminum extrusion process to which the dies cooling system was not applied was
simulated through finite element analysis, and compared and verifi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obtained in the actual
extrusion process. Based on the simulation results, deformation heat and frictional heat were extracted in the form of
nodal heat, and they were applied in the form of volume heat in the flow analysis based on finite volume method (FVM).

Keywords : Extrusion Process, Frictional Heat, Plastic Deformation Heat, Coo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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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합금 타겟을 사용하여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에 의해
증착된 Al-Cr-Fe-Ti-N 코팅의 특성 연구
박현준12 · 안기원12 · 김수빈3 · 김상섭2· 문경일1#

Study on the properties of Al-Cr-Fe-Ti-N coatings deposited by
magnetron sputtering using a single alloy target
Hyun Jun Park, Ki Won An, Soo Byn Kim, Kyoung Il Moon, Sang Sub Ki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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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공우주, 자동차 등 최첨단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부품 소재의 경량화 및 소형화
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절삭 공구 및 기계부품의 발달로 인한 고효율의 다기능성
소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Al-Cr-N 질화물 코팅은 고 경도, 고 내마
모성 및 저마찰 등의 우수한 특성으로 산업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Al-Cr-N 코팅의
특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3원계, 4원계 조성을 추가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들의 경우 다원계 코팅 증착 시 여러 개의 원소재 타겟을 이용하여 Cosputtering 공정으로 제작하며, 이는 다수의 타겟을 동시에 제어해야 하며 코팅의 조성 균일도가
낮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회전속도에서 기계적 합금화(MA)하여 제
조한 Al-Cr-Fe-Ti 합금 분말을 Hot Press로 소결하여 4원계 단일 합금 타겟을 제작하였다. 제작한
타겟은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공정을 통해 Ar+N2 공정 분위기에서 질소 유량에 변화를 주며 AlCr-Fe-Ti-N 코팅을 증착하였다. 증착한 코팅은 Nano indentation으로 Hardness 및 Elastic Modulus
를 계산하고 Scratch tester로 밀착력 특성을 분석하였다. FE-SEM / EDS 분석으로 표면 조직 관찰
및 조성 균일도를 분석하였다.

Keywords : Al-Cr-Fe-Ti, Magnetron sputtering, Cutting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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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TUBE 생산을 위한 압출 금형
냉각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배성환1, 2 · 최선묵1 · 현승균2 · 신영철3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extrusion dies
cooling system for the micro tube
S. H. BAE, S. M. CHOI, S. K. HYUN, Y. C. SHIN
Abstract
에어컨에 사용되는 핵심 열교환 부품인 micro tube(납작관)은 부식으로 인한 터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고내식성 및 고강도화를 요구하는 제품 개발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micro tube
에 적용되는 Al3xxx 소재는 압출성이 매우 저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온 압출 기술이 함께 개발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액화질소를 활용한 금형 냉각 시
스템을 개발 및 적용하고자 한다. 액화질소를 통해 micro tube 압출재 및 금형 베어링부를 냉각시킴으로
써 압출 온도 상승을 억제하여 압출 공정 중 온도를 균일하게 제어하고자 한다. 또한 균일한 온도를
통해 기존 공정에 저하시켜 적용하던 압출 속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제품 품질 향상에도 기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액화질소를 탱크로부터 금형까지 최소한 손실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액화질소가 금형 내부를 통해 제품까지 냉각될 수 있도록 금형 설계 최적화를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micro tube 압출재의 온도를 ±10℃ 이내로 제어하고자 한다.
Keywords : Micro tube, Extrusion, Dies, Cooling, Liquid Nitroge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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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인장거동에 미치는
질소 함량의 영향
김재명1 · 김성준2· 강지현#

The effect of nitrogen content on tensile behavior of stable
austenitic stainless steel
J. M. Kim, J. H. Kang

Abstract
최근 환경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로 수소 에너지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
만 국내에는 수소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며, 인프라용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
히, 고압수소배관에는 현재 316L계 스테인리스강이 사용되고 있지만, 고압 수소의 이송 효율 증가와 추가
안전 확보를 위해 소재의 고강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압수소배관 소재의 고강도화를
위해 질소를 함유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을 설계, 용해하였고, 이들의 인장거동을 분석하였다. 여
섯 종의 0.25-0.37wt% 질소를 함유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재들에 대해 적층결함에너지(Stacking fault
energy)와 단범위규칙(Short-range ordering) 정도를 각각 열역학 모델과 McLellan의 cell model로 계산하였고,
질소 함량이 증가하면 적층결함에너지와 단범위규칙 정도가 모두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 후, 인장곡선
에 전위밀도에 기반한 구성방정식 모델링을 적용하여, 동적회복계수와 적층결함에너지 및 단범위규칙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Keywords :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인장거동, 구성방정식, 적층결함에너지, 단범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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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강소성 가공 기술에 위한 볼 스크류의 기계적 특성
및 피로수명 향상
카림바예프 루슬란1 · 편영식1 · 아마노프 아웨즈한1,2#

Improvement of Mechanical Properties and Fatigue Life of Ball
Screw by Surface Severe Plastic Deformation Technology
R. Karimbaev, Y.S. Pyun, A. Amanov
Abstract
A UNSM (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 is a surface severe plastic deformation (S2PD) technology,
where a main source is a high-frequency ultrasonic impact. During UNSM treatment, a nanostructured layer can be
produced due to the high contact pressure between the tungsten carbide (WC) ball and the material. In this study, a ball
screw was subjected to UNSM technology to improve the performance by increas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enhancing the fatigue limit. The goal of this study is aimed at investigating the rotary bending fatigue (RBF) behavior of
a v-thread ball screw made of AISI 4150H steel by the application of UNSM technology at various treatment
temperatures, which may lead to the formation of nanostructured layer with different effective thicknesses.
Keywords : AISI 4150H, Mechanical Properties, Fatigue, Grain Size, Surface Severe Plastic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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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드로잉과 전자기 성형 공정
비교 및 성형성 분석
임미래1 ·송윤준2 ·최이천2· 김정#

Comparison of Drawing and Electromagnetic Forming Process
and Formability Analysis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M. R. Lim, Y. J. Song, Y. C. Choi J. Kim
Abstract
전자기 성형 공정(Electromagnetic forming process)은 비접촉 성형 기술로 가공물에 고속(15~300 m/s)의 전
자기력을 가하여 성형하는 고속 성형 공정 중 하나이다. 기존의 다른 공정들과 달리 고속으로 성형이 진
행되어 성형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을 통해
드로잉 공정(Drawing process)과 전자기 성형 공정을 비교 분석하여 각 공정의 성형성을 평가하였다. 각 공
정의 최종 두께 및 성형한계선도(Forming limit diagram)의 비교를 통해, 전자기 성형 공정이 드로잉 공정
보다 성형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은 직사각형 컵 형상의 해석 모델에 두께 1 mm의
AL5052-H34 소재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Keywords : Electromagnetic Forming Process, Drawing Process, Finite Element Analysis, Forming Limit Diagram,
Form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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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orizing Foil Actuator Welding을 적용한 CFRP-알루미늄
간 이종소재 접합공정
정유형1 · 김형규1 · 이원주1 · 윤종헌#

Vaporizing Foil Actuator Welding process for welding dissimilar
materials utilizing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and aluminum
Y. H. Jeong, K. G. Kim, W. J. Lee, J. H. Yoon
Abstract
Because of necessity in weight lightening of vehicle due to regulation for CO2 emission and deepening safety
regulation, demand of lightweight materials in frame are on the increase. Many manufacturing companies are applying
lightweight materials such as aluminum, magnesium, carbon fiber, etc.. To apply these materials, it is also important that
welding dissimilar materials to construct body of vehicle. Within these welding methods, an impact welding processes
are developed for low-temperature and solid-state welding.

Keywords : Vaporizing Foil Actuator Welding, Dissimilar Material welding, Impact Welding

1. 한양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박사과정연구원
# 한양대학교 ERICA 기계공학과, 교수
E-mail:yooncsmd@gmail.com

한국소성가공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액중 방전 성형의 인공신경망 기법을 적용한
동적 물성 역추정
변한비1 ·김 정#

Inverse Parameter Estimation of Dynamic Material Properties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of Electrohydraulic Forming
H. B. Byun, J. Kim
Abstract
액중 방전 성형(EHF; Electro Hydraulic Forming)은 커패시터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ms 단위의 짧은 시
간동안 소재에 방전하여 성형시킨다. 액중 방전 성형(EHF) 장비는 커패시터, 챔버, 금형, 전극봉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전극봉 사이에 얇은 철사를 연결하여 전기 에너지를 집중시켜 성형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
구는 Al5052-H34 소재에 대해 자유 벌징 금형을 사용하여 3 가지 전압(6kV, 7kV, 8kV)에서의 실험 조건에
서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 중 하나인 LS-DYNA 와 인공신경망 기법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사용하여 대체 모델을 통해 동적 물성을 역추정하였다. 해석 결과의 경
우, z 축 변위를 통해 대체 모델을 구축하였고,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가장 오차가 작은 CowperSymonds 구성방정식의 파라미터를 역추정하였다. 역추정한 파라미터를 사용한 LS-DYNA 의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 대체 모델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여 획득한 파라메터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Keywords : 액중 방전 성형(Electro Hydraulic Forming), 역파라메터 추정(Inverse parameter estimation), 인공신
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동적 물성(Dynamic Materi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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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Vision을 활용한 재료 변형 측정 기술 개발
목은빈1 · 한채림2· 정완진1, 2 · 이창환1, 2, #

Development of the material deformation measurement
technology using machine vision
E. B. Mok, W. J. Chung, C. R. Han, C.W. Lee
Abstract
Sheet metal forming in industrial sites is mostly stamping with various deformation mode. If it is possible to know the
deformation mode of the material part to be deformed, the location where the material is fractured can be predicted. In
order to know the deformation mode, the strain rate must be measured. The most basic method for measuring material
strain rate is tensile test and it is measured mainly by DIC which has the inconvenience with equipment setting and preand post-processing.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n easier and more convenient strain rate measurement method
through OpenCV-based Machine Vision. The strain rates measured by Machine Vision in the tensile test were compared
with the DIC and extensometer. In addition, this method was applied to bending test and incremental forming that are
difficult to measure strain.

Keywords : Machine Vision, Formability, Tensile test, Bending test, Incremental Forming, Major stain, Minor stain, DIC,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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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레이저 용융법으로 제조된 AlSi10Mg 합금의 공정변
수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와 기계적 물성 상관 관계
최연택1 · 김은성1 · 안성열1 · 정상국1 · 김형섭1 #

Correlation of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according to process parameters of AlSi10Mg alloy additively
manufactured by SLM
Y. T. Choi, E. S. Kim, S. Y. Ahn, S. Jeong, H. S. Kim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레이저 용융법을 사용하여 AlSi10Mg 합금을 적층 제조할 때, 공정 변수가 미세
조직과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형체 제조에는 General electric(GE)사의 M2 장비
와 EOS사의 평균 입도 45 μm 분말을 사용하였다. 제어 가능한 공정 변수 중 에너지 밀도에 크게 영향
을 미치는 스캔 속도를 1350 ~ 2050 mm/s까지 변화하였으며, 층간 회전 각도 조건은 90º와 67º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상기 조건으로 제조한 모든 조형체는 상대 밀도 99% 이상의 건전성이 확인 되었으나, 스캔
속도에 따라 상이한 형태의 기공이 발견되었다. 인장 실험에서 얻어지는 기계적 물성을 분석하였을 때,
스캔 속도에 따라 약 12%의 항복강도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층간 회전 조건에 따라서는 5~8% 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조건의 미세조직은 micro-scale에서 nano-scale까지 계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금
속 적층 제조의 특징인 반복적 입방열로 인해 cell structure가 형성되었고, cell의 크기과 경계에 석출
된 Si 이차상의 두께가 기계적 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Keywords: 3D Printing, Additive Manufacturing, Selective Laser Melting, AlSi10Mg alloy, Cell structure, Process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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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합금의 미세조직에 따른 에칭 거동
박성진1,2 · 조성현1,2 · 문영훈2 · 이호원1 · 정재면#

Microstructure dependent on etching behavior of Invar alloy
S. J. Park, S. H. Jo, H. W. Lee, J. M. Jung
Abstract
In this study, microstructure dependent etching behavior of a cold-rolled Invar 36 (Fe-36Ni) thin sheet was
investigated.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EBSD) and atomic force microscope (AFM) techniques were
employed to characterize microstructure and surface profile before and after etching. The Invar alloy was
partially recrystallized at 750℃ so to examine how recrystallized and non-crystallized grains differ in their
etching behaviors. The results show that the overall etching behavior of the partially recrystallized Invar thin
sheet not only depends on the surface energy of individual grains, but also on geometrically necessary
dislocation (GND) density of the grains. In fact, etching rate of grains with high GND tends to be faster than
those with low GND despite that these low GND grains had higher surface energy than the other set of grains.

Keywords: Invar 36 thin sheet, Fine Metal Mask, EBSD, AFM, Etch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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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에 따른 IN706 합금의 소성변형불안정성
김효건1,2 · 박해돈1 · 오호준1 · 배효주1 · 성효경1 · 설재복1 · 윤은유2 · 김상식1,# · 김정기1,#

Heat treatment effect on the plastic deformation instability of
Inconel 706 alloy
H. Kim, H. D. Park, H. Oh, H. J. Bae, H. Sung, J. B. Seol, E. Y. Yoon, S. Kim, J. G. Kim
Abstract

Inconel706 합금은 기존 Inconel 합금 대비 높은 가공성을 가지면서도 우수한 가격 경쟁력과 내열특성을
가져 가스터빈용 내열 합금으로 활용되는 소재로, 열처리에 따른 석출경화를 유발해 700도 내외의 고온
분위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 상기 석출 경화 과정은 크게 2-step-aging과 3-step-aging으로
구분되며, 두 열처리 공정에 따라 인장, 크리프 및 피로 특성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열처리 중 형
성된 γ ', γ", η (Ni3Ti), carbides ((Nb, Ti, Ni)C) 등의 이차상의 분포 차이에 기인한다. 특히, 상기 이차상 형성
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Nb, Ti, Cr 등의 원소는 기지 내 국부적인 클러스터 역시 유발할 수 있으며, 이들
클러스터 유무에 따라 동적시효를 포함한 소성변형불안정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 조건에 따른 Inconel706 합금의 기지 내 이차상 및 클러스터 형성의 차이를 관찰하고 이에 따른
기계적 특성 및 소성변형불안정성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2-step-aging 소재는 3-step-aging 소재
대비 높은 항복강도를 가지나, 기지 내에 형성된 클러스터에 의해 고온 소성변형 중 동적시효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Inconel Alloy, Heat Treatment, Plastic Deformation, Dynamic Strain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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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엔진용 소재의 Shot peening 피로특성 평가
주영규1 · 손명숙 · 안성철· 손인수· 안종기

Fatigue Property Evaluation of Shot peening for Aeroengines
Y. K. Ju, M. S. Son, S. C. Ahn, I. S. Son, J. G. Ahn
Abstract
항공엔진 부품 중 블레이드, 디스크, 터빈로터와 같이 반복응력을 받는 부품들은 수명증가를 목적으로
특정 위치에 숏피이닝 공정을 적용하고 있다. Shot peening 적용 시, 인장 잔류응력 제거 및 압축 잔류
응력 부하로 인한 피로수명 증가와 같은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검증에 대한 평가방
법/판정기준/정량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항공엔진 부품에 적용하고 있는
IN792소재 시편에 부품과 동일한 Shot peening 조건을 적용한 후, 상온 및 고온(570℃)에서 인장압축
HCF(High Cycle Fatigue)시험과 회전굽힘 HCF(High Cycle Fatigue)시험을 수행하여 온도 별, 응력부하
별 피로특성 향상 효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피로시험 후 상온 및 고온시편의 파단면 SEM 분석을 통해
Striation 간격을 분석하여 온도에 따른 Shot peening 영향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Keywords : Shot peening, 인장압축 피로시험, 회전굽힘 피로시험, HCF(High Cycle Fatigue),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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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강도강판의 전단가공 특성 평가에 관한 연구
송재선1, # · 윤국태1 · 전강국1 · 박춘달1 · 이성현2 · 조준행2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Shearing Properties of UHSS
J. S. Song, K. T. Youn, K. K. Jeon, C. D. Park, S. H. Lee, J. H. Cho
Abstract
전단가공(shearing)은 소재가 전단변형하여 최종적으로 파괴를 시켜 재료를 절단, 분리하는 프레스 가공
법으로 제품의 형상에 따라 블랭킹(blanking), 피어싱(piercing), 전단(shearing), 세이빙(shaving) 등으로 구분
된다. 일반적으로 전단가공 후 절단면은 눌림면(shear droop), 전단면(burnish), 파단면(fracture), 젖힘(burr)이
형성되고, 연성 재료는 눌림면과 전단면의 형성 비율이 크고, 취성 재료일수록 눌림면과 전단면에 비해
파단면의 형성 비율이 커진다. 전단가공은 일반적으로 펀치가 하강하여 소재 표면에 접촉하여 압축하중을
발생시키고, 소재는 굽힘 가공을 하면서 모멘트가 발생된다. 소재는 펀치와 금형의 인선을 따라 강한 압
축응력과 인장응력을 받으며, 항복점을 넘어 소성영역에 들어서면서 파괴가 시작되고, 크랙이 발생된다.
특히, 고강고강판의 전단시 높은 하중의 발생으로 금형에 반복적으로 높은 하중이 가해짐으로써 금형
의 파손에 따른 불량률 상승으로 공정비용 증가 및 품질저하의 문제가 발생된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적인
전단공정에서 금형의 마모에 의한 영역을 클리어런스 변화로 모사하고, 실제 전단되는 짧은 시간의 하중
을 측정하기 위한 고속계측 시스템을 구성하여 클리어런스와 프레스 성형 속도 변화에 따른 전단 하중을
실시간 측정한 후 클리어런스 변화로부터 금형의 마모에 따른 이상시점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을 검
토하였다.

Keywords : Shearing, Shear force, Clearance, Press Forming Speed(SPM), Real-time Acquisi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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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P강을 적용한 차량용 일체형 프론트 로어 암 개발
박종규1,# · 최현준1 · 김병년1

Development of Integrated Front Lower Arm for Vehicle using
TWIP Steel
J. K. Park, H. J. Choi, B. N. Kim
Abstract
최근 자동차 산업에 있어 연비 향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와 환경, 안전규제 등이 지속적으로 강화됨
에 따라 차체 및 섀시(chassis) 부품의 고강도화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특히 섀시 부품의
경우, 차체 부품에 비해 비교적 두꺼운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강도화에 따른 경량화 효과가 크며 좌
굴 및 내구 성능 향상에도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재 강도가 높아질수록 낮은 연신율에 의해 성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높은 항복강도로 인한 스프링백 제어가 어렵게 된다. 또한 타발 공정 후 전단면에서
의 미세 결함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장강도에 비
해 항복강도가 낮으며 연신율이 60% 수준으로 우수한 초고강도 TWIP(Twinning-Induced Plasticity)강을 대표
적 섀시 부품의 하나인 프론트 로어 암에 적용하여 성형해석과 시험을 통해 성형성을 검증하였다. 프론트
로어 암은 주행 중 타이어를 통하여 들어오는 힘을 지지하고, 타이어의 이상 거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
는 부품으로써, 일반적으로 섀시 멤버에 고무 부시를 통해 체결되는 구조를 가지며 고무 부시를 압입하기
위하여 ‘G’점의 경우 버링 성형을 하고, ‘A’점의 경우 파이프를 용접하여 체결되는 구조를 가지는데, 본 연
구에서는 TWIP강의 우수한 성형성을 이용하여 용접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로 무용접 일체형 프론트 로어
암을 제작하여 좌굴 및 내구 성능까지 검증하였다.

Keywords : TWIP, Front Lower Arm, Burring, Formability, Durability, Buckling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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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P강을 적용한 차량용 프론트 크로스 멤버 개발
박종규1,# · 김병년1

Development of Front Cross Member for Vehicle using TWIP
Steel
J. K. Park, B. N. Kim
Abstract
최근 차량의 친환경 및 안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전기차 및 수소차 시장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동향에 맞춰 자동차 부품의 경량화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GFRP(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s),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 등의 복합소재뿐만 아니라 알
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 등의 비철금속과 핫스탬핑용 보론강(boron steel), TRIP강(Transformation Induced
Plasticity steel)강, TWIP강(Twinning Induced Plasticity steel) 등의 초고강도강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초고강도강의 자동차 부품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부품 제조사에서는 냉간 난성형성
을 극복하여 품질 및 생산성을 높이고, 일체화 성형 및 공정 축소 등을 통해 부품 성능의 극대화와 원가
절감을 위해 적극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 자동차 섀시 부품인 프론트 크로스 멤버
(front cross member)를 대상으로, 인장강도에 비해 항복강도가 낮으며 연신율이 60% 수준으로 성형성이 우
수한 초고강도 TWIP강을 적용하여 여러 부품들을 일체화 성형하고 공정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였다. 아울러 성형해석 및 시험을 통해 성형성을 검증하였으며, TWIP강과 SAPH370, SAPH440 소재 등과의
용접성과 내구 성능까지 검증하여 실제 양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Keywords : TWIP, Chassis, Front Cross Member, Formability, Springback, Weldability, Du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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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판재성형 적용 프론트 크로스 멤버 개발
김병년1 · 박종규1,#

Development of Front Cross Member Applying Aluminum Sheet
Forming
B. N. Kim, J. K. Park
Abstract
자동차 산업은 미세먼지, 기후 변화 등에 따라 배출가스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차량 전동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연비 및 전비 향상을 위해 다양한 경량화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그중 샤시부품에서는 고강도강 적용에서 경량 소재인 알루미늄 소재로 대체하여 로어 암 및 크
로스 멤버 등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알루미늄 소재의 성형 공법 및 조립 기술 개발에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며, 선진 자동차 OEM에서는 알루미늄 복합 성형 공법을 적용하여 부품 개발을 활발
히 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소재 적용 부품 개발 기술을 내재화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성능 경량 샤시 부품의 개발을 위해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하여 프론트 크로스 멤버를
개발함에 있어서 경량화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알루미늄 판재 성형, 압
출 성형, 고진공다이캐스팅 등 다양한 성형 공법 및 알루미늄 모재의 장용접부의 열변형 최소화를 위한
방법으로 레이저 하이브리드 용접 공법을 적용하여 알루미늄의 높은 선팽창 계수에 따른 열변형 증가 특
성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적용하여 경량 샤시 부품을 개발 하고자 한다. 그리고 내구성능 평가를 위해
2축 내구 시험을 진행 하였으며, 차량 승차감을 나타내는 NVH(Noise Vibration Harshness)특성 평가를 통해
서 성능 개선 효과를 검증 하였다.

Keywords : Aluminum, Front cross member, Sheet forming, NVH, Lase hybrid welding, High pressure vacuum die casting,
Extrusion, Light weight vehicle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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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우 성형성 향상을 위한 서보프레스 응용연구
송재선1, # · 윤국태1 · 박춘달1 · 김용환2

Application study of servo press to improve draw fomability
J. S. Song, K. T. Youn, C. D. Park
Abstract
일반적인 프레스는 정해진 속도와 시간의 관계의 궤적을 그리는 슬라이드의 왕복운동에의해 부품을 성
형하기 때문에 성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금형이나 성형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었지만, 프레
스 슬라이드의 움직임을 서보모터로 전자제어가 가능한 서보프레스가 출현해 성형성의 새로운 향상의 가
능성을 기대하였으나, 성형에 필요한 설정에 많은 공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적용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가시화된 연구결과가 미미한 상태이며, 성형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슬라이드 모션제어에 관한 연구
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보프레스 활용시 에너지 절약, 고효율화, 고정도화 등의 관점에서 부가가치가 높고, 설정의 자유도가
높아 난성형 재료와 복잡한 형상의 성형에 적용이 가능하나, 최적 슬라이드 모션 설정의 검토에 많은 시
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프레스에 비해 서보프레스가 반드시 우수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서보프
레스의 슬라이드 모션 적용시 공정 수 감소에 의한 금형비 절감, 성형성 향상 그리고 치수정밀도의 향상
등 그 효과가 크고, 연료효율 향상과 배기가스 규제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량화와 충돌 안전성 향상
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화를 위해 적용되는 초고강도 강판 등 난성형 소재 성형 때문에 서보프레스의
실용화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서보프레스의 슬라이드 모션제어 중 대표적인 위치제어를 이용하여 드로우 성형성을 평
가하고, 슬라이드 모션 설정시 최적화된 모션을 설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서보프레스를 활
용한 성형공정 설계에 응용할 수 있도록 실용화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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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7050 합금의 인장-압축거동 성형성 간 상관관계
배동화1 · 오주희1 · 정찬욱2 · 김정기#

Correlation between tensile-compressive behavior and
formability of Al7050 alloy
D. H. Bae, J. H. Oh, C. Jeong, J. G. Kim
Abstract
높은 비강도, 파괴인성과 더불어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이 뛰어난 Al7050 합금은 항공우주, 석유 및 가스,
자동차 산업 등 구조용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7xxx계 합금은 주로 고온의 가공 공정
(단조,압출 등)을 통한 가공 경화 및 동적 연화의 상호작용에 의해 기계적 특성이 결정되며, 적절한 고온
가공 조건을 채택하기 위해 동적 재료 모델을 근거한 성형성 평가가 선행되어진다. 성형성 평가는 통상
적으로 압축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변형모드에 따른 성형성 예측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에
서의 성형성 예측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변형모드 변화에 따른 성형성 예측 및 비교사례는 많지
않기에 본 연구에서는 글리블 압축시험과 고온인장시험을 진행 후 변형 속도 및 온도에 따른 파워 분산
효율과 소성 불안정성을 공정지도로 작성하여 비교했다. 또한, 각각의 변형거동에 따른 소성 불안정 영역
및 안정 영역에 대해 미세조직 분석하여 동적 연화 거동을 파악하였으며 고온 가공 시 최적 조건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Keywords : Al alloy, hot working, dynamic softening, processing map

1. 경상국립대학교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K-금속센터
2. 동양에이케이코리아 R&D center 기술연구원
# 교신저자: 김정기, 조교수 (Junggi91@gnu.ac.kr)

한국소성가공학회 2021년도 춘추계학술대회 초록집

Al6014 판재의 U벤딩 성형 스프링백 특성 연구
김상훈1 · 도두이퉁1 · 박종규1 · 김진재2 · 김영석#

A Study on U-Bending Forming Springback Characteristics of Al6014
Plates
S. H. Kim, D. T. Do, J. K. Park, H.G. Lee, Y.S. Kim
Abstract
최근 전기자동차를 필두로 차량 경량화를 통한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초고장력강판(USSS) 및 경금속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경금속 중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알루미늄 판재의 성형성 및 스프링백(springback) 예측에 대한 기술 수요가 증
대되고 있다. 해석을 통한 스프링백 예측에 있어, 일반적으로 보통의 저탄소강은 등방 경화식을 적용하여도 해석 정확도
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고장력강판이나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해석정확도가 낮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
경화식 및 Y-U(Yoshida-Uemori) 모델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단축 및 등이축 인장 시험을 통해 진응력-진변형률 선
도 및 이방성 항복곡면을 도출하였고, 인장-압축 반복하중 시험을 통한 Y-U 모델의 입력값을 구하였다.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에 등방 경화식, 이동 경화식 및 Y-U 모델을 적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U벤딩을 통해 얻은 시편
의 3D 스캔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Keywords : Springback, Isotropy hardening, Kinematic hardening, Yoshida-Uemori, U-bending, 3D sc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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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섀시 부품의 버링 공정 변수 최적화
도두이퉁1 · 김상훈1 · 박종규1 · 김영석#

Optimization of Burring Process Parameters for Automotive
Chassis Parts
D. T. Do, S. H. Kim, J. K. Park, Y. S. Kim
Abstract
최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및 수소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차로 급속히 변
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자동차용 섀시 부품에도 차량 경량화와 성능 확보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알루미늄, 복합소재와 같은 경량 소재뿐만 아니라 780MPa 이상의 초고강도강(ultra-high-strength steel)
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초고강도 소재의 경우, 낮은 연신율과 높은 항복
강도에 따른 난성형성을 극복하기 위해 제품 형상 및 성형 공정 최적화 등의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980MPa급 열연 초고강도 소재를 적용하여 제품의 버링 성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
정 변수들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대표적인 자동차용 섀시 부품의 하나인 프론트 로어 암(front lower
arm)의 버링 부위를 모사하여 해석 및 시험을 위한 시편 형상을 설계하였으며, 다구찌(Taguchi) 실험계획
법을 통해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여 각 공정별 변수들에 대한 영향도를 평가하였다. 아울러 분산 분석 및
회귀 분석을 통해 버링부의 두께감소율과 버링 높이에 대한 공정 변수를 최적화하였으며, 이를 적용한 금
형을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험 후 시편 형상에 대한 3D 스캔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신뢰성 검증 및 양산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Optimization, ANOVA(Analysis of Variance), Regression Analysis, ,Taguchi Method, FEA(Finite Element
Analysis), Automotive Chassis Parts, Front Lower Arm, Burring, Process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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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비틀림공정 처리된 Al7068 합금의
기계적 특성 및 미세조직 변화
오주희1 ꞏ 손수정2 ꞏ 김형섭2 ꞏ 설재복1 ꞏ 성효경1 ꞏ 김정기1, #

Mechanical property and microstructure changes of the highpressure torsion-processed Al7068 alloys
J. Oh, S. Son, H. S. Kim, H. Sung, J. B. Seol, J. G. Kim
Abstract
고압비틀림공정(High-pressure torsion, HPT)은 연속적인 회전과 높은 압력으로 전단 변형을 부과함으로써 결
정립 크기를 초미세하게 만들어 재료를 강화하는 공정이다. 온도에 민감한 저융점 소재에서 공정 중 발생
하는 변형열 및 마찰열은 결정립미세화 뿐만 아니라 동적재결정 및 회복 등을 야기시켜 미세조직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이전에 연구가 진행된 Al7075 합금에 고압비틀림공정 처리하여 공정 중 발생한
결정립 미세화 및 동적 재결정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기 미세조직 변화에 의해 우수한 강도 및 연성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전 연구결과에 기반해 강소성가공공정 및 저융점 합금계 선택에 따
른 다양한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합금의
7xxx 계열 중 하나로 Al7075 합금보다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는 Al7068 합금을 상온에서 고압비틀림
공정 처리하였다. 고압비틀림공정 회전수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미세경도 및 인장강
도 시험을 진행하고, 공정 처리로 발생하는 결정립 미세화 및 마찰열에 의한 석출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투과전자현미경 관찰을 진행했다.
Keywords : Aluminum, High-pressure torsion,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y, Strength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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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을 통한 신선 와이어 잔류응력 저감에 관한 연구
이성민1, 2 · 이인규1 · 이성윤1 · 정명식1 · 차경제· 문영훈2 · 이상곤#

Study on the Relaxation of Residual Stress in Drawn Wire using
Numerical Analysis
S. M. Lee, I. K. Lee, S. Y. Lee, M. S. Jeong, K. J. Cha, Y. H. Moon, S. K. Lee
Abstract
신선공정(wire drawing)은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여러 개의 다이(die)를 통과시켜 직경이 가는 와이
어를 제조하는 성형공정이다. 신선공정의 경우 다이와 직접적인 접촉이 발생하는 표면부와 접촉이 발생하
지 않는 중심부의 변형량 차이 및 공정 시 발생되는 열에 의해 와이어 내부에 잔류응력(residual stress)이
발생하게 된다. 신선된 와이어 내부에 발생되는 불균일한 잔류응력은 와이어 직진도(straightness) 저하 뿐
만 아니라 기계적 물성(mechanical properties)을 저하시킨다. 특히, 표면부에서 주로 발생되는 인장 잔류응
력은 인장강도 저하, 표면 크랙 생성 및 진전, 피로수명 저하 등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신
선된 와이어의 표면부에서 발생되는 인장 잔류응력을 저감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
탄소강 신선 와이어의 표면 인장잔류응력 저감방법에 대하여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그 타당성을 평가하였
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다단 신선된 와이어에 대하여 단면감소율이 매우 낮은 스킨패스(skin pass) 적용,
다이 반각이 매우 낮은 저 다이 반각(low semi-die angle) 적용, 그리고 축방향 미세 인장(additional tension)
적용 시 잔류응력 완화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 다이 반각과 스킨패스를 동시에 적용한 경우
표면부 인장잔류응력 완화 효과가 가장 우수하였음, 다음으로 축방향 미세 인장을 적용했을 때 잔류응력
완효 효과가 우수하였다.
Keywords : Flow Stress Curve, High Strain, FE analysis, Compression Test, Indentation Test

Figure 1. Distribution of residual stress (skin pass + low semi-die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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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 기술을 이용한 Hastelloy X 의 후 열처리에 따른 미세
조직 변화
이윤선 1#

Changes in Microstructure of Hastelloy X Deposited by Direct
Energy Deposition Process
Y. S. Lee
Abstract
Hastelloy X is a nickel based super alloys (nickel-chromium-iron-molybdenum) which is strengthened by solid
solutions with an exceptional combination of oxidation resistance and strength at elevated temperatures up to 1200℃.
Because of these features, Hastelloy X has been widely used in a variety of high value-added parts in aircrafts, furnaces,
combustors and chemical process components operating at high temperatures. In this study, the deposition of Hastelloy X
alloy is performed by Laser aided Direct Metal Tooling (DMT) process, one of Direct Energy Deposition (DED)
proces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ange in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Hastelloy X deposited
by Direct Energy Deposition (DED) process. The post heat treatment was performed on the prepared specime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ecimens before and after the heat treatment were compared. The phase and microstructure of the
deposited specimen before and after the heat treatment are investigated by optical microscopy (O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EBSD) and X-ray Diffraction (XRD).

Keywords: Direct Energy Deposition (DED), Hastelloy X, Microstructure, Post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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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Cr-Ni-Al 중엔트로피(Medium Entropy) 합금의
미세조직 및 고온 기계적 특성
황유진1 · 나영상2 · 임가람2 · 이기안#

Microstructure and high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of
Fe-Cr-Ni-Al medium entropy alloy
Y. J. Hwang, Y. S. Na, K. R. Lim, K. A. Lee
Abstract
High entropy alloys(HEAs)는 우수한 물리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극한 환경에서의 적용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HEAs는 값비싼 합금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 상용 소재로써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최근 HEAs의 우수한 물리 화학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원소재 비용을 낮춘 MEAs (medium entropy alloys)가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소재 비용이 높은 Cobalt와 같은 합금 구성 원소를 제외시켜 제조 단가
를 낮춘 non-equiatomic Fe-Cr-Ni-Al MEA의 미세조직과 고온 압축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
조 공정으로 Fe-Cr-Ni-Al MEA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합금의 경우 BCC Fe-Cr-rich matrix와 B2 Ni-Al-rich 석
출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초기 미세조직 관찰 결과, mm 크기의 조대한 grain 내부에 100-200 nm 크기의
Ni-Al 석출상들(B2 phase)이 미세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고온 압축 시험 결과, 550, 650, 750, 850,
950℃에서 수행되었다. 그 결과 각 압축 온도에서의 항복 강도는 각각 757, 354, 194, 114, 47 MPa로 측정되
었다. 550℃ 이상의 온도부터 강도가 급감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두 가지 기구로 설명될 수 있었다.
즉 먼저 B2 상이 약 650℃부터 matrix에 용해되는 흡열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이고, 이와 함께 600℃ 이하
의 온도에서 나타나는 slip band의 존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상기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Fe-CrNi-Al medium entropy alloy의 고온 변형 기구를 미세조직과 연관하여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Keywords : Medium entropy alloy, Fe-Cr-Ni-Al alloy, Microstructure, High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y,
Deforma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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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loy 901 소재의 DED(Direct Energy Deposition) 공정
최적화 연구
이윤선1, 홍명표1, 박동용1, 송혜진1, 이호진1#

A Study on Optimization of DED (Direct Energy Deposition)
Process for Incoloy 901 Alloy
Y. S. Lee, M. P. Hong, D. Y. Park, H. J. Song, H. J. Lee,
Abstract
A nickel-iron-chromium alloy containing titanium and aluminum for precipitation hardening and molybdenum for
solid-solution strengthening. The alloy has high yield strength and creep resistance at temperatures to about 1110°F
(600°C). Because of these features, Incoloy 901 alloy has been widely used in gas turbines for discs and shafts. In this
study, the deposition of Incoloy 901 alloy is performed by Laser aided Direct Metal Tooling (DMT) process, one of
Direct Energy Deposition (DED) proces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optimized process for obtaining
the crack and pore free deposited layer. The laser beam power, the feeding rate and scan speed are chosen as the most
critical parameters for this study. In addition, the post heat treatment was performed on the prepared specime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ecimens before and after the heat treatment were compared. The phase and microstructure of the
deposited specimen are investigated by optical microscopy (O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X-ray
Diffraction (XRD) and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tensile strength, Vickers hardness.

Keywords: Direct Energy Deposition (DED), Incoloy 901,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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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계획법을 활용한 방산부품 적층 최적공정 설계
송진영1 · 이시헌2 · 강재관3· 김채환#

Process Optimization for Additive Manufacturing in Defense
Parts by Design of Experiments
J. Y. Song1, S. H. Lee2, J. G. Kang3, C. H. Kim#
Abstract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는 3D프린팅으로 알려진 적층가공 기술이며, 디지털 도면을 바탕으로
연속적인 레이어로 적층하여 3차원 형상을 만드는 방식이다. 적층제조 공정 중 고에너지적층(Direct Energy
Deposition) 방식은 생산성이 높고 재생, 보수를 비롯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항공, 자동차,
의료, 방위산업 등 고부가가치, 특수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산부품(Defense
parts) 제조 및 유지, 보수를 위해 고에너지적층 방식 장비의 공정조건을 최적화하고 적층시험(Build-up
Test)을 실시하였다. 최적 공정제어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적층 공정조건에 대한 실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s)를 이용하여 공정조건과 적층 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Keywords : Additive Manufacturing(적층제조), Direct Energy Deposition(고에너지적층), 방산부품
(Defense parts), 실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s)

1. 실험조건
적층 공정조건인 Laser power, Powder feed rate, Coaxial gas, Powder gas, Traverse speed
의 5개 인자를 선정하였으며, 완성품의 적층 형상과 품질에 영향을 주는 적층높이 및 경도를
특성치로 하는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2. 실험결과
실험계획법을 통한 공정조건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적층높이와 경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식별하였으며, 최적 공정조건을 도출할 수 있었다.

Fig. 1 Cross section of build-up test in DED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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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용 시프트 포크 제조공정 설계 및 성형해석
조아라1,2 · 안지섭1,2 · 오철환1 · 이인규1 · 차경제1 · 문영훈2 · 황선광1 ,#

A Process Design and Analysis for Manufacturing Shift Fork of
Transmission
A. R. Jo, J. S. An, C. H. Oh, I. K. Lee, K. J. Cha, Y. H. Moon, S. K. Hwang
Abstract
변속기내 싱크로나이저 및 슬리브 등에 직접 관여하여 단수 변경 및 변속을 하는 시프트 포크는 체적
이 크고 형상이 복잡하여 높은 신뢰성과 우수한 기계적 물성치를 요구한다. 이러한 시프트 포크의 특
징으로 인해 기존 제조공정은 소재가열, 열간단조(3단), 트리밍, QT열처리, 기계가공 등 복잡한 공정으
로 이루어져 있다. 제품 특성상 열간단조 공정 중 미채움 등의 불량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공정에서는
제품 체적 대비 큰 원소재를 투입하였으나, 이로 인해 낮은 소재 회수율과 금형수명의 저하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 해석프로그램인 DEFORM-3D를 활용하여 성
형해석 및 금형응력 해석을 통해 열간단조의 최적공정을 설계하고자 한다. 열간단조공정의 유동응력
확보 및 정확한 결과값을 예측하고 분석하기 위해 글리블(Gleeble)과 J-Mat Pro를 활용하여 온도 및 변
형률 속도에 따른 물성치를 확보하였다. 해석 결과 기존 3단에서 2단으로 공정을 축소할 수 있었고 원
소재 체적을 2배 이상 줄임으로써 낮은 하중 및 응력 그리고 균일한 금형응력분포를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 결과를 통해 자동차 변속기용 시프트포크 제조 시 향상된 소재회수율과 금형수명을
가지며 정형가공(Net-shape)가 가능한 공정을 설계할 수 있었고, 우수한 기계적 물성치를 가지는 시프트
포크를 제작할 수 있었다.

Keywords : Hot Forging Process, Shift Fork, Finite Element Analysis, Die Stres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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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구배 금형의 피로수명 예측 신뢰성 향상에 관한 연구
이인규1,# · 이상곤2 · 이성윤1· 이성민3· 조아라3· 정명식2· 황선광2 · 김경률4

A Study on the Improving Reliability of Fatigue Life
Prediction in Back-Taper Die
I. K. Lee, S. K. Lee, S. Y. Lee, S. M. Lee, A. R. Jo, M. S. Jeong, S. K. Hwang, K. R. Kim
Abstract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연비 및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Dual clutch transmission)의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모노블럭(Mono-block)은 클러치바디(Clutch-body)와 스피드기어(Speed-gear)가
결합된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핵심 부품으로 싱크로나이저 링(Synchronizer ring)을 슬립시켜 엔진의 동력
을 바퀴로 전달하기 때문에 변속 시 충격과 간섭이 발생되어 높은 정밀도와 내구성이 요구된다. 현재 모
노블럭은 고정밀 치형 성형을 위한 국산 역구배(Back taper) 금형의 피로수명을 확보하기 어려워 수입산
금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피로수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로수명 예측 신뢰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금형 피로수명 예측을 위해
요구되는 금형 응력은 인장시험으로 평가된 소재의 응력-변형률 선도가 적용된 유한요소해석으로 평가된
다. 인장시험을 통한 응력-변형률 선도는 저변형률 영역이기 때문에 고변형률이 발생되는 치형 성형에서
금형 응력 해석결과의 신뢰성은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노블럭 소재 SCr420HB의 고변형률에 대한 응력 선도를 이용해 역구배 금형의 피로수
명 예측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변형률에 대한 응력 선도를 평가하기 위해 DEFORM2D로 Ø 10 × 15 mm 소재를 압축률 20% ~ 60% 조건으로 압축하여 변형률을 각 평가하였다. 이후, 동일한
조건으로 만능재료시험기를 통해 압축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압축된 각 시험편 단면을 계장압입시험
하여 변형률 조건에 따른 인장강도를 평가하였다. 1.5 mm/mm 수준의 고변형률에 대한 응력 선도를 통해
금형 피로수명 예측 신뢰성이 보다 더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역구배 금형의 피로수명 향상을 위
한 연구에 적용될 예정이다.
Keywords : Stress-Strain Curve, Mono-Block, Dual Clutch Transmission, SCr420HB, Fatigu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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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다단 성형 경량 볼 조인트 개발
백승걸1 · 박종규1,#

Development of a Lightweight Ball Joint with Pipe Multi-stage Forming
S. K. Baek, J. K. Park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차량의 배기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친환경 차량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높은 연비 실현을 위하여 대형 부품뿐
만 아니라 소형 부품에 이르기까지 경량 소재를 적용하거나 구조 최적화 설계, 공정 최적화 등을 통한 경량 부품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전륜 섀시(chassis) 부품으로써 주행 중 타이어를 통해 들어오는 외력
을 지지하고 타이어의 이상 거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프론트 로어 암(front lower arm)에 체결되는 볼 조인트(ball joint)
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성품 중 볼 조인트 케이스를 기존의 단조 공법을 대신해 파이프를 프레스 축관 성형하여
개발하였다. 아울러, 성형성뿐만 아니라 볼 조인트의 이탈력 및 내구 시험 등을 통해 제품 성능까지 검증함으로써 실제
양산을 위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Keywords : Ball Joint, Front Lower Arm, Pipe Forming, FE Analysis, RSM(Response Surfac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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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 공정을 이용한 AISI1045 단일 비드 적층시 이송 속도
가 적층 특성과 잔류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
양지완1 · 이광규2 · 안동규#

Effects of Scan Speed on Deposition Characteristics and
Residual Stress Distributions for the Case of a Single Bead
Deposition Using a DED Process
J. W, Yang1, K. K. Lee2, and D. G. Ahn#
Abstract
직접식 에너지 용착(Directed Energy Deposition : DED) 공정은 여러 가지의 공정 변수에 따라 적층 형상을
변화시키고 적층부 및 주변 영역의 잔류응력을 생성시킨다. 특히, 비정상 영역에서의 형상 변화는 적층 형
상 및 경로에 따라 형상 오류 및 기공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잔류응력은 적층 시 급격한 열이력으로
인해 발생하며, 적층 제품의 기계적 강도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단일 비드 적층 실험 및 3
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이송 속도에 따른 비드의 형상과 잔류응력 특성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기
저부 및 적층부 소재는 S45C 로 선정하였으며 기저부에는 조질처리를 적용하였다. 이송 속도는 7가지 조
건으로 적용하였으며 측정을 통해 적층 시작지점, 중간지점 및 끝지점의 데이터 특성을 도출하여 비교/분
석 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은 상용 소프트웨어인 SYSWELD 를 사용하였으며, JmatPro V12.0 을 통해 도출된
온도의존 열 및 기계 물성 데이터를 적용하였다. 공정 변수를 기반으로 대류, 복사 및 고정 경계조건을 해
석에 적용하였다. 실험 결과 이송 속도가 증가할수록 적층부의 높이 및 폭이 감소하였으며 정상영역과 비
정상 영역의 폭 및 높이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열전달 해석과 실험 결과 비교를 통해 도출된 열원의 효
율을 적용하여 열-기계 연계 해석을 수행하여 이송 속도 증가에 따라 잔류응력이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eywords : Directed Energy Deposition, Deposition caracteristics, Sacn speed, Residual stress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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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강판의 마찰 특성 평가
이재동1 · 전강국1 · 윤국태1 · 박춘달1 · 송재선#

Evaluation of friction characteristics of stainless steel sheets
J. D. Lee, K. K. Jeon, K. T. Youn, C. D. Park, J. S. Song
Abstract
미래 자동차, 고성능 전자제품, 첨단 의료기기 등의 기술적 진보는 매우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어 예측
된 시점보다 빠르게 우리의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고기능 미래형 첨
단제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제품설계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적절한 소재
의 선택과 성형가공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고기능성 경량소재는 자동차를 비롯한 수송기기의 경량화를 목적으로 하며, 고강도강판, 알루미늄합금,
CFRP 등의 적용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스테인리스강은 우수한 방청 특성 때문에 식기류를 비롯하
여 빌딩 소재, 전자, 화학 공장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연료전지
차의 연료전지 분리판을 기존의 흑연을 가공하여 제작하던 것을 프레스 성형된 스테인리스강판으로 대체
적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스테인리스강판의 부식저항, 열전달 특성, 성형성, 절단 또는 전단 특성, 용접
특성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테인리스강판 성형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찰 및 성형에 의한 발열에 대하여
마찰시험을 통하여 다양한 종류의 스테인리스강판과 금형의 미끄러짐에 의한 마찰특성을 평가하였다.

Keywords : Stainless sheet, Friction Test, Clearance, High Performance Materials, Hard-to-form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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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압이 부하된 초경 다이 인서트의 냉간 단조 공정 적용
시 파손 가능 영역 평가
류성현1,2 · 조무근1,2· 정헌영3 · 김경일1· 이광희3· 조규섭1· 노우람1,#

Failure analysis of cemented carbide die insert pre-stressed by
interference fit for robust cold forging process
S. H. Ryu, M.G. Jo, H. Y. Jeong, K. I. Kim, K. H. Lee, G. S. Cho, W. R. Noh

Abstract
냉간 단조용 WC-Co계 초경 다이 인서트의 파손 가능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 유한요소해석을 적용하여
냉간 단조 공정을 분석하고 금형의 응력을 계산하였다. 최대 주응력, 최대 전단 응력을 비롯한 다양한 응
력 인자를 도입하여 파손 양상 예측에 활용하였고 실제 파손 금형과 비교 평가하여 적합한 인자를 도출
하였다. 더하여 금형의 조립 공정 중에 부하된 금형의 예압을 고려하여 냉간 단조 파손 위험 양상도 분석
하였다. 프레스 피팅 공정을 구현한 해석을 통해 다이 인서트의 예압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였다. 계산된
예압을 고려하여 단조 공정을 해석하고, 예압의 강도가 단조 금형에 부하되는 응력의 크기 및 분포 변화
그리고 파손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Keywords : Cold forging, Cemented carbide, Interference fit, Failure, Finite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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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 소재의 열간 성형시 거동 분석을 통한 모터하우징
개발
이철환1· 서명관1· 강용기1· 김상현2· 김동규#

Development of Motor Housing by Analyzing Behavior of
Hot Forming FRP Material
C. H. Lee, M. G. Seo, Y. K. Kang, S. H. Kim, D. K. Kim
Abstract
FRP (Fiber Reinforced Plastics) for automobiles, represented by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 has been
widely applied in recent years and has been spotlighted as an essential component material in certain
industries. This research aims to improve the weight reduction and vibration damping rate by replacing FRP
materials for the housing applied to the drive motor for electric vehicles. The housing is a part that surrounds
the motor shaft, coil, and bearing. Considering the molding characteristics of the FRP material and the shape
of the motor housing, the FRP preform will be hot-formed and machined. In this study, the basic physical
properties and molding conditions of FRP material were established for the development of lightweight highperformance motor housing, and based on these, a motor housing prototype molding test applied to a driving
motor for electric vehicles was conducted.

Keywords : : FRP(Fiber Reinforced Plastic), Hot forming, Motor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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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 소재의 열간 성형시 거동 분석을 통한 보빈 개발
이철환1· 서명관1· 김동규1· 김상현2· 강용기#

Development of Bobbin by Analyzing Behavior of
Hot Forming FRP Material
C. H. Lee, M. G. Seo, D. K. Kim, S. H. Kim, Y. K. Kang
Abstract
Currently, the application of FRP material is partially applied as NVH material to various parts such as
undercover, headliner, and trunk lid in the domestic and foreign vehicle interior and exterior materials market,
but the application of engineering parts for the driving part is still in the preliminary research stage. If the
problem of formability is solved in the manufacturing of composite materials, it is judged that it will be easy
to apply not only the interior and exterior parts of automobiles, but also parts that require precision.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bobbin that insulates between the core part and the coil part of a slot motor by
analyzing the behavior of FRP material during hot forming.

Keywords : : FRP(Fiber Reinforced Plastic), Hot forming, Bob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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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비틀림 공정을 이용한 CoCrFeMnNi-Inconel 718
Multi-metal composites 제작
안성열1 · G.M. Karthik2 · P. Asghari-Rad 1 · S. Praveen 2 · A. Zargaran 3 ·
김은성1 · 김택수5 · 김형섭

2, 3, 4, #

Architectured multi-metal CoCrFeMnNi-Inconel 718 lamellar
composite by high-pressure torsion
S.Y. Ahn1, G.M. Karthik2, P. Asghari-Rad1, S. Praveen2, A. Zargaran3,
E.S. Kim1, T.S. Kim5, H.S. Kim2, 3, 4, #
Abstract
Multi-metal composites는 rule of mixture에 추가적인 강화 효과를 통해 좋은 강도와 연성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건전한 접합부를 갖는 복합재를 제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고엔트로피합
금(CoCrFeMnNi), 니켈 기반 초합금(Inconel718) 각 분말의 혼합체에 고압 비틀림 공정과 열처리를 이용
해 건전한 접합부를 가진 multi-metal composite의 제작법을 제안한다. 제작된 복합재는 고압 비틀림 공정,
고압 비틀림 공정 이후 열처리로 각 700 ℃, 800 ℃에서 1시간씩 처리한 세 종류의 시편이 제작되었으며,
시편 간의 미세구조와 접합부를 비교 분석하였다. 고압 비틀림 공정으로 제작된 복합재는 미세한 결정립
이 생성되었으며, 결함 없는 경계부가 형성되었다. 또한, 열처리 조건에 따라 부분 재결정이 발생해
hetero-구조를 나타내었다. 제작된 시편의 미세조직 분석은 SEM, SE, BSE, EBSD, TEM을 통해 수행되었으
며, back stress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장시험과 loading-unloading-reloading test가 수행되었다.

Keywords : Multi-materials, Composites, High-pressure torsion Powder metallurgy, High entropy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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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을 사용한 클래드 판재의 기계적 특성 예측
강현우1 · 김수빈2 · 이창선#

Predic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of Rolled Clad Plates Using
Machine Learning
H. W. Kang, S. B. Kim, C. S. Lee

Abstract
클래드재는 금속 또는 비금속 층을 모층으로 하여 이의 한 면 또는 양면에 다른 금속 또는 비금속을
맞붙인 재료를 통칭하는 말로, 압연∙압출 등의 다양한 제조 방법을 통해 생산된다. 다시 말해, 단일의 금
속에서 얻을 수 없는 장점들을 하나의 재료에 부여한 금속복합소재이다. 이 중 압연 방식을 이용하여 제
조된 클래드재는 생산성이 가장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제조 산업에서 더욱더 증가되는 생산성,
품질에 대한 요구는 클래드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생산 공정의 자동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에 각 압연 패스에서 판두께, 압연
온도 등의 제조 공정 변수 들의 값을 정확하게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공정 매개변수들과 강종
구성이 생산된 클래드재의 기계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압연 생산된 클래드
재의 Yield Strength, Tensile Strength, Peel Strength와 같은 기계적 특성들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특히, 가장 간
단한 형태의 기계학습으로 분석/통계 모델에서 널리 알려진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산업지식을 뒷받침
한 적절한 모델을 구현 및 제안하고자 하였다.

Keywords : Machine Learning, Clad Rolling Material, Mechanical Properties, Predict Analysis, Linear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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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본딩 제조된 Ti/Al/Ti 3-ply 다층금속 판재의 계면 연계
물성에 미치는 열처리 영향
김민호1,2 · 성진영1 · 봉혁종1 · 이광석1 · 김지훈2

Influence of post-heat treatment on the interface-correlated
bonding properties of roll-bonded 3-ply Ti/Al/Ti metallic sheets
M.H. Kim, J.Y. Sung, H.J. Bong, K.S. Lee, J.H. Kim
Abstract
We present the effect of post-heat treatment conditions such as temperature and time on the microstructural evolution
at joint interface and subsequent bonding properties of multilayered Ti grade1/Al1050/Ti grade1 clad sheets. Interface
microstructure was first confirmed by optical, scanning electron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s. Taking the subtle
evolution of diffusion layer between Ti and Al into account, bonding properties of these 3-ply sheets subjected to
different annealing conditions were evaluated by means of T-peel test. A process map was then constructed in which the
appropriate annealing temperature-time combination for maximum bonding strength was deduced.
Keywords : Roll Bonding, Ti/Al/Ti clad, Interface microstructure, Bonding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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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py Impact Properties under Low Temperature of SM490A
with the notch shapes
Jong Ho Lim#1, Jin Yong Lee1, Tae Kyung kim2, Jeong Muk Choi3

Abstract
The Charpy impact toughness behavior of SM490A steel is tested in relation to the rolling
directions and notch shapes at the temperature range from room temperature(20℃) to -80℃.
Compared with the as-received condition, the impact toughness has been improved under the
normalized condition. After normalizing, the grain size is refined and the anisotropy is
lowered. The inclusions are randomly distributed in all directions and the volume fraction of
inclusions is through-thickness direction > longitudinal direction > transverse direction. And
the inclusions in longitudinal direction are elongated with the rolling direction. The inclusions
and anisotropy formed during hot rolling directly influence the impact toughness. The impact
toughness of longitudinal direction is higher than that of transverse direction in all tested
temperature range. The impact toughness decreases with the decrease of the temperatures in
all directions and positions. V-shaped notch condition shows lower impact toughness than Ushaped notch in all the tested temperature range. With the decrease of tested temperature, the
ratio of impact toughness energy(EV-notch/ EU-notch*100) decreases, showing the impact
toughness of U-shaped notch is higher than that of V-shaped notch at low temperature.

Keywords : SM490A, Charpy impact test, Low temperature toughness, Notch shape, Normal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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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간 이축교번단조를 통한 알루미늄 합금의
기계적 특성 변화 조사
김소중1,2 · 신영철1 · 조종두#

Investigation of Changes i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Aluminum Alloys by Warm Biaxial Alternate Forging
S. J. Kim, Y. C. Shin, C. D. Cho
Abstract
5xxx series aluminum alloys, which have recently been spotlighted as lightweight materials, mainly use solid solution
hardening and strain hardening through metal forming to increase the strength of the materials, so there is no need for
additional heat treatment and thus, it is possible to reduce process costs. However, since the strength of the material
changes by the given amount of deformation, systematic research is needed on how much deformation is required to
achieve the target mechanical properties. In this research, biaxial alternate forging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change
in mechanical properties according to the amount of strain during warm forging of 5xxx series aluminum alloys. Using a
dies with octagonal rod shaped cavity and multi-forging process, a certain amount of strain is continuously accumulated
on the workpiece. Tensile tests were performed by extracting tensile specimens from the workpieces for each pass, and
based on these results, changes in mechanical properties depending on the amount of deformation were shown in graphs
and color map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strain hardening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 can be identified,
and the required strain level of the material to satisfy the target mechanical characteristics can be determined.

Keywords : Warm Forging, Mechanical Property, Aluminum alloy, Biaxial alternate forging, Property Map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E-mail: cdcho@inha.ac.kr

한국소성가공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평판형 Na-NiCl2 배터리 캡 성형 공정 개발
한현수1 · 양서원1 · 양충모2· 정기영2· 조종래#

Development of Forming Process for Na-NiCl2 Flat Type
Battery Cap
H. S. Han1, S. W. Yang1, C. M. Yang2, K.Y. Lee2, J. R. Cho#
Abstract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가변성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출력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Energy Storage System) 중 모듈화 및 상용화가 가능하면서 점차 투자 수익이 높아지고 있는 배터리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개발과 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전기자동차에 활용하기 위해 개
발된 Na-NiCl2 배터리는 NaS 배터리의 단점 보완 및 장기수명과 높은 안전성으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
로 활용하는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평판형 Na-NiCl2 배터리 시스템은 배터리 셀을 스택킹하여 박스 내
배열한 Hot box 형태로 운용되는데 스택된 배터리 셀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배터리 캡의 형상이 필요하
다. 또한 시스템 작동 시 발생하는 내압 및 고온에 의한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양극과 베타 알루미나로
이루어진 분리막을 적절히 밀봉하는 배터리 캡의 두께 설계 및 경제적인 캡 제작 공정이 중요하다. 본 연
구는 평판형 Na-NiCl2 배터리 캡 성형 및 조립 공정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유한요소해석을 진행하여 배
터리 캡의 변형 형상과 접촉 압력 및 잔류 응력을 계산하였다. 배터리 캡의 두께 설계 및 조립 시 캡의
누설 방지, 상하 캡의 절연 및 베타 알루미나의 파손 방지를 위한 금형 설계와 공정을 개발하였으며 성형
해석 결과와 시제품 시험 결과를 비교하여 평판형 Na-NiCl2 배터리 캡의 성형성 및 성형 공정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Na-NiCl2 Battery (니켈-소금전지), Flat type battery (평판형 배터리), Battery cap (배터리 캡), Beta
alumina solid electrolyte (베타알루미나 고체전해질), Stamping (스탬핑), Hemming(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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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영 특징 추출을 통한 표면 결함 검출
해석력 향상에 대한 연구
오철환1 · 안지섭1,2 · 조아라1,2 · 정명식1 · 이상곤1 · 박동용1 · 황선광1,#

A study on the surface defects detection and improvement of
interpretability through the extraction of shade features
C. H. Oh, J. S. An, A. R. JO, M. S. Jeong, S. K. Lee, D. Y. Park, S. K. Hwang
Abstract
Machine vision is a methodology that can be use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o automate the surface defect
detection of products that were previously performed with a human visual inspection.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deep neural networks, it is reported that the performance through machine vision shows a lower error rate than human
error. However, it is hard to train neural network requiring a large amount of data,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nufacturing field in which it is difficult to secure sufficient defect data. Accordingly, in this study, as a method to
utilize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from a small amount of data, additional features of the defect were extracted and
included in the training process of the model.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by training the image classification and
segmentation model to detect the defect of the pulley for an automobile engine processed through hot forging process. we
additionally extracted the shading pattern that appears in the unfilled defect that occurs when the raw material does not
completely fill the die in the hot forging process. The extracted shade features were included in the training of the model,
and an experiment was performed to check whether the shade features could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model. The
model performance was evaluated through mean intersection over union, and the interpretive power was evaluated by
comparing the class activation map of the classification model with the label. When shade features were included in
model training, the detection performance increased from about 55% to 64%.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it was shown
that the inclusion of shade features in the training process can improve the accuracy and interpretability of the model. The
shade feature us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detecting defects in products that are non-flat such as pulleys.
The results indicate that additional training the model by extracting features from defects in the product can be a useful
alternative when the number of available data is insufficient.

Keywords : Image Processing, Classification, Semantic Segmentatio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lass Activation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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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직 연계 온도 및 변형률 속도에 따른 UNS N06625의
고온 최적 변형조건 도출 및 열간 압연 응용
성진영1 · 배성준1 · 김정훈1 · 김대현2 · 신정호2 · 이광석1,#

Optimization of high temperature deformation process and
application of hot rolling for UNS N06625 according to
microstructure-correlated temperature and strain rate
J.Y. Sung, S.J. Bae, J.H. Kim, D.H. Kim, J.H. Shin, K.S. Lee
Abstract
Nickel-based superalloy with excellent high temperature strength and corrosion resistance are applied various
industries such as submarine, gas turbine, aerospace, etc. In this study, high temperature deformation behavior of an UNS
N06625 alloy was investigated by conducting a series of compression tests to find the optimal forming conditions. EBSD
were then used to describe the changes in the microstructure under representative deformation conditions. After
constructing empirical process map, the appropriate working temperature-strain rate combination for optimum forming
was deduced. Furthermore, hot rolling for the billets having thickness between 80 and 160 mm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variation of thermo-physical properties in relation to microstructure.
Key Words : UNS N06625, Hot deformation process, Microstructure, Hot 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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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I가 적용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접합공정에서
온도가 접합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현석1, 2 · 손승옥2 · 전용준2 · 김동언# · 최우천1

Effect of temperature on adhesion strength in fusion bonding of
PEI and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
H. S. Choi, S. O. Son, Y. J. Jeon, D. E. Kim, W. C. Choi
Abstract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따라 차량을 비롯한 운송수단의 연비향상을 위해 경량부품과 제조기술에 대한 요
구가 증가하고 있다. 항공기는 차량에 비해 연비에 미치는 중량의 영향도가 높아 기존의 금속소재 대신
비강도가 뛰어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적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 중 고성능 열
가소성 플라스틱을 적용한 재료는 기존의 열경화성 플라스틱 기반 재료에 비해 내열성과 파괴인성 등의
성질이 우수하다. 또한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가역반응이 가능하여 항공기의 수리 및 접합에 적합한 특성
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가소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가공이 어렵고 접합공정의 경우 모재의 변형을 방
지하기 위해 비교적 가소화 온도가 낮은 접합제의 사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접합공정에서 PEI 필름을 접합제로 적용하여 온도에 따른 접합강도의 변화를 ASTM D 5868을
기준으로 시험하였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Keywords :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Polyetherketoneketone, Fusion Bonding, Adhesive, Polyetherimide,
Temperature, Single Lap Shear Test, Adhesion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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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강판의 비대칭 압연과 Goss 집합조직 변화
이철우1 · 이동녕2 · 김인수3#

Asymmetry rolling and Goss texture change of low carbon steel
sheet
C. W. Lee, D. N. Lee, I. Kim
Abstract

The Goss textured steel sheets were used to grain oriented electrical steel for the transformer.
Low carbon steel sheets were asymmetrically rolled in this study. The intensity change of Goss
texture component after asymmetry rolling was measured by XRD. The intensity change of Goss
texture component was compared for initial and asymmetrically rolled samples. After asymmetric
rolling of low carbon steel sheets, the Goss texture component is well developed in the initial low
carbon steel sheet having the <111>//ND texture component.
Keywords: Low Carbon Steel Sheet, Asymmetry Rolling, Goss Texture, 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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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불량 검수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컨베이어 개발
안지섭1,2 · 오철환1 · 조아라1,2· 문영훈2 · 황선광1#

Development of a Smart Conveyor to Automate Defect
Inspection of Automobile Parts
J. S. An, A. R. Jo, C. H. Oh, S. K. Hwang
Abstract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들의 공정들은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산
업구조는 숙련공들의 노하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노하우 습득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
다. 또한 대부분의 작업들이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므로 근무자의 상태에 따라 제품의 품질이
결정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하우 습득 및 휴먼에러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자동차 엔진 풀리에 사용되는 열간단조 제품 불량 검수를 할 수 있는 스마트 컨베이어를 개발하고자 한
다. 열간단조 제품에 흔히 발생하는 결함으로는 미충진 및 찍힘, 찌그러짐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결함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추가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스마트 컨베이어는 단순 제품이 이송하는 목
적의 일반 컨베이어에 센서 및 카메라를 부착, AI 머신 비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스
마트 컨베이어는 제품이 이송되며 근접 센서에 의해 카메라가 제품을 인식, 제품 윗면을 측정 한 후 제품
의 아랫면 측정을 위해 제품이 뒤집히게 되고 아랫면을 측정한다. 각 부분별로 측정된 데이터를 AI 머신
비전 프로그램인 Cognex Quick Builder를 통해 제품 위, 아랫면에서 제품 성형 불량 영역이 촬영화면 내
300 Pixel 이상인 경우 불량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학습하였으며 불량 제품인 경우 에어실린더에 의해
Kick out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스마트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의 불량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불량 제품의 후속 공정을 방지하여 최종 제품의 불량 및 불
필요한 공정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eywords : English Key Word: Pattern recognition, Camera Machine Vision, Conveyor, Sensor, Servo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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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샤프트요크 다단냉간단조 공정의 해석 및 공정 분석
황원석13 · 최종원1 · 정의은1 · 이상곤2 · 김승경3 · 강명창3#

Interpretation and process analysis of multi-stage cold forged aluminum shaft
yoke
W. S. Hwang12, J. W. Choi1 , E. E Jung1, S. K Lee2, S. K Kim3 , M. C. Kang3 #
Abstract
자동차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부품, 소재 산업 기술 고도화 및 소비자 요구 충족 부품 및 대체소재산업 기술이 활성화되고 있다. 자동차 연
비 향상의 유력한 방안은 경량화 기술로 국제 환경 규제 및 연비 규제의 대응책으로 가장 현실적 대안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자동차 복합, 경량 소재 및 모듈화 장치, 부품 기술은 기존 부품의 경량화, 품질향상, 차량안전도 향상,
환경오염저감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술 기반산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조향장치 조작기구 중 조향축
에 조립되는 일체형 요크 부품의 경량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체형 요크는 현재 스틸 위주로 생산되고 있어
경량화 소재인 알루미늄을 활용한 공법개발이 필요한 상태이며 이를 위한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DEFORM을 이용하여
다단냉간단조 공정해석을 통해 알루미늄 샤프트요크 성형 특성 및 성형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알루미늄 샤프트요크
다단냉간단조 실험을 통해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Keywords : Multi-stage Cold Forging, Aluminum shaft yoke, FEM, CAE

[Multi-stage Cold Forging process for aluminum shaft y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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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4928 합금의 고온 압축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및
성형 건전성 평가
이재관1 · 조평석1 · 박희상2 · 이동근#

Microstructural Variation and Evaluation of Formability
According to High Temperature Compression Conditions of
AMS4928 Alloy
J. G. Lee, P. S. Jo, H. S. Park, D. G. Lee
Abstract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Ti-6Al-4V 합금은 비강도와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여 항공기 부품에 많
이 적용되고 있지만 복잡한 형상의 기계 가공이 용이하지 않아 고온 성형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고온
성형 시 온도, 변형속도, 압하율, 그 외 공정변수에 의해 미세조직의 변화가 심하고 그에 따른 고온 성
형품에 기계적 특성이 변화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용 소재로 사용되는 Ti-6Al-4V 합금인
AMS4928에 대해 상온의 기계적 특성을 조사하고 고온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온 압축실험을 수행하
였다. 실험 온도의 범위는 800℃ ~ 1100℃까지 50℃ 간격으로, 변형률 속도는 1×10-2/sec, 1×10-1/sec,
1×100/sec 조건으로 고온압축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시험 시편에 대해 severe plastic deformation과
dead zone을 확인하고 시험편의 각 영역 별 미세조직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소성 불안정성 및
에너지 분산 효율 등과 연계하여 성형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동적 재결정에 의한 결정립 미세화로
인해 각 조건에 따른 결정립 크기와 성형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성형 건전성과 미세조직학적
요인을 연계 분석함으로써 항공기용 소재로 사용되는 AMS4928 합금에 대한 최적의 고온 성형 조건을
도출하였다.
Keywords : Ti-6Al-4V, AMS4928, high temperature deformation, form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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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연성 폴리머 소재의 기계적 변형 거동에 관한 연구
정세용1 · 이대호2 · 김선경3 · 염영진4 · 김동규#

Study on mechanical behavior of non-flammable polymer
materials
S. Y. Jung, D. H. Lee, S. K. Kim, Y. J. Yum, D. K. Kim
Abstract
최근 자동차의 전동화로 인해 차량에 전기전자 부품이 적용되고 대용량 배터리 등이 탑재되면서 화재의
위험성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내장재의 난연성에 대한 중요도가 크게 부각됨과 동시에 본래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크래시패드에 적용될 난연제가 첨
가된 폴리머 소재에 대한 기계적 물성 평가를 진행하고, 난연제가 미첨가된 대조군 폴리머 소재와 비교하
여 난연성 폴리머 소재 A의 기계적 변형 거동을 분석하였다. 대조군 소재로는 일반 크래시패드에 사용되
는 소재 B와 자동차 내장재로 사용되는 무도장 소재 C를 선정하였다. 세 가지 소재에 대해서 준정적 인
장 시험, 비커스 경도 시험, 샤르피 충격 시험을 실시하였다. 인장시험 결과 응력-변형률 곡선은 일반적인
가소성재료의 거동으로 초기에는 탄성변형을 하고 항복점 이후에는 점탄성변형을 보였다. 난연성 폴리머
소재 A (σYS=18.30 MPa, εf =24%)는 대조군 소재 B (σYS=16.40 MPa, εf =71%)와 대조군 소재 C (σYS=19.66 MPa,
εf =54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연신율을 보였다. 경도 및 충격 시험 결과, 난연성 폴리머 소재 A
(6.25 Hv, 11.28 KJ/m2)는 대조군 소재 B (4.88 Hv, 126.60 KJ/m2)와 대조군 소재 C (4.83 Hv, 244.38 KJ/m2)에 비
하여 높은 경도를 보였으나 충격인성은 낮은 값을 보였다. 이를 통해 난연제가 첨가된 폴리머 소재는 취
성이 강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크래시패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난연제함량의 상한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향후에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기 위해 미세구조-물성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Keywords : Polymer, Non-flammable, Mechanical behavior, Automotive, Crash 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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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원터치 철근 커플러
부품개발
박찬석1 · 이낙영1 · 서명수2 · 장성민3 · 전만수#

Development of one-touch rebar coupler part
by finite element analysis
C. S. Park, N. Y. Lee, M. S. SEO, S. M. Jang, M. S. Joun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process of developing one-touch rebar coupler parts through finite element analysis. In particular,
it is the development process of lack and cap forgings among assembly parts. In this process, it is important to evenly
distribute the forming load for each forging step, which can improve the durability of press equipment and dies.
Keywords : High-Strength One-Touch Rebar Coupler(고강도 원터치 철근 커플러), Finite Element Analysis(유한요소
해석), Forging Simulation(성형해석)

1. 서론
철근공사는 건축물의 품질과 구조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 중 하나이다.[1] 기존에는
나사산 밀착방식의 대구경 철근 커플러 형상으로
그 유효성을 검증한 연구[2]가 있으며, 인장력 시
험을 중심으로 한 철근 커플러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3]
원터치 철근 커플러는 철근, 커플러, 연결핀 및
거치대를 이용하여 말그대로 철근을 원터치 방식
으로 체결하는 방법이다.

2. 해석 및 결과
그림 1과 2는 랙(lack)과 캡(Cap) 부품의 냉간단
조 공정해석 결과로 축대칭 탄소성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였다. 소재 재질은 각각 SCM415H, SCM440H
이며, 소재와 금형 간의 마찰계수는 0.05이다.

그림 3은 랙부품의 금형구조해석 결과를 나타내
었다.

Fig. 3 Effective stress distribution(Lack)

3. 결론
이 연구에서는 원터치 철근 커플러의 부품 중
체결시 사용되는 랙과 캡부품의 단조공정을 시뮬
레이션하고, 금형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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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이론을 이용한 홀확장 모드 크랙생성의 해석적 예측
김세호#

Analytical Prediction of the Crack Initiation in the Hole
Expansion with the Damage Theory
S. H. Kim
Abstract
자동차 섀시부품의 경우 신장 플랜징 변형 영역에서 성형 전 공정인 블랭킹과 피어싱 공정에서 발생한
전단면 주위의 손상으로부터 발생되는 전단파단 현상이 주로 발생하게 된다. 전단파단의 경우 네킹 발생
이후 파단까지의 연신량이 매우 작아 갑작스러운 파단이 발생하게 되며, 크랙이 두께방향으로 전파되면서
파단되므로 평면변형에 기반을 둔 파단예측 기법인 성형한계도(FLD)를 활용한 예측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섀시부품용 고강도강판의 홀확장 변형모드에서 발생하는 크랙의 발생을 예측하
기 위하여 3차원 연속체 요소와 손상이론을 적용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고 홀의 전단면의 크랙발생 시
점의 예측 정확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강판소재의 인장시험 및 전단시험 및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여
Modified CockCroft-Latham 손상계수를 추출하였으며, 기계적 물성을 활용하여 홀확장 변형해석 및 시험을
실시하여 제안된 예측방법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변형 높이 및 유입량과 성형하중 등의 변형모드에 관
련된 예측결과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였으며, 크랙 생성 및 전파시점을 비교한 결과 미세크랙 발생
시점이 시험과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제안된 해석기법이 실제 공정설계용으로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Keywords : 홀확장(Hole Expansion), 크랙(Crack), 손상이론(Damage Theory),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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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연화/클래딩을 이용한 초고강도 프런트 사이드 어셈블
리의 에너지 흡수성능 향상기법 연구
방준호1,2 · 송정한1 · 배기현1,# · 이종섭1 · 박남수1 · 이명규2 · 남성우3

Study on energy absorption improvement of ultra-high strength
front side assembly by applying local softening and cladding
J. H. Bang, J. H. Song, G. H. Bae, J. S. Lee, N. S. Park, M. G. Lee, S. W. Nam
Abstract
최근 자동차 산업은 차체의 경량화 및 충돌성능 향상을 위한 초고강도 강판의 적용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초고강도 강판의 적용은 차체의 강성 및 강도를 높여 충돌
시 많은 충격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지만, 낮은 연신율 및 높은 취성으로 인한 파단으로 승
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차량의 front side assembly에 국부연화 및
레이저 클래딩의 적용을 통한 에너지 흡수성능을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국부연화
를 적용하여 에너지 흡수에 용이한 변형모드를 유도하였으며, 에너지 흡수능 향상을 위하여
레이저 클래딩을 적용하여 국부 강화를 시도하였다. 에너지 흡수능 평가는 정적압궤와 3점굽
힘의 두 가지 변형조건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부연화/클래딩 방법을 통한 초
고강도 부품의 충돌성능 향상 방법을 도출하였다.
Keywords : 초고강도강판, 에너지 흡수성능, 국부연화, 레이저 클래딩, 정적압궤, 3점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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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도출한 냉간단조 금형의
수명예측 및 평가
정헌영1# · 강기주1 · 강성묵1 · 이광희1 · 김진용1 · 노우람2 · 조규섭2

Evaluation of Die Life Prediction Values Analyzed by
Finite Element Method
H. Y. Jeong, K. J. Kang, S. M. Kang, K. H. Lee, J. Y. Kim, W. R. Noh, K. S. Cho
Abstract
냉간 단조시 발생하는 금형의 피로파손을 유한요소해석 방법으로 예측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수명과
비교를 통해 수명예측의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해석을 위해 필요한 금형소재 및 피 단조 재료의
물성을 인장시험, 피로시험을 통해 각각 직접 분석하였으며, 냉간단조 금형 제작시 적용되는 예압공정
영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압입 전∙후 상태의 금형 치수를 측정하고 프레스 피팅 공정의 구조해석기법을
활용하여 금형의 압입 후 응력을 정량적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압입 후 응력을 적용하여 단조 공정
중의 금형 구조해석을 수행하였고, 금형의 예상 파괴지점 및 피로응력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피로응력
과 시험을 통해 얻어진 금형소재의 S-N Curve 물성값을 통해 금형의 피로수명을 예측하였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의 금형 수명과의 비교를 통해 유한요소해석 방법으로 도출된 수명 예측값의 정확도를 비교분
석 하였다.

Keywords: Cold Forging, Failure, Finite element Method, S-N curve, Die life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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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용 복렬 테이퍼 롤러 베어링 외륜의 링롤링 중 발
생한 결육 결함 생성의 유한요소 예측
문호근1 · 김진국2 · 조주현3 · 정승원4 · 전만수#

FE prediction of under-filling defect in ring rolling of the outer
race of a duplex-pair taper-roller bearing of a railroad vehicle
H. K. Moon, J. K. Kim, J. H. Cho, S. W. Jeong, M. S. Joun

Abstract
In this paper, finite element analysis of a hot ring rolling process of the outer race of a duplex-pair taper roller bearing
for railroad vehicle is carried out to reveal the reasons of under-filling defect occurring in its central part of the outer diameter.
The experiments are compared with the predictions, showing an acceptable.

Keywords: Duplex-Pair Taper-Roller Bearing (복렬 테이퍼 롤러 베어링), Ring Rolling (링롤링)

1. 서론
철도차량용 차축 베어링은 동적 안정성과 진
동발생 저감을 위해 복렬 테이퍼 롤러 베어링
으로 제작된다.
이 연구에서는 차축 베어링 외륜의 열간 링
롤링 공정 중 발생하는 외경 중심부 결육 현상
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1,2]을 적용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공정설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2. 링롤링 공정의 유한요소해석
그림 1은 해석결과를 나타내며,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외륜의 외곽 지름의 중앙 부위
에서 함몰이 발생함을 예측하고 있다. 이 결함
은 이러한 종류의 링롤링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문제이다. 이 결과는 실험결과와 흡사하다.

3. 결론
고도의 품질을 요구하는 철도차량용 차축 베
어링 외륜의 열간 링롤링 공정중 발생한 외곽
중심 함몰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였다.
1. ㈜엠에프알씨 기술연구소, 이사
2. ㈜동은단조 기술연구소, 부장
3. ㈜동은단조 기술연구소, 차장
4.. ㈜엠에프알씨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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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msjoun@gnu.ac.kr

- 1 -

그림 1 함몰 결함의 예측 결과
참고문헌
[1] M. H. Choi, S. W. Jeong, B. S. Kim, K. H. Kim and M.
S. Joun, 2014, FE analysis of a ring rolling process using
a full three-dimensional model of tetrahedral elements,
KSTP spring conference, pp. 69~72.
[2] H. K. Moon, M. C. Lee, and M. S. Joun, 2008,
"Predicting Polygonal-shaped Defects during Hot Ring
Rolling using a Rigid-Viscoplastic Finite Element
Method," Trans. Elsevier B. V., International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s. Vol. 50, pp.306~314.

한국소성가공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Wedge 형태 금형을 이용한 Lead Screw 전조공정 유한요소해석
윤덕재1 · 김응주1#

Finite Element Analysis of the Lead Screw Rolling Process Utilizing
Wedge-shape Rolling Die
Duk Jae Yoon, and Eung-Zu Kim
Abstract
최근의 기상이변과 그 원인으로서의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전세계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은 각국의 환경 규제와 친환경차 지원정책 아래 베터리 전기차(BEV), 수소연료전지자동차(HFCEV) 중심으로 재편되
고 있다. 전기차의 확대와 더불어 자동차의 지능화, 안전성 강화 및 전력 최적화 요구로 전기전자 구동시스템의 적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주 동력기관의 소음 진동이 현격히 줄어들게 됨에 따라, 기존에
는 무시되었던 주변 전동장치들의 소음 진동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구조의 단순함과 높은 감속비
등의 장점을 갖는 소형모터-Lead Screw-Nut 조합이 다수의 자동차 편의 전동장치들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정숙한 구동이
가능한 정밀 Lead Screw의 경제적 양산기술의 개발이 그러한 문제 해결의 선결과제이다.
나사 전조공정은 나사형상을 전개하여 가공된 두 개의 금형사이에 소재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금형을 이동시켜 소재
가 구르며 나사형상이 전사되도록 하는 공정으로, Lead Screw의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금
속조직의 단선이 없어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고, 균질한 제품 생산이 가능한 공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위 값이 조정된
비표준형상의 Lead Screw 성형에 전조공정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성형 도입부에 Wedge 형태를 갖는 전조금형을
활용하는 나사전조공정을 설계하고,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그 변형 특성을 살펴보았다. Wedge형상의 조건과 성형공
정 변수 및 소재물성 변화가 변형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Keywords : Finite Element Analysis, Lead Screw, Thread Rolling process, Wedge Roll, Rolling Dies

Fig. 1 Lead Screw Rolling Process Utilizing Wedgeshape Rolling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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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on between Thread Height and Wedge
Region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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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제조된 소재 표면에 대한 레이저 재용융과 초음파 나
노 표면개질에 따른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조승영1 · 박상후2 · 심도식1,#

A study on Effects of Laser Remelting and Ultrasonic Nano
Crystal Surface Modification on Additively Manufactured
STS316L
S. Y. Cho, S. H. Park, D. S. Shim
Abstract
금속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 기술 중 하나인 직접에너지적층(directed energy deposition, DED) 공정
은 국부적인 영역에 이종소재의 적층이 가능하여 금속 부품의 기능성 부여 및 파손품 보수에 많이 활용
된다. 하지만, 적층된 표면에는 적층 트랙 흔적, 스패터(spatter) 그리고 미용융 분말들로 인한 높은 표면거
칠기로 인해 반드시 후처리 공정이 요구된다. 적층제조된 소재 표면의 특성 개선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레이저를 이용한 표면 재용융(surface laser remelting, SLR)과 초음파 나노개질(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 UNSM)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한 실험으로, STS316L 분말을 DED를 이용해 적층하였으며, 적
층된 표면에 동일한 장비의 레이저를 적층 표면에 재조사하였다. 재용융된 표면에 UNSM 처리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표면품질 및 단면경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때, SLR의 주요 변수인 레이저 조사 오버랩
(Overlap)을 0, 25, 50 그리고 75%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UNSM 하중은 10, 30 그리고 50 N로 변화시켜 적용
하였다. 그 결과, 적층된 소재의 표면 거칠기는 Ra12.5 μm로 확인되었으며, SLR 오버랩 75 % 그리고
UNSM 하중 50 N이 적용되었을 때 Ra 2.3 μm로 가장 낮은 표면 거칠기를 나타내었다. 표면 개질 전후의
시험편 단면의 경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상단부에서 184 Hv로 낮은 경도를 가졌던 적층재는 오버랩
0%의 SLR 과 50N의 UNSM 을 적용시켰을 때, 최종적으로 458 Hv로 148% 향상된 경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레이저 재용융에 의한 재결정(recrystallization)과 UNSM 처리에 따른 결정립 미세화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eywords : STS316L, Surface modification, Laser remelting, Surface roughness, Hardness

Figure. 1. SLR, UNSM 기술 적용에 따른 표면거칠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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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LR, UNSM 기술적용에따른단면경도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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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Cavitation Erosion Behavior of CuNi2SiCr Copper
Alloy Built by Directed Energy Deposition on Nickel-aluminum
Bronze (NAB) Substrate
C. L. Yao1, D. S. Shim#
Abstract
Nickel aluminum-bronze (NAB) alloy, as one of the most common commercial copper based alloys, has been widely
used in marine environments due to its excellent combination of corrosion resistance and mechanical properties. In this
study, CuNi2SiCr copper alloy powder was deposited on the NAB substrate by directed energy deposition (DED), and
the cavitation corrosion resistance of the deposited layer was studied. DED is one of the metal a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ies. It uses high-power lasers to melt the metal powder and then solidify it on the part to be repaired, thereby
realizing the repair of damaged parts. The results of the cavitation erosion test showed that the surface of the deposited
collapsed rapidly, generating pits, and expanding inside under the attack of bubbles that burst at high speed. Compared
with the NAB substrate, the cavitation resistance of the deposited is significantly reduced. This is attributed to the α-Cu
microstructure that is abundant in the deposited,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high toughness, low strength and low
hardness. There are multiple alloy phases in the NAB substrate, among which β and κ phases have high hardness, so they
are more resistant to the impact of bursting bubbles. The result of electrochemical test shows that the corrosion current of
NAB substrate i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the deposited. This is because the presence of multiple phases in NAB leads
to the formation of many tiny corrosion cells in it, which accelerates the rate of electrochemical corrosion. The
electrochemical test results indicate that the deposited is more stable in the case of static corrosion.

Keywords : Nickel-aluminum bronze, Directed energy deposition, Cavitation erosion, Micro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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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 형상의 Outer Tie Rod Socket 제품 생산을 위한
열간 단조 공정 개발
서준영1 · 차형종2 · 이준석3 · 서성열4 · 정영웅#

Forging process development for outer tie rod socket
in complex shapes
J-Y Seo, H-J Cha, J-S Lee, S-Y Seo, Y. Jeong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조향 장치 부품 중 하나인 OTR소켓 (outer tie rod socket) 생산을 위한 열간단조
성형 공정 개발을 진행하였다. OTR 소켓의 열간 공정은 대게 2cavity를 대상으로 진행하나, 본 연구의
대상품 OTR 소켓 제품의 경우 자루부와 소켓부의 중심 대칭축이 17도로 크게 어긋나 있어 기존 공정을
단순히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기존 공정에서 적용된 역방향 배치와 더불어 배치된
두 형상의 소켓부의 방향을 역전하여 역구배 및 파팅라인 불일치 현상을 방지하였다. 설계과정상에 예상
된 소재 치우침을 해결하기 위해 각 캐비티 간의 단차를 부과하였으며, 소켓부의 결육을 보강하기 위해
안착 각도를 수정하였다.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설계된 공정의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Forge, Outer Tie Rod, Finite Element Simulation, Proces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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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발 공정 시 구리합금 선재에 반경 방향으로 발달하는
미세조직 및 미시집합조직의 불균일성의 이해
유태현1 · Aman Gupta1 · 백승원2 · 김정호2 · 최시훈#
Abstract
최근 탄소 배출과 연비와 관련된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의 경량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내부 부품의 전원 및 신호를 연결하는 하니스의 경량화 기술 또한 큰 관심을 얻
고 있다. 하니스의 경량화는 선경을 줄이는 방법을 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세경화 전
선은 선경의 감소에 따라 기계적, 전기적 특성 감소가 동반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리합금
(Cu-Mg)의 인발 공정 시 선재 반경 방향으로 발달하는 미세조직 및 미시집하조직의 불균일성에 대해 조
사하였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유한요소해석 (Finite Element Analysis, FEA)을 이용하여 구리합금의 인발
공정 시 선재 반경 방향으로 변형 및 응력의 불균일성을 모사하였다. 실험적인 측면에서는 전계방사형주
사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에 장착된 전자후방산란회절(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EBSD)기법을 이용하여 구리합금의 인발 공정 시 선재의 반경 방향으로 발달하는
미세조직 및 미시집합조직을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인발 공정 시 반경 방향으로 미시집합조직의 변화를
모사하기 위해 VPSC(Visco-Plastic Self-Consistent Model) 다결정 소성모델을 적용하였다. FEA해석으로부터
반경 방향으로 다른 위치에서 추출된 변형이력과 초기집합조직을 입력 값으로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인발 공정 시 구리합금의 반경 방향으로의 미시집합조직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Keywords : Cu alloy, Wire Drawing, EBSD, VPSC, F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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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Interstitial-free steel 의
면단조와 대각단조 시 소재 유동에 미치는 마찰조건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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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Friction on the Metal Flow of Interstitial-Free Steel
During Plane Forging and Diagonal Forging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Abstract

최근 SPD의 장점을 갖고 있으며 가공공정이 간단하고 재료의 손실이 거의 없는
대량생산에 용이한 새로운 SPD 기술인 다축 대각단조(multi-axial diagonal forging, MADF)
기술이 개발되었다. MADF 가공법은 총 12패스로 구성되며 1~6패스 까지는 면단조(plane
forging, PF) 및 복귀-면단조(return-plane forging, R-PF)로 구성되어있다. 이후 7~12 패스
에서는 하중 방향에 수직 방향을 축으로 45° 회전시킨 후 시편의 모서리를 압축하는
대각단조(diagonal forging, DF) 공정과 DF 후 육각기둥의 형상을 가진 시편을 다시
정육면체로 되돌리는 복귀-대각단조(return-diagonal forging, R-DF) 공정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25mm인

정육면체

형상의

IF강(interstitial-free steel)을

활용하여 MADF 가공을 수행하였다. 또한 면단조 및 대각단조 등 단조 유형에 따른
기하학적 차이와 소재와 금형간의 마찰조건이 단조 시 소재 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자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Keywords: Interstitial-Free steel, MADF, Friction, Metal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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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계 알루미늄 파이프 요크
T6 열처리 조건에 따른 기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호준1 · 차승훈1#· 박재욱2

Study on mechanical properties according to T6 heat treatment
conditions of pipe yoke with Al6000
S. H. Cha, H. J. Lee
Abstract
Currently, we are actively developing technologies to reduce the weight of automobile parts in order to comply with
carbon emission regulations. The shaft ball yoke of the automobile steering system used in this project is manufactured
based on steel, which is absolutely disadvantageous for lightweight design. In this study, in order to replace the existing
steel products with aluminum materials, we conducted a study of mechanical properties according to the aluminum T6
heat treatment conditions.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aluminum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were analyzed for three
alloys, Al6061, Al6082, and Al6110. First, in order to select the T6 heat treatment conditions for each aluminum material,
the optimum conditions were selected from a small specimen of Ø 24.8x5T by measuring the hardness according to the
solution heat treatment temperature and the aging treatment temperature. Next, the T6 heat treatment conditions for
manufacturing the pipe yoke may vary depending on the particle size and the test piece, so it is selected from small test
pieces made in the shape of a Ø 24.8x100 mm round bar. The heat treatment conditions were the same as the volume of
the final product. Based on the product T6 heat treatment test, the solution heat treatment temperature and aging treatment
temperature of each aluminum material were selected. Finally, a T6 heat treatment was performed on the aluminum pipe
yoke to validate the study.
Keywords : Pipe yoke module, Aluminum, Mechanical properties, T6 heat treatment, Ag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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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탬핑 금형의 형상적응형 냉각채널 구현기술 연구
홍명표1

Research on the Realization of Shape-Adaptive Cooling channel
for Hot Stamping Die
M. P. Hong
Abstract
21세기 자동차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 과제는 차체 경량화를 통한 연비향상 기술과 운전자 및 보
행자 안전 확보 기술이다. 이러한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기존 저 강도 강 소재에서 고강도 강과 알루미늄
등 다중 소재 적용의 경량화 기술을 중심으로 양산화 기술확보의 장애요소인 제조단가, 안전성, 내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다. 전체 자동차에서 차체와 새시의 무게는 50%수준이
며, 고강도 강 사용으로 인한 경량화와 충돌안전성 확보는 여전히 매력적인 기술이다. 특히 고강도 강 소
재 중 경량화와 안전성확보, 부품제조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핫스탬핑 기술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다. 핫스탬핑 기술은 인장강도 600 MPa 수준의 보론 강을 900°C이상 가열 후 금형내로 옮겨
고온에서 성형과 동시에 급랭 시켜 우수한 성형성과 함께 형상동결 성 확보가 가능한 기술이며, 일반적으
로 가열로를 이용한 가열 후 금형내로 이송 후 성형 및 냉각작업이 동시에 이루어 진다. 또한, 성형이 완
료된 제품을 다시 금형 밖으로 이송 후 레이져등을 이용하여 전단하는 공정으로 부품 제조가 이루어 지
고 있으며, 냉각 공정에서의 균일냉각기술 확보와 경쟁력 있는 전단 공정 개발이 핵심기술이다. 본 연구
에서는 금속적층가공 기술을 이용하여 핫스탬핑 금형의 형상 적응형 냉각채널 구현 기술에 대해 연구하
였으며, 준 양산 조건에서 시 성형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냉각성능에 대해 평가 하였다.

Keywords : Hot stamping die; Cooling channel; Additive manufacturing; Mold; Direct energy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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