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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발표회장
▷▶호텔

2021. 5. 13(목)

2층 사파이어I

❍ 기념세션– 이종수 교수님 정년퇴임 기념세션 심포지엄
좌 장 : 김정한(한밭대)

(13:00~15:50)
13:00~13:15

融合科學 斷想

유연철*((전)인하대)

13:15~13:30

이종수 교수님과 소성 가공 분야 연구

한유동*((전)KIMS)

13:30~13:45

오스테나이트강의 소성 변형 거동

박경태*(한밭대)

13:45~14:00

고엔트로피 합금의 고변형률 속도 초소성

김형섭*(포항공과대)

14:00~14:15

적층 제조 고엔트로피 합금의 인장, 파괴, 피로

이기안*(인하대)

14:15~14:30

Coffee Break

14:30~14:45

타이타늄 저가화 및 자립화 방안

박찬희*(KIMS)

14:45~15:00

쌍정 제어를 통한 마그네슘 특성 향상 연구

박성혁*(경북대)

15:00~15:15

다중공형압연: 철강에서 비철소재까지

이태경*(부산대)

15:15~15:20

이종수 교수님 약력 소개

15:20~15:50

Ti 합금의 미세조직에 따른 고온 성형성 연구

15:50~16:00

이종수*(포항공과대)
Coffee Break

❍ 테마세션– Materials Behavior under Electric Current/Charge-Electro plasticity
좌 장 : 홍성태(울산대)

(16:00~16:45)
16:00~16:15

Electroplasticity 현상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한흥남*(서울대)

16:15~16:30

다양한 합금에서 관찰되는 통전소성거동에 대한 연구

김문조*(생기원),정혜진,박주원,박시욱,홍
성태,한흥남

16:30~16:45

강철 S45C와 알루미늄 6061-T6 합금의 고상접합

장승위*(울산대)

❍ 테마세션– Materials Behavior under Electric Current/Charge-Electro plasticity
좌 장 : 김문조(생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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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MnFeCoNi 고엔트로피 합금의 통전 접합

조민구*(KIST),박시욱,서진유,홍성태,한흥
남

17:00~17:15

전류 펄스 인가에 따른 온도 변화의 머신러닝 예측

이태경*(부산대),유진영,배민화

17:15~17:30

초고강도강의 펄스전류 통전에 따른 스프링백 특성 평가

장인제*(생기원)송정한,배기현,박남수

* 구두발표자는 개인용 노트북 지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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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표회장
▷▶

2021. 5. 13(목)

호텔 2층 사파이어II

❍ 일반발표– 단조
좌 장 : 오영석(K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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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 해석을 통한 배터리 리드탭 가공에 관한 연구

김찬양*(공주대),홍석무

13:15~13:30

인장시험의 관점에서 전통 유동응력 모델의 고찰

지창운*(포스코기술연구원),변종복,전만수

13:30~13:45

알루미늄의 거동특성과 응용

박정휘*(현대위아),유재동,전만수

13:45~14:00

전기보조형 단조에 의한 이종강 접합 및 성형 가능성

도탄츠엉*(울산대)

14:00~14:15

범용 및 고정도 유동응력 표현법

14:15~14:30

클린칭 체결에서 분리력에 미치는 설계인자

14:30~14:45

전만수*(경상대), Mohd Kaswandee Razali,
김민철
이득원*(생기원), Renganathan Sekar, 이찬주
전만수
Coffee Break

❍ 일반발표- 단조
좌 장 : 이상곤(생기원)

(14:45~16:00)
14:45~15:00

타이로드 성형 시 다이 곡률 부와 금형 하중 간 관계를 고
려한 금형 형상 최적화

구본준*(공주대),홍석무

15:00~15:15

휠베어링 조립체의 축클린칭 공정 해석 기술에 관한 고찰

유재동*(㈜엠에프알씨),정완진,전만수

15:15~15:30

다축대각단조(MADF) 공정을 이용한 Pure Mg 소재의 가공
과 미세조직 및 집합조직에 대한 연구

15:30~15:45

마그네슘의 고온유동 응력 및 수식모델의 비교

15:45~16:00

소성가공 중 연성재료의 취성파괴 모델

정효태*(강릉원주대),이철우,정도헌,김민성,
김정균,조유연,이성,최시훈
Mohd Kaswandee Razali *(경상대),유재동,전
만수
정승원*(㈜엠에프알씨),변상운,정완진,전만
수

16:00~16:15

Coffee Break

❍ 일반발표- 플라스틱가공, 압출 및 인발
좌 장 : 유영은(한국기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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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출성형 공정에서의 미세유로 구조 미성형 및 변형에 관
한 연구
기계학습과 in-mold 센서를 이용한 사출성형품 특성과 성형
조건 연관성 분석

유영은*(한국기계연구원),우상원,김선경
김진수*(한양대),이병옥

16:45~17:00

불균일 변형률을 고려한 인발봉재의 강도 예측

이성민*(생기원),이상곤,이인규,이성윤,정명
식,황선광,문영훈

17:00~17:15

Al6063 합금의 열간 압출 공정 중 발생한 백선결함에 대한
미세조직 관찰에 관한 연구

정선호*(생기원),송영환,배기현,송정한,이종
섭,최석우,이희종,성현민,박남수

* 구두발표자는 개인용 노트북 지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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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발표회장
▷▶

2021. 5. 13(목)

호텔 2층 사파이어III

❍ 일반발표- 일반금속가공
좌 장 : 고영건(영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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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찰교반처리된 CrMnFeCoNi 고엔트로피 합금의 미세구조
기계적/전기화학적 물성에 대한 연구
분말 사출 성형으로 제작된 미세 결정립 구리의 루더스
변형 거동
직접 에너지 증착법으로 제작된 316L 스테인리스강 및 인
코넬 718 경사기능소재의 균열 형성 메커니즘 분석
다결정 텅스텐의 미세조직에 따른 플라즈마 이온 조사 후
표면 특성 변화 분석
계면 이동시 외부 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구변형 현상
에 관한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뤼더스 밴드 전파에 따른 시효처리가 기계적 거동에 미치
는 영향

14:30~14:45

아나만 샘*(한밭대), 안사 솔로몬,조민구,
한흥남,서진유,강민정,이종숙,홍성태,조훈
휘
정병석*(서울대),조우진,이근호,박이주,한
흥남
김은성*(포항공과대),박정민,사공만재,이병
주,조중욱,이종수,김형섭
오연주*(서울대),민건식,노기백,곽노준,김
곤호,한흥남
성시문*(서울대),장재훈,황혜림,김양후,한
흥남
조우진*(서울대),정병석,박시욱,정진욱,나
현택,한흥남

Coffee Break

❍ 일반발표- 일반금속가공
좌 장 : 고영건(영남대)

(15:45~16:00)
14:45~15:00

변형률 속도를 고려한 금속재료의 응력-변형률 선도 예측

김영곤*(경북대),김영석

15:00~15:15

셀프-피어싱 리벳 형상 변화에 따른 접합품질 기초연구

이상철*(인하대),김상열

15:15~15:30

폭발하중을 받는 고탄소강 소재의 파편 속도 분포 비교

노동환*(KAIST),장택진,피에만 파질리,
서송원,이재근,허 훈,윤정환

15:30~15:45

인장 홉킨슨 봉에서 조립공차 영향 분석

장택진*(KAIST),김종봉,윤정환

15:45~16:00

자동차 도어패널 성형을 위한 점진성형공정

윤형원*(서울과기대),유제형,경준현,김병
훈,황재련,이창환

16:00~16:15

Coffee Break

❍ 일반발표- 압연
좌 장 : 이현석(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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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드 패킹 조건에 따른 스테인리스 클래드 접합 강도의
변화
페라이트-베이나이트 이중상 라인파이프강의 파괴 거동에
대한 간헐파괴의 영향 연구
SYSWELD를 활용한 용접법에 따른 클래드강 내 스테인리
스강의 변형 및 잔류응력 비교

* 구두발표자는 개인용 노트북 지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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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석*(RIST),최미선,마봉열
조영환*(서울대),이재은,주웅용,강주석,한
흥남
최찬식*(한밭대),양원철,황철홍,유경훈,김
성웅,박준식

제 4 발표회장
▷▶호텔

2021. 5. 13(목)

1층 그랜드 볼룸I

❍ 테마세션- 소성가공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
좌 장 : 김세종(K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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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가능한 컨벌루션 신경망을 사용한 계층적 패턴 표면
의 결함 검사

문인용*(KIMS),이호원,김세종,오영석,정재
면,강성훈

13:15~13:30

머신러닝을 활용한 가변 롤포밍 공정 최적화

우영윤*(부산대),이영선;문영훈

13:30~13:45

볼트형 피에조 센서를 이용한 컵드로잉 공정 모니터링

13:45~14:00

재료 설계를 위한 구속 조건의 데이터 기반 정량화

14:00~14:15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초고강도강재 전단면의 신장성 예측

김형규*(한양대),원찬희,윤종헌

14:15~14:30

Al5052판재의 점진성형 다목적 최적화 연구

오세현*(경북대),샤오샤오,김영석

14:30~14:45

머신러닝을 활용한 스탬핑 공정 내 실시간 블랭킹 소재
물성치 검사에 관한 연구

윤대현*(성균관대),김기영,양우호,이은호

14:45~15:00

장인제*(생기원),송정한,이종섭,박남수,서
민홍,남성우,배기현
정재면*(KIMS),오영석,김세종,이호원,강성
훈

Coffee Break

❍ 테마세션- 소성가공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
좌 장 : 이호원(K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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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반 연료전지 금속 분리판 다단성형공정 최적
화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딥 드로잉 공정에서 블랭크 홀딩력
이 이어링 감소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인공신경망과 유한 요소 해석을 이용한 관통자 형상 최적
화
금속 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실험 데이터 자동
분석 및 DB 구축 플랫폼 개발
강화학습 알고리즘과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원형 컵 딥드로잉 공정에서의 가변 블랭크 홀딩력 경로 최적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후판압연 선단부 휨 제어 예측 및
최적화에 대한 연구

* 구두발표자는 개인용 노트북 지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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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울산대),김동규,쩐민띠엔,이호원
쩐민띠엔*(울산대),단정통,이호원,김동규
유제형*(서울과기대),정규석,조성민,유요
한,김종봉,정완진,이창환
김세종*(KIMS),정재면,문인용,이호원,오영
석,강성훈
조성민*(서울과기대),이창환,박기철,정완진
노용훈*(중앙대),박준수,이영석

제 5 발표회장
▷▶

2021. 5. 13(목)

호텔 1층 그랜드 볼륨II

❍ 일반발표- 경량금속
좌 장 : 조재형(K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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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축인장 시 Zn-Al-Mg 합금 도금층에 발생하는 파괴거동에
관한 연구
Effect of welding condition on distribution of microstructure and
hardness of resistance spot welded BH340 stee
미세구조 및 디지털 이미지 상관법 분석을 기반으로 한
7075 알루미늄 합금에서의 언로딩 항복 효과 연구
고강도강 및 알루미늄의 이종소재 접합을 위한 standoff-free
Vaporizing Foil Actuator Welding 공정
응고합금 수지상정 성장 예측을 위한 LBM-CA 시뮬레이션
개발
탄점소성 동등체 기반 다결정 모델을 활용한 AA6061의 파
괴 거동 분석과 유한요소해석 적용 및 검증

14:30~14:45

프리텀*(순천대), 박기성,Abhishek Singh,최
시훈
사우라프 프라빈 파와즈*(순천대)
최호욱*(서울대),김황선,정혜진,신은주,우완
측,홍성태,이명규,한흥남
정유형*(한양대),이원주,김형규,원찬희,윤종
헌
이원주*(하이브리드 소재성형연구실),
트루엉반도이,이호원,강성훈,윤종헌
박진화*(창원대),정영웅

Coffee Break

❍ 일반발표- 경량금속
좌 장 : 정영웅(창원대)

(14:45~16:15)
14:45~15:00
15:00~15:15
15:15~15:30

액압성형 공정에 의해 제조된 금속-플라스틱 하이브리드
복합관재
Laser Powder Bed Fusion 공정으로 제조된 Inconel 718 Lattice
Structure의 제조, 미세조직 및 고온 압축 특성
Selective laser melting 공정으로 제조된 AlSi10Mg 합금의 미
세조직 및 인장, 피로, 마모 특성

15:30~15:45

알루미늄 압출재의 소성 이방성 및 파단 거동 특성 분석

15:45~16:00

기계적 표면처리된 Al5083 합금의 기계적 특성 변화

16:00~16:15

투과전자현미경을 활용한 Al-Mg-Zn 합금에서의 η석출물 원
자단위 구조 규명

* 구두발표자는 개인용 노트북 지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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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부산대),문영훈
강태훈*(인하대),양동훈,Yongho Sohn, 이기
안
백민석*(인하대), R Kreethi,박태현,
Yongho Sohn,이기안
홍서준*(서울대),원정윤,김찬양,권아름,이명
규
김정기*(경상대),오주희,박해돈,곽민석,이정
섭,손수정,아웨즈한아마노프,김형섭,설재
복,성효경
김황선*(서울대),최호욱,오주현,권호,박은
수,이성우,이건도,김미영,한흥남

제 6 발표회장
▷▶

2021. 5. 13(목)

웰니스센터 5층 릴리I

❍ 일반발표- 박판성형
Al6014-T4 합금의 Hill’s 48 비연관 소성유동 확장 기반 원
뿔형상 점진적 판재성형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
CFRP를 포함한 다중소재 SPR 접합품질에 대한 수치해석
적 연구

좌 장 : 김지훈(부산대)
이형림*(생기원),송정한,배기현,이종섭,이
명규,박남수
김성호*(생기원),송정한,배기현,이종섭,최
석우,이정흠,박남수

13:30~13:45

상계해석을 이용한 마찰교반점용접공정의 온도예측

조덕상*(부산대),김지훈

13:45~14:00

핫스탬핑용 비도금 강판의 분위기 제어조건에 따른 산화
층 평가

이지호*(생기원),배기현,송정한,이종섭,박
남수,진홍교

14:00~14:15

표면효과를 고려한 극박 스테인리스 강판의 경화거동

정재봉*(부산대),카할 파르비즈,김지훈

반응표면법, 인공신경망 및 NSGA II를 이용한 TWB 판재
드로잉 공정의 다목적 최적화
TRIP1180의 성형공정에서 PVD CrN 코팅 금형의 마모 예
측을 위한 유한요소해석
응집영역모델을 이용한 Hybrid composite part의 모드별 계
면거동 예측

카할 파르비즈*(부산대), 정재봉,허용찬,김
지훈
방준호*(생기원),송정한,배기현,박남수,이
명규,김홍기,남성우
박준수*(부산대),류재창,장진석,김재홍,고
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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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5~14:30
14:30~14:45
14:45~15:00
15:00~15:15

Coffee Break

❍ 일반발표- 박판성형
(15:15~17:30)

좌 장 : 김대용(KIMS)
이순명*(부산대),이혁로,성동진,안태민,김
동환,고대철

15:15~15:30

점진적 손상 해석을 통한 적층 복합재의 파단 예측

15:30~15:45

정수압 의존 왜곡 경화 모델의 직접 계수 결정법

이신영*(포항공과대),김진환, Frederic Barlat

15:45~16:00

스탬핑과 핫 블로우 포밍에 의한 레일루프사이드의 제조

김민기*(부산대),류재창,홍종빈,정철영,이
정흠,고대철

16:00~16:15

클래드 판재를 이용한 파이프 공정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기계적 물성 확보 및 미세조직 분석

원정윤*(서울대),문찬미,김성웅,이명규

16:15~16:30

해석을 활용한 자동차용 판넬 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

박정수*(현대자동차),송윤준,최이천,곽형식

16:30~16:45
16:45~17:00
17:00~17:15
17:15~17:30

GIGA Steel 의 동적인장물성/측정 불확도 평가 및 Industry
4.0: 스마트 팩토리
선형 및 비선형 이방성 경화 거동을 모사하는 구성방정식
을 이용한 스프링백 예측
변형률 경로 변화에 따른 영구 연화 모델링 및 스프링백
예측에 관한 연구
왜곡 경화 모델을 이용한 EDDQ steel의 변형경로변화 거동
예측

* 구두발표자는 개인용 노트북 지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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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KAIST),윤정환
최현성*(KAIST),남성우,이은호,송정한,윤
정환
이진우*(KIMS),봉혁종,김대용,이명규
김지민*(포항공과대),이신영,윤성용,김진
환, Frederic Barlat

제 7 발표회장
▷▶

2021. 5. 13(목)

웰니스센터 5층 릴리II

❍ 특별세션- 파워유닛 항공엔진 부품용 소재성형기술
(13:10~14:55) 세션1 : 5,000 lbf급 항공엔진부품용 형단조 및 자유단조 기술개발
13:10~13:35

항공 엔진용 초내열합금 소재 형단조 및 자유단조 기술 개
발

13:35~13:55

Alloy718 니켈기 초내열합금 제조공정에 대한 고찰

13:55~14:15

대형 티타늄 합금 단조품의 열간 형단조 공정 개발

14:15~14:35
14:35~14:55

Inverse Analysis 기법을 통한 Inconel 718 소재의 열간 물성
최적화
열간 단조용 니켈 초내열합금의 고온변형거동 및 미세조직
변화 분석

14:55~15:10

좌 장 : 이동근(순천대)

정상우*(㈜케이에스피),조재현
송영석*(㈜세아창원특수강),김진혁,장대건,
신정호,
송민철*(현대아이에프씨),정성은,박연구,조
재영,원종철
임형철*(㈜에프엠케이),천세환,최병진,강종
훈,최창혁
윤은유*(KIMS),성상규,강현준,이영선,우영
윤,이성

Coffee Break

❍ 특별세션- 파워유닛 항공엔진 부품용 소재성형기술
(15:10~16:55) 세션2 : 5,000 lbf급 항공엔진부품용 링롤링 및 판재성형 기술개발
15:10~15:35

초내열합금의 열간 단조 및 링 롤링 공정 설계에 대한 연
구

15:35~15:55

초내열합금 Alloy718의 단조공정에 따른 미세조직변화

15:55~16:15
16:15~16:35
16:35~16:55

인공신경망 모델을 활용한 초내열합금의 열간 변형 거동
예측 연구
GTN 모델을 활용한 초내열합금의 성형성 연구
항공기 엔진용 STS 321 스테인리스강의 고온 성형성 평가

* 구두발표자는 개인용 노트북 지참을 부탁드립니다.

-9-

좌 장 : 윤은유(KIMS)

최창용*(㈜펠릭스테크),이상호,박희상
신정호*(㈜세아창원특수강),김진혁,권순일,
최상민,송영석
신다슬*(KIMS),김두희,윤준석,김민호,신정
호,김동화,이광석
안소현*(KIMS),이광석,신다슬,안홍,송영석,
김유일,윤준석
조평석*(순천대),한찬별,송영석,이동근

제 1 발표회장
▷▶

2021. 5. 14(금)

호텔 2층 사파이어I

❍ 특별세션- 냉간단조의 지능화/스마트화를 위한 금형수명의 평가 및 예측
좌 장 : 노우람(생기원)

(9:00~11:00)
9:00~9:15
9:15~9:30
9:30~9:45

압조 센서를 활용한 냉간 다단단조 금형의 파손 모니터링
및 분석
냉간 단조 공정 적용 WC-CO계 초경 금형의 균열 가능
영역 분석
냉간단조 금형 압입 공정에 따른 예압력 분석에 대한 고
찰

강성묵*(주식회사 풍강),김진용,이광희,
강기주,염승록
류성현*(생기원),조무근,김경일,이광희,조
규섭,노우람
김경일*(생기원),노우람,조규섭

9:45~10:00

냉간단조 금형의 구조해석을 통한 금형 파손 분석

정헌영*(주식회사 풍강),강기주,염승록,
이광희,김진용

10:00~10:15

너트 냉간단조 금형의 수명에 미치는 주요 인자의 분석

변종복*(경상대),지수민,전만수

10:15~10:30

S25C의 DSA 현상의 정량화 및 응용

전만수*(경상대),이현준, Mohd Kaswandee
Razali,변종복,지수민

10:30~10:45

너트 냉간단조 공정에서 금형 피로파괴의 예측

지수민*(경상대),정완진,전만수

10:45~11:00

인공신경망과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다단 단조 공정에서
의 금형 수명 최대화

조성민*(서울과기대),이창환,정완진

제 2 발표회장
▷▶호텔

2021. 5. 14(금)

2층 사파이어II

❍ 테마세션- Net-Zero 생산
좌 장 : 손 용(생기원)

(9:30~10:15)
9:30~9:45
9:45~10:00
10:00~10:15

적층부 특징 형상이 LENS 공정으로 제작된 제품의 열-기
계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이종합금 링의 마찰 교반 단조 및
확산 접합
기후 중립 생산을 위한 금속 적층 제조 활용 성형 금형
재제조/보수/개선

백선호*(조선대),안동규
몬달 모나릭*(울산대)
안동규*(조선대)

❍ 테마세션- Net-Zero 생산
(10:15~11:00)
10:15~10:30
10:30~10:45
10:45~11:00

DED기술을 이용한 적층제조 공정에서 잔류응력 저감기술
에 대한 연구
국산 CNC기반 산업기계 재제조 스펙업 및 보급·확산 기반
조성
금속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발사체 부품 경량화

* 구두발표자는 개인용 노트북 지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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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 안동규(조선대)
홍명표*(생기원),이민규,이호진,이윤선,김
우성,성지현,이학선,박상균,김영석
설상석*(창원대)
손용*(생기원),연시모,강동석,양정호,허웅
범,윤종천

제 3 발표회장
▷▶

2021. 5. 14(금)

호텔 2층 사파이어III

❍ 테마세션- 스마트 메뉴펙츄링
좌 장 : 홍석무(공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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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조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의 현주소와 미래

원종대*(㈜영창로보테크),노성훈

9:15~9:30

Pose estimation 알고리듬 기반 실시간 Arm Robot 구동

이사랑*(공주대),노은솔,홍석무

9:30~9:45

자동차 부품산업의 스마트팩토리

김희명*(3View),이익제

9:45~10:00

이미지 전처리 및 전이학습을 활용한 코팅 볼트 선별 알
고리듬

노은솔*(공주대),이사랑,홍석무

10:00~10:15

스마트 메뉴펙쳐링을 위한 3차원 측정기술의 활용

김원섭*(오엠에이곰)

* 구두발표자는 개인용 노트북 지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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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발표회장 - 포스터 발표
※ 포스터 발표자는 정해진 시간에 포스터판 앞에 위치하여 주십시오.(포스터 각 3분씩 발표를 진행하며, 발표논문을 심사합니다.)
※ 포스터판 사이즈 : 가로 90cm× 세로 1.2m (논문 1편당 1개), 포스터는 발표자가 준비합니다.
▷▶

2021. 5. 14(금)

호텔 1층 그랜드볼룸I
좌 장 김정기(경상대))

(9:30~10:40)
P 01

대형압연 공정에서 소재 표면결함 감소를 위한 패스
스케줄 최적화

김동준*(중앙대),노용훈,문홍길,이상진,이진
환,이영석

P 02

CNC선반을 이용한 흑연쾌삭강의 절삭성 평가

강병준*(중앙대),노용훈,이영석

1.5GPa급 Mart강 적용을 위한 Front Side Inner 부품 냉
간 성형공법 설계
예비변형에 따른 Fe-6.5Mn-0.08C 중망간강의 수소취
화 거동 비교

배기현*(생기원),송정한,이종섭,박남수,남성
우,정철영

템퍼링 온도에 따른 SCM 440 강의 수소취성 분석

김재윤*(서울과기대),고석우,김상규,황병철

온도와 변형률에 따른 철계 중엔트로피합금의 열적
활성화 거동
적층제조 기반 불규칙 손상 부품 보수를 위한 3D 형
상설계

이정완*(포항공과대),문종언,배재웅,박정민,
권현석,김형섭

P 03
P 04
P 05
P 06
P 07
P 08
P 09
P 10

9:30~10:40
P 11
P 12
P 13

980MPa급 후판 소재의 버링 성형 공정 변수 최적화
에너지 제어 용착 및 유냉 공정의 연계 해석을 통한
적층부 인근 잔류응력 특성 변화 분석
냉간 성형 스프링의 잔류 응력제거 열처리를 통한 가
속 피로 시험 방안에 대한 연구
다양한 응력 조건에서 알루미늄 다층판재의 기계적
거동 예측
전위 밀도 기반 탄점소성 결정소성의 굽힘 및 스프링
백 유한요소 해석 적용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구면 스파이더의 성형조건 연
구

김상규*(서울과기대),고석우,윤영철,황병철

이재호*(경남대),김채환
김상훈*(㈜화신),도두이퉁,이광복,박정석,최
진용,김영석
황안재*(조선대),안동규
신동열*(주식회사 영흥)
성진영*(KIMS),김민호,봉혁종,이광석,김민
중,김지훈
주무영*(창원대),정영웅
박민철*(한국국제대),김동환

P 14

웰딩넥 플랜지 생산을 위한 형상링 압연공정 개발

이찬주*(생기원)

P 15

선택적 레이저 용융법으로 제조된 AlSi10Mg 합금의
공정변수-미세조직 상관관계 분석

최연택*(포항공과대),박정민,김은성,강문구,
주효문,김형섭

P 16

Laser Powder Bed Fusion 공정으로 제조된 stochacstic
pure Mg foam의 제조, 형상학적 구조 및 기계적 특성

황유진*(인하대),김규식,Bandar
Almangour,Dariusz Grzesiak,이기안

항공용 Ti합금 선재의 열처리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강도에 대한 연구
친환경 자동차용 이종 소재의 기계적 접합을 위한
FDS의 특성 및 체결 접합 강도 평가에 관한 연구
STS316L 분말 레이저 용융 적층 후 레이저 리멜팅과
초음파 나노 표면 개질에 따른 표면 및 기계적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Inconel718과 WC 혼합분말의 직접에너지적층에서
WC 함유량에 따른 적층소재의 인장 특성 평가

이효주*(한밭대),아나만 샘,최정묵,이근호,
박이주,조훈휘

Size-dependent partitioning을 이용한 원가절감형 고강도
고연성 low Mn경량철강 개발

배효주*(경상대),고광규,박형석,정재석,김정
기,성효경,김형섭,설재복

P 17
P 18
P 19

P 20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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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기*(㈜진합),김지훈,김도연,최정묵
조승영*(한국해양대),심도식,백경윤,박상후
강현성*(한국해양대),백경윤,심도식

제 5 발표회장 - 포스터 발표
※ 포스터 발표자는 정해진 시간에 포스터판 앞에 위치하여 주십시오.(포스터 각 3분씩 발표를 진행하며, 발표논문을 심사합니다.)
※ 포스터판 사이즈 : 가로 90cm× 세로 1.2m (논문 1편당 1개), 포스터는 발표자가 준비합니다.
▷▶

2021. 5. 14(금)

호텔1층 그랜드볼룸II
좌 장: 구태완(부산대))

(9:30~10:40)
P 22
P 23
P 24

HPT 공정에 의한 Al 7075의 기계적 특성 및 미세조직
변화
달무리 현상 방지를 위한 사출 속도 다단제어 방법론 개
발
온간단조 성형공법을 이용한 항공용 64Ti 합금 체결부품
의 제조공정에 관한 연구

김효건*(경상대),하혜수,이정섭,손수정,
김형섭,성효경,설재복,김정기
김미진*(광주대),최재혁
조은빈*(㈜진합),금상원,곽희만,최정묵

극저온 비원형 신선공정을 통한 고강도-고연성 CP-Ti 선
재 제조 및 미세조직 분석
밸브 시트의 접촉부 각도와 나사 체결력에 의한 누설량
연구

백현우*(서울과기대),경준현,전영배,송
용호,한채림,이창환
안지섭*(생기원),황선광,조아라,김선형,
이상곤,정명식,문영훈
김민경*(신화하이텍㈜),정준환,최은지,
백세웅

P 28

유연 다관절 멘드렐을 이용한 파이프굽힘 해석

Nurul Aqilah Razali*(경상대),전만수

P 29

L밴딩의 스프링백의 실험 및 해석

조민진*(한국폴리텍대),김수진,전만수

P 30

대칭형 링롤링 공정의 프리폼 설계

김민철*(㈜엠에프알씨),문호근,전만수

P 31

적층제조 기반 방산부품 적용에 대한 적층 시험

송진영*(경남대),김채환

P 32

다물체 소성가공 공정의 해석 기술을 활용한 전단부 클
래딩 압출공정 해석

엄재근*(㈜엠에프알씨),전만수

P 33

쌍클린칭 공정의 해석 및 정성적 검증

이득원*(생기원), Renganathan Sekar,이찬
주,전만수

P 34

마그네슘 브라켓 열간단조 공정의 최적화

문호근*(㈜엠에프알씨),유재동,전만수

P 35

이황화몰리브덴(MoS2) 피막 및 프레스 통전성형 공법을
이용한 피니언기어 성형성 연구

윤형석*(㈜중원산업),김지호

P 36

이속 압연가공 및 정적 재결정된 저탄소강 EBSD 분석

P 37

PEI 필름을 이용하여 접합한 CF/PEKK 복합소재의 물성
평가

고영건*(영남대),나쉬라니사,윤동근,한
다인,김동주,강지현
최현석*(고려대),김동언,전용준,이환주,
류상훈,최우천

P 38

인라인 적용을 위한 열연판 선단부 굽힘 설정 모델 개발

변상민*(동아대)

P 39

알루미늄 인서트 사출 후 알루미늄 압출품-플라스틱 사
출품 간 접합 강도 연구

P 40

자동차 컴프레셔 허브 다단 성형공정 설계에 관한 연구

김명섭*(경북테크노파크),소범식,차승
훈,주종현
이성윤*(생기원),이인규,최용진,이상곤,
정명식

P 41

실시간 성형하중 계측 시스템 기반 냉간단조 금형수명
예측 정밀도 향상

P 25
P 26
P 27

9:3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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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호*(생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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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도어패널 성형을 위한 점진성형공정
.................................................................................................................윤형원*,유제형,경준현,김병훈,황재련,이창환/ 71

6. 일반 논문 발표 (제 3 발표회장)
❍ 압연
• 클래드 패킹 조건에 따른 스테인리스 클래드 접합 강도의변화
..................................................................................................................................................... 이현석*,최미선,마봉열/ 73
• 페라이트-베이나이트 이중상 라인파이프강의 파괴 거동에 대한 간헐파괴의 영향 연구
............................................................................................................................... 조영환*,이재은,주웅용,강주석,한흥남/ 74
• SYSWELD를 활용한 용접법에 따른 클래드강 내 스테인리스강의 변형 및 잔류응력 비교
....................................................................................................................최찬식*,양원철,황철홍,유경훈,김성웅,박준식/ 75

7. 테마세션- 소성가공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 (제 4 발표회장)
• 해석 가능한 컨벌루션 신경망을 사용한 계층적 패턴 표면의 결함 검사
....................................................................................................................문인용*,이호원,김세종,오영석,정재면,강성훈/ 78
• 머신러닝을 활용한 가변 롤포밍 공정 최적화
..................................................................................................................................................... 우영윤*,이영선,문영훈/ 79
• 볼트형 피에조 센서를 이용한 컵드로잉 공정 모니터링
........................................................................................................ 장인제*,송정한,이종섭,박남수,서민홍,남성우,배기현/ 80
• 재료 설계를 위한 구속 조건의 데이터 기반 정량화
............................................................................................................................. 정재면*,오영석,김세종,이호원,강성훈/81
•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초고강도강재 전단면의 신장성 예측
한 ..................................................................................................................................................... 김형규*,원찬희,윤종/ 82
• Al5052 판재의 점진성형 다목적 최적화 연구
.............................................................................................................................................. 오세현*,샤오샤오,김영석/ 84
• 머신러닝을 활용한 스탬핑 공정 내 실시간 블랭킹 소재 물성치 검사에 관한 연구
........................................................................................................................................ 윤대현*,김기영,양우호,이은호/86
• 인공지능 기반 연료전지 금속 분리판 다단성형공정 최적화
한 ................................................................................................................................... 이대호*,김동규,쩐민띠엔,이호원/ 87
•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딥 드로잉 공정에서 블랭크 홀딩력이 이어링 감소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쩐민띠엔*,단정통,이호원,김동규/ 88
• 인공신경망과 유한 요소 해석을 이용한 관통자 형상 최적화
..................................................................................................... 유제형*,정규석,조성민,유요한,김종봉,정완진,이창환/ 89
• 금속 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실험 데이터 자동 분석 및 DB 구축 플랫폼 개발

.................................................................................................................김세종*,정재면,문인용,이호원,오영석,강성훈/ 90
• 강화학습 알고리즘과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원형 컵 딥-드로잉 공정에서의 가변 블랭크 홀딩력 경로 최적화
....................................................................................................................................... 조성민*,이창환,박기철,정완진/ 91
•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후판압연 선단부 휨 제어 예측 및 최적화에 대한 연구
.................................................................................................................................................. 노용훈*,박준수,이영석/ 92

8. 일반 논문 발표 (제 5 발표회장)
❍ 경량금속
• 일축인장 시 Zn-Al-Mg 합금 도금층에 발생하는 파괴거동에 관한 연구
이 ........................................................................................................................... 프리텀*,박기성,Abhishek Singh,최시훈/ 94
• Effect of welding condition on distribution of microstructure and hardness of resistance spot welded BH340 stee
............................................................................................................................................. 사우라프 프라빈 파와즈*/ 95
• 미세구조 및 디지털 이미지 상관법 분석을 기반으로 한 7075 알루미늄 합금에서의 언로딩 항복 효과 연구
............................................................................................최호욱*,김황선,정혜진,신은주,우완측,홍성태,이명규,한흥남/96
• 고강도강 및 알루미늄의 이종소재 접합을 위한 standoff-free Vaporizing Foil Actuator Welding 공정
............................................................................................................................ 정유형*,이원주,김형규,원찬희,윤종헌/ 97
• 응고합금 수지상정 성장 예측을 위한 LBM-CA 시뮬레이션 개발
.................................................................................................................... 이원주*,트루엉반도이,이호원,강성훈,윤종헌/ 99
• 탄점소성 동등체 기반 다결정 모델을 활용한 AA6061 의 파괴 거동 분석과 유한요소해석 적용 및 검증
........................................................................................................................................................... 박진화*,정영웅/ 101
• 액압성형 공정에 의해 제조된 금속-플라스틱 하이브리드 복합관재
........................................................................................................................................................... 한상욱*,문영훈/ 102
• Laser Powder Bed Fusion 공정으로 제조된 Inconel 718 Lattice Structure의 제조, 미세조직 및 고온 압축 특성
이 ........................................................................................................................... 강태훈*,양동훈,Yongho Sohn, 이기안/ 104
• Selective laser melting 공정으로 제조된 AlSi10Mg 합금의 미세조직 및 인장, 피로, 마모 특성
............................................................................................................. 백민석*,R Kreethi,박태현, Yongho Sohn,이기안/ 106
• 알루미늄 압출재의 소성 이방성 및 파단 거동 특성 분석
..........................................................................................................................홍서준*,원정윤,김찬양,권아름,이명규/ 108
• 기계적 표면처리된 Al5083 합금의 기계적 특성 변화
................................................. 김정기*,오주희,박해돈,곽민석,이정섭,손수정,아웨즈한아마노프,김형섭,설재복,성효경/ 190
• 투과전자현미경을 활용한 Al-Mg-Zn 합금에서의 η석출물 원자단위 구조 규명
................................................................................. 김황선*,최호욱,오주현,권호,박은수,이성우,이건도,김미영,한흥남/ 110

9. 일반 논문 발표 (제 6 발표회장)
❍ 박판성형
• Al6014-T4 합금의 Hill’s 48 비연관 소성유동 확장 기반 원뿔형상 점진적 판재성형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
.............................................................................................................. 이형림*,송정한,배기현,이종섭,이명규,박남수/ 112

• CFRP를 포함한 다중소재 SPR 접합품질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
................................................................................................... 김성호*,송정한,배기현,이종섭,최석우,이정흠,박남수/ 113
• 상계해석을 이용한 마찰교반점용접공정의 온도예측
............................................................................................................................................................ 조덕상*,김지훈/114
• 핫스탬핑용 비도금 강판의 분위기 제어조건에 따른 산화층 평가
................................................................................................................ 이지호*,배기현,송정한,이종섭,박남수,진홍교/115
• 표면효과를 고려한 극박 스테인리스 강판의 경화거동
..................................................................................................................................... 정재봉*,카할 파르비즈,김지훈/116
• 반응표면법, 인공신경망 및 NSGA II를 이용한 TWB 판재 드로잉 공정의 다목적 최적화
.......................................................................................................................... 카할 파르비즈*,정재봉,허용찬,김지훈/117
• TRIP1180 의 성형공정에서 PVD CrN 코팅 금형의 마모 예측을 위한 유한요소해석
.....................................................................................................방준호*,송정한,배기현,박남수,이명규,김홍기,남성우/118
• 응집영역모델을 이용한 Hybrid composite part의 모드별 계면거동 예측
........................................................................................................................... 박준수*,류재창,장진석,김재홍,고대철/119
• 점진적 손상 해석을 통한 적층 복합재의 파단 예측
................................................................................................................... 이순명*,이혁로,성동진,안태민,김동환,고대철/120
• 정수압 의존 왜곡 경화 모델의 직접 계수 결정법
.....................................................................................................................................이신영*,김진환, Frederic Barlat/ 121
• 스탬핑과 핫 블로우 포밍에 의한 레일루프사이드의 제조
................................................................................................................ 김민기*,류재창,홍종빈,정철영,이정흠,고대철/122
• 클래드 판재를 이용한 파이프 공정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기계적 물성 확보 및 미세조직 분석
...................................................................................................................................... 원정윤*,문찬미,김성웅,이명규/123
• 해석을 활용한 자동차용 판넬 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
...................................................................................................................................... 박정수*,송윤준,최이천,곽형식/124
• GIGA Steel 의 동적인장물성/측정 불확도 평가 및 Industry 4.0: 스마트 팩토리
........................................................................................................................................................... 박준용*,윤정환/ 125
• 선형 및 비선형 이방성 경화 거동을 모사하는 구성방정식을 이용한 스프링백 예측
........................................................................................................................... 최현성*,남성우,이은호,송정한,윤정환/126
• 변형률 경로 변화에 따른 영구 연화 모델링 및 스프링백 예측에 관한 연구
..................................................................................................................................... 이진우*,봉혁종,김대용,이명규/127
• 왜곡 경화 모델을 이용한 EDDQ steel의 변형경로변화 거동 예측
................................................................................................................김지민*,이신영,윤성용,김진환, Frederic Barlat/128

10. 특별세션 – 파워유닛 항공엔진 부품용 소재성형기술 (제 7 발표회장)
• 항공 엔진용 초내열합금 소재 형단조 및 자유단조 기술 개발
............................................................................................................................................................ 정상우*,조재현/130
• Alloy718 니켈기 초내열합금 제조공정에 대한 고찰
...................................................................................................................................... 송영석*,김진혁,장대건,신정호/131
• 대형 티타늄 합금 단조품의 열간 형단조 공정 개발
........................................................................................................................... 송민철*,정성은,박연구,조재영,원종철/132

• Inverse Analysis 기법을 통한 Inconel 718 소재의 열간 물성 최적화
........................................................................................................................... 임형철*,천세환,최병진,강종훈,최창혁/133
• 열간 단조용 니켈 초내열합금의 고온변형거동 및 미세조직 변화 분석
................................................................................................................... 윤은유*,성상규,강현준,이영선,우영윤,이성/134
• 초내열합금의 열간 단조 및 링 롤링 공정 설계에 대한 연구
.................................................................................................................................................... 최창용*,이상호,박희상/135
• 초내열합금 Alloy718의 단조공정에 따른 미세조직변화
이 ..........................................................................................................................신정호*,김진혁,권순일,최상민,송영석/ 136
• 인공신경망 모델을 활용한 초내열합금의 열간 변형 거동 예측 연구
.....................................................................................................신다슬*,김두희,윤준석,김민호,신정호,김동화,이광석/137
• GTN 모델을 활용한 초내열합금의 성형성 연구
........................................................................................................ 안소현*,이광석,신다슬,안홍,송영석,김유일,윤준석/138
• 항공기 엔진용 STS 321 스테인리스강의 고온 성형성 평가
...................................................................................................................................... 조평석*,한찬별,송영석,이동근/139

11. 특별세션 – 냉간단조의 지능화/스마트화를 위한 금형수명의 평가 및 예측
(제 1 발표회장)
• 압조 센서를 활용한 냉간 다단단조 금형의 파손 모니터링 및 분석
.......................................................................................................................... 강성묵*김진용,이광희,강기주,염승록/ 142
• 냉간 단조 공정 적용 WC-CO계 초경 금형의 균열 가능 영역 분석
.............................................................................................................. 류성현*,조무근,김경일,이광희,조규섭,노우람/ 144
• 냉간단조 금형 압입 공정에 따른 예압력 분석에 대한 고찰
................................................................................................................................................ 김경일*,노우람,조규섭/ 145
• 냉간단조 금형의 구조해석을 통한 금형 파손 분석
이 ......................................................................................................................... 정헌영*,강기주,염승록,이광희,김진용/ 147
• 너트 냉간단조 금형의 수명에 미치는 주요 인자의 분석
................................................................................................................................................ 변종복*,지수민,전만수/ 149
• S25C의 DSA 현상의 정량화 및 응용
................................................................................................. 전만수*,이현준, Mohd Kaswandee Razali,변종복,지수민/ 151
• 너트 냉간단조 공정에서 금형 피로파괴의 예측
................................................................................................................................................ 지수민*,정완진,전만수/ 153
• 인공신경망과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다단 단조 공정에서의 금형 수명 최대화
................................................................................................................................................ 조성민*,이창환,정완진/ 155

12. 테마세션 – Net-Zero 생산 (제 2발표회장)
• 적층부 특징 형상이 LENS 공정으로 제작된 제품의 열-기계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 ........................................................................................................................................................... 백선호*,안동규/ 157
•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이종합금 링의 마찰 교반 단조 및 확산 접합
............................................................................................................................................................. 몬달 모나릭*/ 158
• 기후 중립 생산을 위한 금속 적층 제조 활용 성형 금형 재제조/보수/개선

...................................................................................................................................................................... 안동규*/ 159
• DED기술을 이용한 적층제조 공정에서 잔류응력 저감기술에 대한 연구
............................................................................. 홍명표*,이민규,이호진,이윤선,김우성,성지현,이학선,박상균,김영석/ 160
• 국산 CNC기반 산업기계 재제조 스펙업 및 보급·확산 기반조성
....................................................................................................................................................................... 설상석*/162
• 금속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발사체 부품 경량화
................................................................................................................... 손용*,연시모,강동석,양정호,허웅범,윤종천/163

13. 테마세션 – 스마트 메뉴펙츄링 (제 3 발표회장)
• 단조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의 현주소와 미래
............................................................................................................................................................ 원종대*,노성훈/165
• Pose estimation 알고리듬 기반 실시간 Arm Robot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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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엔트로피합금의 고변형률속도 초소성
김형섭#

High Strain Rate Superplasticity of High-Entropy Alloy
Hyoung Seop Kim
Abstract
Superplasticity describes a material’s ability to sustain a large plastic deformation in the form of a tensile elongation to
over 400% of its original length but is generally observed only at a low strain rate (~10 -4 s-1), which results in long
processing times economically undesirable for mass production. Superplasticity at high strain rates in excess of 10 -2 s-1,
required for viable industry-scale application, has usually only been achieved in low-strength aluminium and magnesium
alloys. Here, we present a superplastic elongation to 2,000% of the original length at a high strain rate of 5× 10-2 s-1 in an
Al9(CoCrFeMnNi)91 (at%) high-entropy alloy nanostructured using high-pressure torsion. The high-pressure torsioninduced grain refinement in the multi-phase alloy combined with limited grain growth during hot plastic deformation
enables high strain rate superplasticity through grain boundary sliding accommodated by dislocation activity.

Keywords: Superplasticity, High-entropy alloy, High strain rate, Nanostructure, High-pressure torsion

1.

서론

초소성은 일반적으로 낮은 변형률 (10-4-10-3 s-1) 및 높은 상동 온도 (> 0.5 Tm, Tm은 용융 온도)
에서 미세 입자에서 관찰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높은 변형률 (> 10-2 s-1)에서 초소성을 달성하
는 것은 성형 시간을 단축하는 큰 장점을 가지고있어 산업에서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연
구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High Strain-Rate Superplasticity (HSRS)는 고강도 재료
에서 극히 드물다. 특히 최근에 등장한 고강도 재료 클래스인 HEA (High-Entropy Alloys)에서는
초소성 성형 능력이 부족하여, 복잡한 구조 엔지니어링에 잠재적인 사용에 대한 심각한 장애물
이다. HEA는 다중 요소를 기반으로 한 독특한 합금 설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합금과
비교할 때 높은 연성 및 높은 파괴 인성과 결합된 고강도와 같은 놀라운 특성을 보여준다. 따
라서 HEA에서 HSRS를 달성하는 것은 첨단 재료 과학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의미하여, 이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단일 FCC (Face-Centered Cubic) 구조를 가진 대표적인 CoCrFeMnNi HEA는 고온에서 570%의
합리적인 초소성 연신율을 나타낸다. 다상 구조는 초소성 시험 동안 입자 성장 억제로 인해 단
상 구조에 비해 잠재적으로 더 높은 연신율을 보인다. 대부분의 HEA에서 Al의 첨가는 ordered
B2 (Body-Centered Cubic) 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실온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킨다.
# 교신저자: 포항공대, 교수, hskim@postech.ac.kr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 한 논리적 추론을 기반으로 Al9(CoCrFeMnNi)91 HEA를 선택
하고 고유한 나노 구조의 이중 미세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3.

결과 및 고찰

열기계 처리 후 고압 비틀림 (HPT) 처리를 통해 수백 나노 미터에서 마이크로 미터 범위의
나노 크기의 FCC 입자와 B2 상으로 Al9(CoCrFeMnNi)91 HEA 를 제작하였다. 여러 가공 경로 중
에서 HPT 는 매우 미세한 입자 크기를 가진 벌크 재료를 생산하는 가장 효과적인 경로이다. 높
은 변형률 감도 및 소성 변형에 의한 GBS 수용을 수반하는 미세 입자 크기는 현재 합금에서 5
×10-2 s-1 의 높은 변형률에서 2000%의 높은 초소성을 나타낸다 (Fig. 1). HEA 에서 보고된 고유한
특성과 현재 작업에서 달성 된 HSRS 를 고려할 때 HEA 는 복잡한 모양의 미래 구조 응용 분
야를위한 새로운 첨단 소재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ㅋ
Figure 1: Superplastic behavior of Al9(CoCrFeMnNi)91 High-Entropy Alloy (HEA). (a)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s, (b) Fractured specimens with their testing parameters, (c)
Estimated strain rate sensitivity (m).

4.

결론

이 연구는 미세 구조 공학을 통해 HEA 에서 초고속 HSRS 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HPT 동안 이중상 미세 구조의 형성과 시그마 단계의 후속 형성은 변형 동안 다상 UFG 미세
구조로 이어진다. 이 UFG 미세 구조는 GBS 효율을 개선하여 정상 상태의 소성변형과 이상적
인 값에 가까운 m 값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FCC 및 B2 단계에서 공동의 상호 연결과 전위
운동은 스트레스 집중을 줄이고 GBS 를 수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다상 미세구조는 심한 소성 변형과 HEA 커뮤니티의 이전 조사에서 볼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2000 % 연신율의 기록으로 초고 HSRS 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HEA 의 고유한 특
성과이 초고속 HSRS 는 항공 우주 및 자동차 산업에서 HEA 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다상
UFG 구조를 활용하여 HEA 소재의 초소 성의 실질적인 향상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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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정 제어를 통한 마그네슘 특성 향상 연구
박성혁
경북대학교
* sh.park@knu.ac.kr
Abstract
육방조밀구조를 가지는 마그네슘에서는 쌍정이 중요한 변형기구로 작동한다. 특히
{10-12} 쌍정은 낮은 응력하에서 쉽게 발생하며 비교적 큰 변형을 수용하기 때문에 변형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쌍정은 변형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쌍정입계 형성을
통해 유효 결정립 크기를 감소시키며, 격자회전을 통해 집합조직 변화를 야기시킨다. 마
그네슘합금 연구 초창기에는 소성이방성과 같은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 변형 시 발생하는
쌍정 거동과 이로 인한 미세조직 변화에 연구가 집중되어 왔었다. 최근에는 쌍정 거동의
분석에서 벗어나 쌍정이 가지는 특징들을 이용하여 마그네슘합금의 다양한 물성들을 향
상시키는데 적극 활용하는 연구들이 진행중이다. 본 발표에서는 {10-12} 쌍정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제어함으로써 마그네슘합금의 석출 및 재결정 거동을 촉진하고 강도, 연성,
성형성, 피로특성, 진동감쇠능 등의 물성을 향상시킨 연구결과들을 소개한다.

Keywords: Magnesium; Twinning; Microstructure; Textur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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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공형압연: 철강에서 비철소재까지
Multi-Pass Caliber Rolling: From Steels to Non-Ferrous Alloys
이태경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Multi-pass caliber rolling is a plastic deformation process that imposes a high
redundant strain by inserting a material into calibers with a variety of sizes and
shapes. The caliber rolling is distinguished from conventional rod-making
processes (e.g., extrusion and drawing) in light of strong grain refinement, unique
texture development, and strain distribution. It is also distinguished from severe
plastic deformation processes (e.g., equal-channel angular pressing and highpressure torsion) by its capability of continuously manufacturing bulk rod outside
of lab-scale. The current presentation looks through the key papers of multi-pass
caliber rolling from steels to titanium and magnesium alloys. The speaker
prepared such reviews based on the studies of Prof. Chong Soo Lee in honor of
his farewell session.

2. 테마세션
Materials Behavior under Electric
Current/Charge-Electro plasticity
(제 1 발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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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plasticity 현상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한흥남

Mechanistic View on Electroplasticity Phenomenon
H. N. Han
Abstract
Electroplastic phenomenon has been demonstrated by that the elongation increases remarkably during deformation under
electric current without significant temperature rise due to Joule heating. Since the 1960s, electroplasticity has been
actively investigated; however, full explanation of electroplasticity mechanism has been lacking. In this presentation, the
origin of electroplasticity is elucidated based on numerical and experimental approaches. Ab-initio calculations show that
a charge imbalance near defects weakens drastically atomic bonding. The electroplastic behavior could be well
reproduced with microstructure-based FE simulations. In addition, the weakening of atomic bonding was confirmed by
measuring elastic modulus under electric current, which is inherently related to bond strength.
Keywords : electroplasticity / defects / atomic bonding / kinetic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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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합금에서 관찰되는 통전소성거동에 대한 연구
김문조1 · 정혜진2 · 박주원2 · 박시욱2 · 홍성태3 · 한흥남4#

Electroplastic behavior in various alloys
M.-J. Kim1, H.-J. Jeong2, J.-W. Park2, S. Park2, S.-T.Hong3, H.N. Han4,#
Abstract
The effect of electric current on plastic deformation in various alloys is reviewed based on microstructural analysis.
Generally, the elongation increases drastically with change in flow stress under the application of electric current during
plastic deformation, called “electroplasticity”. While a strong increase in elongation was observed with softening of flow
stress by applying electric current in Al-Mg alloy, changes in elongation and flow stress were observ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recipitation state in Al-Mg-Si alloy under the electric current. Microstructure analysis confirmed that
electric current affects annealing and aging process and causes different deformation behavior depending on the
properties of each alloy. Also, experimental evidences show a clear existence of athermal effect of electric current in both
alloys. This study can provide insight into expanding new forming process using electroplasticity.
Keywords : Electroplasticity: Aluminum alloy: Plastic deformation: Annealing: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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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imilar solid state lap joining of steel S45C and aluminum
6061-T6 alloy
Shengwei Zhang1, Kun Gao1, Sung-Tae Hong1,#, Hyunuk Ahn2, Yoongil Choi2,
Siwhan Lee3, Heung Nam Han3
Abstract
Dissimilar solid state lap joining of steel S45C and aluminum 6061-T6 alloy sheets is successfully conducted by means
of electrically assisted pressure joining (EAPJ). During joining, different electric current densities are applied to a specimen
assembly under continuously compressive plastic deformation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lectric current density on the joint
performance. Additional holding time at the elevated temperature is also applied by periodically applying electric current
after the completion of compressive deformation to enhance the diffusion between the steel and aluminum alloy sheets.
Microstructural analysis confirms the solid-state joining and shows that the microstructure of the joint strongly depends on
the process parameters. Quasi-static lap shear tensile testing shows that joint strength increases with increasing electric
current density and with increasing holding time at the elevated temperature.
Keywords : electrically assisted; solid state joining; dissimilar; steel S45C; aluminum 6061-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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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nFeCoNi 고엔트로피 합금의 통전 접합
조민구1 웬 티 안 우옛2 박시욱3

서진유4

홍성태#

한흥남##

Electrically assisted pressure joining of CrMnFeCoNi
high-entropy alloy
M.-G. Jo, T. A. N. Nguyen, S. Park, J.-Y. Suh, S.-T. Hong, H. N. Han
Abstract
동 원자비를 갖는 CrMnFeCoNi 고엔트로피 합금을 전류를 인가함과 동시에 압축응력을 인가하여 통전 접
합을 실시하였다. 통전 방법을 통해 얻어진 접합부는 고상 접합부로, 용융 접합과 달리 접합부에서 crack
과 compositional segregation이 관찰되지 않았다. 접합시 인가되는 전류 조건을 증가시킴에 따라 발달되는
접합부의 미세조직은 부분 재결정 미세조직에서 결정립 성장을 동반하는 완전 재결정 미세조직으로 변하
였다. 비커스 경도 시험 및 2축 인장 시험을 통해 통전 방법을 이용해 얻어진 접합부가 우수한 기계적 물
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통전 고상 접합을 이용하면 고엔트로피 합금을 용융 접합시 발생하는 문제점
을 극복할 수 있다.
Keywords : High-entropy alloys, Electrically assisted pressure joining, Electroplasticity, Finite element modeling,
Recrystal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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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펄스 인가에 따른 온도 변화의 머신러닝 예측
Machine Learning Prediction of Temperature Change through
Electropulsing
이태경, 유진영, 배민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Electropulsing has been paid attention thanks to the high-energy efficiency. This
study verified the machine learning to predict a nonlinear temperature variation
of electropulsed ZK60 Mg alloy. The material was subjected to an electropulse
with various shape factors (magnitude and duration). We have investigated nine
machine-learning models based on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deep neural
network (DNN), and extreme gradient boosting (XGBoost). The DNN models
exhibited a remarkable improvement in the predicting capability at the heatingcooling boundary as well as overall estimation. The XGBoost model with a proper
hyperparameter tuning also provided a good predicting capability with a lightening
learning speed.

3. 일반 논문 발표
단조
(제 2 발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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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시험의 관점에서 전통 유동응력 모델의 고찰
지창운1 · 변종복2 · 전만수#

Consideration on traditional cold flow stress models from
standpoint of tensile test
C. W. Jee, J. B. Byun, M. S. Joun
Abstract
Investigation into traditional well-known flow stress models at room temperature such as Ludwik, Voce, Hollomon and
Swift models is conducted with an emphasis on necking phenomenon using a tensile test. A typical material with monotonic
strain hardening behaviors is characterized using the four materials models and their characteristics are discussed, revealing
that they are not appropriate to describe the flow stresses at once both before and after the necking point.
Keywords : English Key Word: Times New Roman 9pt (한글 바탕체9pt), Carbon Fiber, Cutting Force , Carbon Fiber ,
Cutting Force

유한요소해석의 정확도는 마찰과 재료특성 정
보에 크게 좌우된다. 전통적으로 냉간단조용 탄소
강의 전형적인 진응력-진변형률 곡선, 즉 유동응
력 곡선은 Ludwik (1909), Voce (1948), Hollomon
(1945), Swift (1952) 등의 유동응력 모델에 의해 기
술되어 왔다.
최근 자동차의 경량화, 균열 및 충돌 시뮬레이
션에 요구되는 파단 시까지의 재료 정보의 시대
적 요구와 함께, DIC 를 비롯한 측정시스템 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해 대변형률에서 유동응력 거동
을 기술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술한 네 개의 모델을 네킹과 네킹 이후의
변형경화의 관점에서 단조로운 변형경화 재료인
SCHW10A 를 대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2. 실온에서의 기본 응력모델
Fig. 1에서 실선은, 인장시험으로부터 고변형률
의 유동응력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점

선의 인장시험으로부터 획득한 유동응력을 나타
내고 있다 [1]. 이 유동응력을 기준유동응력 (RFS,
reference flow stress)라고 한다. 이 유동응력을 이용
하여 강소성 유한요소법으로 인장시험을 해석할
경우, 인장시험과 공학적으로 동일한 공칭변형률공칭응력 곡선을 얻는다
Fig. 1과 같은 전형적인 단조로운 변형경화 특성
의 유동응력을 다음과 같이 변형률의 함수로 표
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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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ypical flow stress with ten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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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형 시편의 인장시험을 통해 유동응력을 측
정할 때, 인장시험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형률은 Fig.1 에서 N 으로 표시된 네킹 지점에서
의 진변형률 𝜀𝑡𝑁 이다. 그리고 Considère 조건이 만
족되도록 해야 한다. 즉, 인장시험에서의 공칭응
력 또는 인장력이 네킹점에서 최대가 되도록 해
야 한다. 네킹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전술한
두 개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Ludwik, Swift,
Voce 등의 모델을 사용할 경우, 계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조건이 더 필요하다. 이 목적으로
Fig. 1 에서 Q 점(0.753, 556)을 선택했고, 진응력-진
변형률 곡선, 즉 유동응력 곡선이 이 점을 통과하
도록 하였다. 따라서 항복강도를 실험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구해진 유동응력은 단조와
같이 소재가 겪는 변형률이 큰 공정의 해석 목적
으로 유의미하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전술한 세 개의 조건을 정
확하게 만족하는 재료상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네킹점에서 유동응력의 변형률 구
배와 유동응력이 동일해야 한다는 Considère 조건
이 매우 강력하여 해의 범위를 극도로 좁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Fig. 2의 유동응력은 오차를 최소
화시키는 해를 구한 것이다.
Fig. 2 의 하부는 상부의 유동응력을 사용하여 얻
은 인장시험의 해석결과이다. 지름이 6.25mm 와
게이지 길이가 25mm 인 원통형 시편이 해석에 사
용되었다. Fig. 2 의 하부에서 실선은 실험결과를 나
타낸다.

Fig. 2 의 상부에서 진응력-진변형률 곡선을 비교
한 결과, 각각의 곡선은 서로 부분적으로 상이하
지만, 고려된 변형률 범위 내에서 공학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인장시험
곡선에서 특히 인장시험 초기에서 실험결과와 상
당한 차이가 발생하며, 이것은 항복점 부근의 유
동응력의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복응력
305MPa 비하여, 고려 대상이 아닌 Hollomon 모델
을 제외한, 모든 모델의 항복응력이 크게 나타났
다. 즉, Ludwik, Swift, Voce 의 순으로 309.6, 344.2,
338.3 MPa 의 항복응력을 예측하였다.

3. 결론
전통적인 상온 유동응력 수식모델을 네킹점과
포스트 네킹 변형경화의 표현 관점에서 분석을
하였다. 세 개의 재료상수로 수식화된 전통 유동
응력 모델은 포스트 네킹과 네킹 이후의 유동응
력의 표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항복응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노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전통 유동응력 모델은 이 연구에서
사용된 전형적인 변형경화 재료의 네킹 이전의
변형경화, 네킹점, 네킹 이후의 변형경화를 동시
에 필요로 하는 공학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
성을 노출하고 있다.

후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소재핵심 기
술개발-첨단뿌리기술(과제 번호: 20003950)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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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의 거동특성과 응용
박정휘1 · 유재동2 · 전만수#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Aluminum and its application
J. H. Park, J. D. Yoo, M. S. Joun
Abstract
In this paper,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aluminum alloy at the elevated temperature were studied by utilizing the flow
stress curves obtained through high-temperature compression tests under various conditions. The constitutive equation was
modeled using the C-m (power law) model, which has proven practicality and accuracy, and the finite element simulation
of the hot forging process of aluminum lateral arm was performed using this mathematical model. Accuracy was verified
through comparison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Keywords : Flow Stress(유동응력), power law (C-m) model(C-m 모델), Aluminum(알루미늄), Forging Simulation(단
조 시뮬레이션)

1. 서론
지구 온난화 및 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우
려로 촉발된 각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연비개
선 및 배기가스 감축, 그리고 안전성 강화 등
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
들은 차량 중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대중화로 인한 주
행거리 확보를 위해서도 차량 경량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알루미늄 합금은 자동차 산업의 경량화 요
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경량
화 소재이다. 이미 일부 고급 자동차에는 차
체의 대부분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고 있으
며, 최근에는 대중 자동차에도 상당수의 알루
미늄 부품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AA6082 알
루미늄 합금은 우수한 성형성과 내식성으로
인해 열간단조 샤시 부품용 소재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온압축시험을 통해 얻은
유동응력 곡선을 활용하여 AA6082 알루미늄
합금의 고온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
1. 현대위아㈜ 차량부품사업본부, 책임매니저
2. ㈜엠에프알씨 기술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경상국립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E-mail: msjoun@gnu.ac.kr

행연구[2,3]를 통해 정확성과 실용성이 입증된
전통적 C-m (power law) 모델을 적용하였다.
2. AA6082 알루미늄 합금의 고온 거동특성

Fig. 1 Comparison of fitted flow stress curves with
the experiments from AA6082 material

이 연구의 대상 재료인 AA6082 에 대한 고
온압축시험 결과(변형률속도 20/s)를 Fig. 1 에
나타내었다. 고온압축시험용 시편의 지름과
높이는 각각 ø8mm 와 12mm 이고, 300℃, 350℃,
400℃, 450℃, 500℃, 550℃의 여섯 가지 온도
조건과 0.1/s, 1.0/s, 5.0/s, 10.0/s, 20.0/s 의 다섯 가
지 변형률속도 조건에 대해서 수행되었다[2].
Fig. 1 은 피팅된 유동응력 곡선이 실험 유동
응력곡선을 비교하고 있다. 두 곡선은 유사하
다.

Fig. 2 Die designs

3. 공정적용
Fig. 2 은 이 연구의 검증 대상인 알루미늄
열간단조 공정의 금형설계이며, 블로커(예비
성형), 피니셔(최종성형), 트리밍(플래쉬제거)
총 3 단계의 공정을 통해 단조 성형이 완성되
도록 설계되었다.
비등온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소재
의 초기온도는 540℃, 금형의 초기온도는 200℃
로 균일하다고 가정하였고 단조 시뮬레이션
중 금형의 온도변화는 무시하였다. 금형과 소
재 사이의 마찰은 쿨롱법칙을 따르며 마찰계
수는 0.15 로 일정하다고 가정하였고, 상형의
움직임은 실제와 동일한 크랭크 프레스 조건
을 사용하였다.
Fig. 3 에 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였
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변동성이 큰 열
간 오픈 단조 공정임을 고려할 때 이 해석결
과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논문에서는 실험적으로 획득한 알루미늄
AA6082 의 고온 유동응력 곡선과 이를 C-m
모델에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유동응
력 모델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레터럴암 열간
단조 공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한 결과, 해석결과
와 실험결과가 정량적으로 매우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Predictions

(b) Experiments
Fig. 3 Comparison of predictions with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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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sibility of Joining and Forming of Dissimilar Steels by
Electrically Assisted Closed-die Fo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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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the feasibility of joining and forming dissimilar steels by electrically assisted (EA) forging is
experimentally investigated. The electrodes, which also act as closed-die forging dies, are designed. During EA forging,
compressive displacement is applied to the workpiece to induce plastic deformation along, while a pulsed electric current
with varying current density is applied simultaneously. During EA forging, the temperature is increased to preset joining
temperature and maintained at the temperature over a certain period. The microstructural analysis shows that two
dissimilar steel alloys are successfully joined in solid-state at a temperatu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melting
temperature of the selected steels, while the cavity of the forging die is successfully filled. The satisfactory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forged product are also confirmed by the bending test and hardness test.

Keywords: electrically assisted forging, solid-state joining, forming, dissimilar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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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및 고정도 유동응력의 표현법
전만수# · M. K. Razali1 · 김민철2

A general and accurate description of flow stresses
M. S. Joun, M. K. Razali, M. C. Kim
Abstract
In this presentation, general and accurate methods of describing flow stresses are discussed and a new approach is introduced with an emphasis on its generality and accuracy. Hyperbolic sine Arrhenius equation model, Voce family model including Voce model, Ebrahimi et al. model and its variant PLF model, Ludwik family model including Sutton-Luo model
and Hensel-Spittel model and power law models are studied. Through error analysis, it has been verified that the new power
law models are quite acceptable even though PLF model and Arrhenius model using high order polynomials for the material
constants are acceptable.
Keywords : Flow stress, Comparison, Arrhenius model, Ludwik family model, Voce family model, Power law model

1. 서론
고정도의 유동응력을 표현하려는 노력이 다양
한 형태로 오랜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다. 이 분야
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구자적 연구 결과는
Ludwik 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1]. 수많은 학자들
에 의하여 재료의 정량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져 왔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점이 많다. 과거에
는 정확하게 표현된 유동응력의 복잡성이 연구결
과의 적용성을 떨어뜨려 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 반대이다. 부정확한 유동응력 정보가 공학해석
의 결과를 좌우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비등온해석에 필요한 재료의 유
동 특성, 즉 유동응력의 상태변수(변형률, 변형률
속도, 온도)에 대한 의존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개발된 유동응력 모델을 정리하고, 그 특성을 정
확성과 일반성의 관점에서 규명한다.

학자들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선되었다. 특히 재
료계수를 변형률속도 또는 온도의 함수로 표현함
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넓혔다. 다음 식으로 표현
되는 Johnson-Cook 모델은 Ludwik 모델 패밀리를
대표한다.
𝜎 = (𝐴 + 𝐵𝜀 𝑛 )[1 + 𝐶𝑙𝑛(𝜀̇/𝜀̇o )]{1 − [(𝑇 − 𝑇𝑤 )/(𝑇𝑚 − 𝑇𝑤 )]𝑚 }

이 모델은 작은 재료변수로 표현되는 장점은
있으나, 동적재결정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Khan-Huang-Liang 유동응력도 이 패밀리에
속하지만, 유사한 문제가 있다.
이 패밀리에 속하는 Sutton-Luo 모델[2]은 비교
적 복잡한 유동특성을 지닌 마그네슘 합금에 성
공적으로 적용되었다. Sutton-Luo 모델에서 변형경
화지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𝑛 = 1/ln(𝜀)[(A/B)exp(𝐵𝜀) + 𝐶𝜀 + 𝐷]

2. 주요 유동응력 모델
2.1 Ludwik 모델 패밀리
Ludwik은 상온에서의 유동응력 함수를 1900년
대 초에 제안하였다. 이 유동응력 모델은 수많은
1. 경상국립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대학원생
2. ㈜엠에프알씨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 교신저자: 경상국립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E-mail: msjoun@gnu.ac.kr

(1)

(2)

Hensel-Spittel 모델도 이 패밀리에 속한다고 간
주할 수 있다. 다음 식은 9 개의 재료상수로 표현
된 Hensen-Spittel 모델이다.
𝜎 = 𝐴𝜀 (𝑚1 )𝑒 (𝑚2 /𝜀)+(𝑚3𝜀)𝜀̅̇(𝑚4 +𝑚5 𝑇)𝑇 (𝑚6 )𝑒 (𝑚7 /𝑇)+(𝑚8𝑇) (1 + 𝜀)(𝑚9 𝑇) (3)

2.2 Voce 모델 패밀리

10/s

Voce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𝜎 = 𝜎𝑃 − (𝜎𝑃 − 𝜎𝑜 )𝑒 (𝑏𝜀) − [𝜎𝑃 − 𝜎𝑆 ]𝑋𝑑𝑦𝑛

1/s

(4)

0.1/s

여기서 𝑋𝑑𝑦𝑛 은 다음과 같다.

𝑋𝑑𝑦𝑛 = {

0

; 𝜀 < 𝜀𝑃

𝜀 − 𝜀𝑃 2
1 − exp [−2.996 (
) ]
𝜀𝑠 − 𝜀𝑃

; 𝜀 ≥ 𝜀𝑃

(5)

400 C

여기서 𝜎𝑂 , 𝜎𝑃 , 𝜎𝑆 , 𝜀𝑃 , 𝜀𝑆 등은 각각 초기항복응력,
피크응력, 정상상태 응력, 피크변형률, 정상상태
변형률이다.
이 모델은 복잡성으로 인하여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유도 배경은 다르지만, Voce
모델의 기본 사상을 살리되, 적용성을 향상시킨
다음 식으로 표현된 Ebrahimi 등의 모델이 주목을
끌어 왔다.
𝜎 = 𝜎𝑃 − (𝜎𝑃 − 𝜎𝑜 )𝑒 (𝑏𝜀) − [𝜎𝑃 − 𝜎𝑆 ]𝑋𝑑𝑦𝑛

; 𝜀 ≤ 𝜀𝑃

(6)

𝜎 = 𝜎𝑆 + (𝜎𝑃 − 𝜎𝑆 ) exp[𝐶𝑠 (𝜀 − 𝜀𝑃 /2 − 𝜀 2 /2𝜀𝑃 )]

; 𝜀 ≥ 𝜀𝑃

(7)

10/s
1/s
0.1/s
500 C

여기서 𝐶ℎ , 𝐶𝑠 , 𝜀𝑃 , 𝜎𝑆 , 𝜎𝑆 등은 상태변수의 함수로
표현될 수도 있으며, 최종 상수는 그래픽적 방법
으로 결정된다. 이것은 부정확성과 적용 영역의
축소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Razali 등은 구간이중선형함수를 사용한 PLF 모델
을 제안하였다.

10/s
1/s

10/s

0.1/s

1/s
0.1/s

2.3 Arrhenius 함수 모델
Sellars와 McTegart가 제안한 하이볼릭
Arrhenius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𝜎 = 1/α[sinh−1(𝑍/𝐴)1/𝑛 ]

사인
400 C

450 C

(8)

여기서 A, 𝛼 , n 등은 재료상수이다. 이 모델의 단
점은 변형률이 수식에 개입되어 있지 않다. 이러
한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재료상수를 다음 식과
같이 변형률의 다항식의 선형조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10/s

X

Experiment [2]
G-A model [2]
H-S model [2]
mH-S model [2]
nJ-C model [2]
mJ-C model [2]
Ebrahimi’s model [1]
C-m model [1]
PLF model [1]

10/s

1/s
𝑁

𝑓(𝜀) = ∑ 𝐶𝑖 𝜀 𝑖
𝑖=0

1/s

0.1/s

(9)

0.1/s

500 C

550 C

Fig. 1 Comparison of fitted flow st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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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m 모델
전통적 지수모델 또는 C-m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며, C와 m은 변형률 및 온도에 관한 구간
이중선형함수로 표현되었다.
𝜎 = 𝐶𝜀̇ 𝑚

(10)

전통적 방식은 정확도와 적용성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3. 적용 사례
Fig. 1 은 20MnCrS4 재료의 유동응력을 전술한
다양한 수식모델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을 비교하
고 있다.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변형률, 변형률속도, 온도 등을
고려하는 일반적인 유동응력 모델에 관한 문헌조
사와 최신 연구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비교 조사
하였다. 그 결과, 정확도와 일반성에 입각하여 평
가한 결과, 지수모델과 PLF 모델의 우수성이 입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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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칭 체결에서 분리력에 미치는 설계인자
이득원1 · Renganathan2 · 이찬주3 · 전만수#

Design parameters affecting the separation force in joining
sheets by clinching
D. W. Lee, R. Sekar, C. J. Lee, M. S. Joun
Abstract
In this study, design parameters affecting the separation force of clinched sheets using an axisymmetric elastoplastic
finite element method. The major factors include frictional condition between sheets as well as tool geometries. It has
been shown that the former affects crucially not only the formation of undercut and neck thickness but also the separation
force during the performance test. The effect of geometric design parameters on the under-cut and neck thickness are also
examined.

Keywords : Clinching (클린칭), Elastoplastic finite element method (탄소성 유한요소법), Separation force (분리력)

1. 서론
판재의 클린칭 기술은 이종 재료의 접합
등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싱글
클린칭은 기하학적으로 단순하지만, 역학적
으로 복잡한 면이 있어 많은 연구자들의 관
심을 끌어 왔다[1]. 최근에는 최적설계 기
술이 접목되었으나, 이론적 한계를 노출하
였다[2]. 싱글 클린칭에 관한 연구의 장애
물은 최종 목적인 분리력과 설계변수 간에
긴밀한 의존 관계로 실험이 용이하지 않다
는 점이다. 따라서 해석적 접근 방법이 불
가피한 면이 있다.
해석적 측면에서도 다수의 수치적 요인
이 해석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일부의 연구자들은
강소성 이론이 더 적합한 결과를 예측하였
다는 보고도 있다. 최근 Lee 등[3]은 수치
적 요인이 클린칭 공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
1. 경상국립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대학원생
2. ㈜엠에프알씨 기술연구소, 주임연구원
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밀기계공정제어연구그룹, 수석연구원
# 교신저자: 경상국립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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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클린칭
공정 그 자체는 성형 과정에서 다수의 요소
망재구성이 이루어지지만, 안정적인 해를
예측하게 해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
고 탄소성 해석결과가 특히 분리력의 예측
측면에서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
으로 주요 기하학적 정보 및 마찰이 분리력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기하학적 인자의 영향과 마찰의
영향
Fig. 1은 연구 대상의 클린칭 공정을 나
타낸다. 이 공정에서 변수 소재의 크기, 요
소수, 소재와 금형 간 마찰, 소재 간 마찰
이 언더컷과 목두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다. 이에 앞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마
찰의 영향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
은 소재 간의 마찰이 클린칭의 분리력을 좌
우하는 주요 요소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
것이 분리력 테스트 과정에서 분리력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침은 분명하지만, 클린칭 과
정에서 언더컷과 목두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밝혀진 바는 없다. 따라서 먼저
마찰이 언더컷과 목두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따라 분리력이 점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결론
이 연구는 클린칭 공정에서 분리력에 직
접적 영향을 미치는 언더컷과 목두께의 크
기와 소재 간의 마찰계수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마찰계수를 적용함에 따라 클
린칭 공정에서 언더컷과 목두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분리력에 대해서는 지대
한 영향을 미친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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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linching process to be studied

Fig. 2 Effect of frictional coefficient on the
under cut, neck thickness and pull
force
이 결과로부터 소재 간의 마찰조건을 적
용한것과 무마찰(쿨롱마찰계수 0.0)조건을
비교하였을 때, 목두께가 증가하고 언더컷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마찰계수의
변화에 대해 언더컷과 목두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
재 간의 마찰계수가 클린칭 공정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마찰계수의 증가에

- 2 -

한국소성가공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타이로드 성형 시 다이 곡률 부와 금형 하중 간 관계를
고려한 금형 형상 최적화
구본준1 · 홍석무#

Mold design optimization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e curvature and mold load when forming tie rod
B. Gu, S. Hong
Abstract
타이로드는 일반적인 차량의 장치 모듈 사이드에 장착되는 부품으로 바퀴와 직접 연결되어 방향을 바
꾸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타이로드를 생산함에 있어 구 형상의 타이로드 헤드 부를 성형하는 다이 곡
률부에 응력이 집중됨을 금형 응력 해석으로 확인했다. 응력이 집중됨은 금형 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
쳐 금형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타이로드는 총 4공정의 단조 공정으로 성형된다. 금
형 수명을 높이기 위해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타이로드의 최종 헤드부를 성형하는 마지막 공정의 다
이 곡률 부와 금형 하중 간 관계를 파악하여 금형 형상 최적화를 수행했다. 다이 곡률 부가 커질수록 금
형 하중은 감소하는 반비례적 관계를 보였다. 타이로드 헤드 부 미성형, 기존 설계 하중, 진원도 오차를
고려해 경계조건을 설정하여 사용가능한 다이 곡률 부를 선정했다. 기존 금형과 최적 설계를 통해 도출된
다이 곡률 부를 적용한 금형의 해석 상 하중은 기존 대비 11.3% 낮아졌다. 실제 금형 마모 정도를 확인
하기 위해 최적 설계 금형을 제작했다. 최적 설계 금형은 약 50,000개 수준에서 구부 과다 마모가 발생했
다. 기존 금형에 비해 약 20,000개 정도 개선됐으며,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함을 보였다.
Keywords : Design Optimization, Die Curvature, Finite Element Analysis, Tie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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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베어링 조립체의
샤프트 클린칭 공정 해석 기술에 관한 고찰
유재동1·정완진2·전만수3#

Consideration of simulation technology of shaft clinching of
wheel bearing assembly
J. D. Yoo, W. J. Chung, M. S. Joun
Abstract
In this study, simulation technology of shaft clinching of duplex pair taper roller bearing for wheel assembly is discussed
with emphasis on the cavity between shaft armpit and the inner race bearing shoulder, which is important in both in assembling process and in service. The elastoplastic finite element method with forming load control scheme gave us a quantitatively acceptable solution in terms of experiments.
Keywords: Shaft clinching (샤프트 클린칭), Finite element simulation (유한요소 시뮬레이션), Wheel bearing (휠 베
어링)

1. 서론
휠베어링의 조립 공정으로 널리 사용되는
샤프트 클린칭(shaft clinching)은 회전단조에
의존한다. 축이 나팔 모양의 변형을 거친 후
끝이 내륜의 끝에 닿아 압축 예압력을 부과
하는 것이 이 공정의 핵심이다. 그런데 조립
과정에서 축의 소성변형 형상은 조립과정과
활용과정에서 역학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정확한 예측은 매우 중요하다. 조
립 중에 접촉면의 변화를 잘 못 예측하면,
베어링 내륜의 파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1].
문헌조사를 해 보면, 대다수의 적용 사례
들이 단열 베어링이어서 조립중 접촉 및 베
어링 내륜의 탄성변형이 크지 않고, 해석결
과에서 축이 굽어 만들어진 겨드랑이와 베어
링 상부의 어깨 사이에서 존재하는 공극을
뚜렷하게 예측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 공극이 사라지면, 조립 과정에서 과도한
응력이 작용하여 베어링 내륜 및 조립체에
역학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한다. 사용 중에도
1. ㈜엠에프알씨 기술연구소, 연구원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
3# 교신저자: 경상국립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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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링이 흡수가능한 정도의 하중보다 큰 하
중이 작용했을 때, 그 충격력을 흡수하는 스
프링의 역할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특히 듀플렉스 패어 테이퍼롤러 베
어링의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탄소성 유한요소법과 금형
의 하중부과 조건을 활용한 휠베어링의 조립
공정의 해석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한다.
2. 휠베어링 조립공정의 해석 및 비교
Fig. 1은 듀플렉스 패어 테이퍼롤러 베어링
조립체의 단면 사진이다. 이 실험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클린칭된 축의 겨드랑이 부
위와 베어링 내륜의 어깨 사이에 뚜렷한 공
극이 존재한다. 이 공극은 조립과 사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연구[1]에서 공극의 예측을 위한 연구
가 진행되었으며, 정성적으로 공극의 예측이
가능하며, 공극의 존재가 조립중 베어링 내
륜에 부과된 응력을 크게 줄여 줌을 확인하
였다. 그러나 조사된문헌에서 모든 연구[2,3]
에서 채택한 속도부과 조건의 금형의 한계로
정량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회전 금형에 시간에 따른
하중 조건을 부과하였다. 그 결과,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준의
결과를 얻었다. 사용된 조건은 실공정을 대
상으로 측정하거나 입력한 수치를 사용하였
다.
3. 결론
이 연구에서는 휠베어링용 듀플렉스 패어
테이퍼롤러 베어링 조립체의 조립 공정을 탄
소성 유한요소법과 하중부과 회전금형을 사
용하여 해석하였다.
결과에서 굽혀진 축의 겨드랑이 부분과 베
어링 내륜 사이에 존재하는 공극이 정량적으
로 받아드려질 수 있는 수준까지 근접한 결
과를 얻었다.

(b) Cavity
Fig. 2 Finite element predictions
후기
이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
사업(과제번호: 10081334) 지원으로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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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duplex pair taper roller b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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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축대각단조(MADF) 공정을 이용한 Pure Mg 소재의
가공과 미세조직 및 집합조직에 대한 연구
정효태*, 이철우*, 정도헌*, 김민성**, 김정균**, 조유연***, 이성****, 최시훈**
*강릉원주대학교 , **순천대학교, ***(주)솔룸신소재, ****국방과학연구소

다축대각단조(multi-axial diagonal forging, 이하 MADF) 가공법은 기존의 강가공법들과는 달리
공정 중 재료의 손실이 거의 없고, 가공 전 후의 형상 변화가 없어, 반복적으로 가공이 가능한
강소성 가공법이다. MADF ver. 2의 전체 공정은 기존 MADF ver. 1의 공정에서 두께 감소율이
30%인 면단조(plane forging, PF)와 복귀 면단조(return-plane forging, R-FP)를 제외한, 대각단조 각이
135°인 대각단조(diagonal forging, DF)와 복귀 대각단조(return-diagonal forging, R-DF)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총 12패스(1 cycle)로 구성되어 있다. Pure Mg의 MADF ver.2 공정은 상하 복동식
프레스를 사용하여 200℃ 20min, 300℃ 20min, 400℃ 20min의 세 가지 열간 조건에서 윤활 상태로
가공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조밀육방(HCP) 결정구조인 Pure Mg을 25mm길이의 정육면체로 제작한 후,
MADF Ver 2.공정을 적용하여 공정 온도에 따른 1 cycle 가공한 Pure Mg을 비교하였으며, MADF
Ver 2.공정을 적용하여 300℃ 20min 조건에서 1, 2, 3, 4 cycles 가공하였다. 또한 MADF Ver 2.
가공한 Pure Mg의 경도, 인장, XRD 및 EBSD 물성 분석을 통하여 MADF 온도에 따른 소재의
미세조직 및 집합조직 변화와 MADF 공정 반복에 따른 결정립 미세화 효과를 해석하였다.

Keywords: Pure Mg, SPD, MADF, Vickers Hardness, Tensile Test, XRD, EBSD, Microstructure, Te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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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합금의 고온 유동응력 수식모델의 비교
M. K. Razali1 · 유재동2 · 전만수#

Comparison of flow models of magnesium
M. K. Razali, J. D. Yoo, M. S. Joun
Abstract
In this study, comparison of flow models is made using a magnesium alloy of ZE20, including hyperbolic sine Arrhenius
model, Sutton-Luo model, Ebrahimi et al. model, PLF model for Ebrahimi et al., Hensel-Spittel model and traditional
power-law model. The experimental flow stresses are composed of flow curves at four sample strain rates and at five sample
temperatures. The comparison reveals that the Arrhenius model with high order polynomials, Sutton-Luo model and the
new power-law model are acceptable for the ZE20 alloy.
Keywords: Magnesium alloy(마그네슘합금), ZE20, Flow model(유동응력), Arrhenius, Sutton-Luo, New power law (Cm) model(새 C-m 모델)

1. 서론
마그네슘은 알루미늄 등과 함께 용융점이 낮은
금속으로 재료학적으로 변형 특성이 매우 복잡하
다. 따라서 적절한 유동응력의 획득과 수학적 표
현법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Arrhenius 함수 모델(재료상
수를 변형률의 8차 함수로 표현함), Sutton-Luo 모
델, Voce 모델, Ebrahimi 등의 모델, PLF 모
델,Hensel-Spittel 모델, 전통적 지수모델 등이 있다
[1].
이 연구에서는 ZE20에 관한 유동응력을 다양한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수식화하여 그 결과를 비교
한다.

전통적 지수모델 등이 사용되었다.
Fig. 1과 Fig. 2는 각각 변형률속도 0.001/s과 1.0/s
에 대한 피팅된 유동응력선도를 나타내고 있다.
유동응력선도의 비교 결과, Hensel-Spittel은 동적재
결정을 표현하는데 한계를 뚜렷하게 노출하고 있
다. Arrhenius 함수 모델도 변형률속도 1.0에서 상
다한 오차를 보이고 있다. Ebrahimi 등의 모델도
저온에서 큰 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Sutton-Luo, PLF 및 C-m 모델은 허용 가능
한 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2. ZE20의 유동응력과 유동응력 모델의 비교
Sutton and Luo [2] 는 ZE20 빌렛을 단축실린더압
축시험을 네 개의 샘플 변형률속도 (0.001/s, 0.01/s,
0.1/s, 1.0/s)와 다섯 개의 온도(523K, 573K, 623K,
673K, 723K)에 대하여 Gleeble 3800 서보-유압 열역
학적 시험기를 사용하여 실시하여 복잡한 유동응
력을 획득하였다. 그 대표적인 결과를 Fig. 1과 Fig.
2에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변형률속도에 따라 재
결정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적으로 획득된 이 유동응력에 대하여 다양
한 유동응력 모델을 적용하여 유동응력을 수식화
하였다. Arrhenius 함수 모델, Sutton-Luo 모델,
Ebrahimi 등의 모델, PLF 모델, Hensel-Spittel 모델,
1. 경상국립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학생연구원
2. ㈜엠에프알씨 기술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경상국립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E-mail: msjoun@gnu.ac.kr

(a) Sutton-Luo, Arrhenius and Hensel-Spitte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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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brahimi, PLF and C-m models

(b) Ebrahimi, PLF and C-m model

Fig. 1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fitted flow
stresses at the strain rate of 0.001/s

Fig. 2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fitted flow
stresses at the strain rate of 1.0/s
3. 결론
이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합금인 ZE20 의 유동
응력을 다양한 유동응력 수식 모델을 사용하여
계량화하였다. 그 결과를 실험치와 비교한 결과,
아홉 개의 변수로 표현된 Hensel-Spittel 모델,
Ebrahimi 등의 모델, 8 차 변형률 함수를 사용한
Arrhenius 함수 모델은 동적재결정의 표현에 한계
가 있거나 과도한 오차를 나타내었다. 반면, PLF
모델, 전통적 C-m 모델, Sutton-Luo 모델 등은 허
용 가능한 오차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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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가공 중 연성재료의 취성파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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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tle fracture model of ductile materials
S. W. Jeong, S. W. Byun, W. J. Chung, M. S. Joun
Abstract
In this study, a new concept of the degree of “plastic deformation-induced embrittlement” (PDIE) of plastically deformable
materials is applied to explain the brittle fracture occurring in cold shell nosing process. We explained the fracture in a
scientific way that the maximum principal stress greater than the endurable yield stress in tension, which are reduced owing
to the increase in the PDIE.
Keywords: Brittle fracture(취성파괴), Ductile materials(연성재료), Cold shell nosing process(냉간 쉘 노징 공정)

2. 냉간 쉘 노징 공정 해석
연구대상인 냉간 쉘 노징의 공정도는 Fig.
1과 같다. 재질은 AISI 9260이며 열간단조와
구상화 소둔을 거친 프리폼을 사용한 냉간단
조공정이다.
Fig. 2는 전통적인 연성파괴 이론을 적용한
냉간 쉘 노징 공정 해석 결과이다. 인장시험
으로부터 획득한 AISI 9260 재질의 임계손상
도 0.82에 미치지 못하는 손상도가 파손이
발생하는 선단부에 분포하며 실험에서 나타
1. ㈜MFRC, 선임연구원
2. ㈜한일단조,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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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취성파괴를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취성파괴 예측을 위한 소성변형 유발
취성(Plastic deformation-induced embrittlement)
의 개념을 식 (1)과 같이 제안하였다[2].
Unit: mm
Punch

252.1

Ø 158.8

Preform

484.4

1. 서론
냉간소성가공 중 파단은 빈번하게 발생하
며 대표적인 파단으로 중심파단, 표면터짐,
모서리터짐 등이 있다.
Byun[1] 등은 전통적인 연성파괴 이론을
사용하여 냉간 쉘 노징 중 발생한 파단 원인
을 정성적으로 밝히고자 하였으나, 실패를
하는 대신, 주응력의 크기와 방향이 파단과
직결됨을 암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냉간 쉘 노징 중 발생한 취
성파괴 예측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2]을
접목하였으며 예측과 실험의 비교를 통해 새
로운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Die

(a) Initial configuration

(b) Final configuration

Fig. 1 The cold shell nosing process

 ( B ) = 1 − B B

Fig. 3은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취성파괴
예측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 해석결과
이다. Fig. 2에 비해 실험과 유사한 위치에서
임계손상도보다 큰 손상도값이 분포하는 것
으로 예측되었다. Fig. 4는 실험, 손상도 모델,
취성파괴모델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취성파괴모델 적용 시 실험과 파단 위치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1)

여기서 B는 취성재료의 허용 인장응력 감소
에 대한 Bauschinger 효과 등을 반영하기 위
해 제안된 재료상수이며, 압축된 재료의 인
장시험 또는 굽힘 시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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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experiment, damage model and
brittle fractur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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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냉간 쉘 노징 공정에서 균열 발생의 예측
에는 한계가 있다. 이 결함을 예측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손상도 이론이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파단된 재료 간의 미세구조
차이에서 분석된 표면이 취성파괴의 가능성
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접근법은 실제 냉간
쉘 노징 공정에 적용되었으며 그 예측은 실
험과 일치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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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dictions of normalized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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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성형 공정에서의 미세유로 구조 미성형 및
변형에 관한 연구
유영은1# · 우상원2 ·김선경3

A study on incomplete filling and deformation of the microchannel structures in injection molding process
Y.-E. Yoo, S.W. Woo, S.K. Kim
Abstract
Micro-fluidic device will be one of major platforms for point-of-care diagnostic, chemical or biological analysis,
precision material synthesis, etc. in the future.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micro-fluidic device during the
last couple of decades, only a little portion of those became commercially available. One of the hurdles for
commercialization of micro-fluidic device is scalable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injection molding using
thermoplastic is an appropriate manufacturing processes considering dimensional stability, productivity, and cost. There
are two major issues on injection molding of plastic article with micro-fluidic channel on the surface. One is incomplete
filling, or incomplete replication of micro-channel, mainly due to rapid cooling and solidification of the hot polymer melt
during the filling process. The other is deformation of the micro-channel, due 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mold and
injection molded surface structure. We injection molded the micro-channel structures precisely by mold temperature
control to prevent rapid cooling and solidification of the polymer melt. We also studied deformation of the micro-channel
structure at the releasing step and showed that the deformation can be reduced by controlling the cooling time, modulus
of the injection molded structures consequently
Keywords : Micro-channel, injection molding, thermoplastic, incomplete filling, releasing, deformation

1.

서론

현장형 진단, 화학적 혹은 생물학적 정밀 분석, 나노입자 등 정밀 소재 합성 등 다양한 분야
에서의 핵심 부품이나 모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세유로 소자는 PDMS를 이용하기 시작한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1-3]. 그러나 수십년 간의 광범위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상용
제품으로의 개발 사례는 매우 드물며, 대량생산 기술의 부재도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진단이나 분석을 위하여 많은 경우 일회용으로의 사용이 필요한 미세유로
소자는 낮은 원가 및 우수한 생산성이 매우 중요하며,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한 사출성형 공정은
매우 적합한 공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열가소성 수지를 이용한 사출성형 공정으로 나노 혹은 마이크로 크기의 유로 등의
구조가 적용된 제품을 성형하는데 주요 기술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 구조물의 미성형 및 이형
과정에서의 변형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이의 해결을 위하여 금형온도, 냉각 시간 등의 제어를
통한 개선 결과를 제시하였다.

2.

실험방법
미세유로에 대한 사출성형 실험을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미세유로 구조를 설계하고 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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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피 및 니켈도금 공정을 통하여 0.5mm 두께의 스탬퍼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스탬퍼를 사출
성형 금형 캐비티에 탑재한 후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를 이용하여 미세유로가 적용된 기판을 사출
성형하였다. 고정된 금형 온도는 70℃, 80℃, 90℃를 적용하였으며, 가변 온도 금형의 경우 용융
수지 충전 과정에서 130℃, 냉각 과정에서는 60℃이하의 금형 온도를 적용하여 미세유로를
형성하는 구조물의 성형 특성을 분석하였다.
성형된 미세구조의 이형과정에서의 변형 특성 분석을 위하여 성형된 기판이 스탬퍼로부터
이형되는 방향에 의한 성형 미세구조물 및 스탬퍼와의 상호 간섭을 고려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40초와 80초의 냉각 시간을 적용하여 미세구조물의 변형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금형 온도가 증가할수록 미세유로의 성형 특성은 향상 되었으나, 성형된 미세유로 구조물의
기계적 강도도 감소하여 이형과정에서의 변형이 증가하였다. 가변 온도 금형을 적용한 경우 미
세유로 구조의 성형성 및 이형 특성이 모두 향상되어 구조물의 모서리 부분까지 정밀한 성형이
가능하였다.
미세구조물은 이형 중 스탬퍼와의 간섭에 의해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이형 변형은 냉각 시간이 증가하였을 때 성형 구조물의 온도 감소에 따른 기계적 탄성의 증가
로 변형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 미세유로 형상/크기 및 사출 성형 결과

4.

결론

대량생산이 가능한 플라스틱 수지를 이용한 사출성형 공정에서 가변 온도 금형 및 공정, 냉
각 시간의 제어를 통하여 미세유로 구조의 성형성 및 이형성을 동시에 향상 시킬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마이크로 크기의 유로 등 구조물이 적용된 정밀 플라스틱 부품 등의 양산이 가능
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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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과 in-mold 센서를 이용한
사출성형품 특성과 성형 조건 연관성 분석
김진수#1 · 이병옥2

Analysis of Molding Condition and Characteristics of InjectionMolded Product Using Machine Learning and In-mold Sensor
J. Gim, B. Rhee
Abstract
The methodology for analyzing the in-mold sensor signal directly representing the molding condition in the cavity and
product characteristics is proposed. The relationship of the sensor signal and product characteristic was trained using a
simple artificial neural network. The trained network was analyzed to extract the effective features of the sensor signal on
the product characteristics. The methodology was applied to the product weight as a product characteristic. The time and
pressure level at the end of the packing stage were the most influential on the product weight. This methodology can be
utilized for deciding the monitoring window of sensor signals for intelligent monitoring of the injection molding process.

Keywords : Machine learning, in-mold sensor, process monitoring, process analysis, time series

1.

서론

사출성형 제품의 특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형내 공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inmold 센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센서 신호의 분석은 공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어 자동
화에 한계가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캐비티 압력 센서에서 측정되는 시계열
신호와 성형품의 특성 사이의 관계를 기계학습 네트워크로 학습하고 이를 분석하여, 형내 센서
신호와 성형품 특성의 연관관계를 기계적으로 도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보압에 대한 영향이 명확히 제시
되어 온 중량을 예측 및 분석을 위한 특성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에는 spiral 형상의 캐비티를 가
지는 금형을 선정하였다. 유동거리 중간 지점에서 Kistler type 6157B 압력센서와 Como NEO를
통하여 캐비티 내압을 측정하였고, 제품 중량은 5 mg의 해상도의 저울로 측정하였다.
사출 속도, 보압 크기 및 보압 시간에 대해서 각각 5, 5, 4 수준의 실험계획법을 적용하여 사
출 시험을 수행하였다. 제품 간 편차를 고려하기 위해 조건당 3개 시편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총 300 cycle의 시계열 압력 데이터와 중량 데이터를 기계학습 데이터셋으로 구축하였다.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계열의 특성(feature)을 추출하였다. Chung
이 제안한 시계열 분할 알고리즘[1]을 사용하여, 충전 시작(Fill-Strt), 보압 절환(FillPack-SO), 최
대 압력(Prs-Peak), 보압 완료(PackCool-SO), 냉각
#1. 한양대학교 재료화학공학과, 박사후연구원
완료(Cool-End)의 5개의 공정 특징점(process
E-mail: interactionjs@gmail.com
2.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characteristic points, PSPs)을 자동 추출하였다.

도출된 PSP는 제품 성형이 이루어지는 캐비티 내부에서의 성형 조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
품 특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PSP와 제품 특성 사이의 관계를 학습할
회귀 ANN(artificial neural network)은 1개의 은닉층과 8개의 뉴런을 가지는 간단한 구조로 구성하
였다. ANN의 예측에 대한 입력 feature의 영향도를 분석하는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2]을 이용하여, 성형품의 특성에 대한 PSP의 영향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est 데이터에 대하여 훈련된 ANN은 결정계수(R2) 약 0.94±0.01의 예측 성능을 보였다. 해당
ANN의 학습은 i7-9750H, 32 GB, GTX1650의 laptop 환경에서 10,000 epochs 반복되었으며, 훈련
시간은 5분 소요되었다. 형내 센서 신호는 제품 특성이 결정되는 캐비티 내 공정 상황을 직접
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간단한 구조와 짧은 학습 시간으로도 공정 조건과 성형품의 특성의
관계를 충분히 나타내는 회귀 ANN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공정 상황의 특성을 나타내는 PSP의 중량에 대한 영향도를 Fig. 1과 같이 나타낸 결과, 보압
종료 시점의 시간(t_PackCool-SO)과 압력(P_PackCool-SO)이 중량에 대해 타 PSP보다 월등한 영
향도를 보이는 유효한 PSP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압 과정의 시간과 압력이 중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습된 ANN을 통한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한 공정 조건의 중량에 대
한 영향도를 ANOVA(analysis of varianc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ig. 2와 같이 중량에 대한 공정
조건의 영향도는 보압 시간, 보압 크기 순으로 높았다. 사출성형 공정에서 설정된 보압 시간과
크기는 캐비티 내부의 보압 종료 시점에서의 시간과 압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학
습된 ANN을 분석하여 얻은 유효 PSP의 추출 결과는 실제 공정의 특성을 반영한다.

Fig. 1. Impact of PSPs on weight prediction

Fig. 2. Influence of process setting parameters on weight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in-mold 센서와 기계학습을 통하여, 성형품 특성에 대한 캐비티 내부의 성형
조건의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In-mold 센서의 시계열 데이터에서 추출된 공정
특징점을 통하여 성형품의 특성을 간단한 ANN으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며, 학습된 기계
학습 모델을 통해 성형품의 특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선별하여 공정 분석이 가능하
였다. 해당 방법론을 통하여 사출성형 공정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신호 특성을 도출할 수 있으
며, 이를 비선형성이 높은 품질의 제어 또는 불량 억제에 대해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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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일 변형률을 고려한 인발봉재의 강도 예측
이성민1,2 · 이인규1 · 이성윤1 · 정명식1 · 황선광1 · 문영훈2 · 이상곤1,#

Prediction of Strength of Drawn Bar Considering Non-uniform
Strain Distribution
M. Lee, I. K. Lee, S. Y. Lee, M. S. Joeng, S. K. Hwang, Y. H. Moon, S. K. Lee
Abstract
In general, the drawing process is performed in a multi-pass for the required cross-sectional reduction rate and the final
cross-sectional shape. The surface of the material directly in contact with the die has a relatively higher strain than the
center. Therefore, non-uniform strain distribution appears to the surface of the bar or wire where the strain is concentrated
and the center where the strain is relatively low. It can cause residual stress or wire breakage may occur in the drawn wi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non-uniform strain distribution from the center to the surface of the drawn bar
and evaluate the strength considering the non-uniform strain distribution. The strain distribution was evaluated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and the non-uniform strain prediction model. Then the strength prediction model considering the nonuniform strain distribution was proposed. In addition, the strain and strength prediction model were experimentally
verified through a multi-pass drawing experiment.

Keywords : Drawn Bar, Non-uniform Strain, Finite Element Analysis, Strength Prediction Model

Fig 1. Strain and strength distribution in drawn bar

Fig 2. Wire Strength for each evalu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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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6063 합금의 열간 압출 공정 중 발생한 백선결함에 대한
미세조직 관찰에 관한 연구
정선호1,2 · 송영환1 · 배기현1 · 송정한1 · 이종섭1 · 최석우1 · 이희종3 · 성현민3 · 박남수1, #

Microstructural observation on the defect generation of the
white line during a hot extrusion process of Al6063 alloy
S. Jung, Y. H. Song, G. Bae, J. H. Song, J. S. Lee, S. O. Choi, H. J. Lee, H. M. Sung, N. Park
Abstrac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microstructural observation on the defect generation of the white line during a hot
extrusion process of Al6063 alloy. The L-shaped sample extrusion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ram speed (3.5, 6, 9,
and 12 mm·s−1) for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influence of the metal flow through the die orifice on the surface
defect generation. The metallurgical investigation was performed using SEM and EBSD analysis of the grain structure for
both defect and defect-free regions after the extrusion to figure out the physical mechanism of the surface gloss difference.
In a comparison of the width of die line and grain size for both normal and defect sites with or without an anodic
oxidation layer, it was concluded for this L-shape sample extrusion case that the dispersion of light reflection related to
the white line observation is possible to be attributed to not only variation in the surface roughness but also grain
boundary groove developed from the grain size difference.
Keywords: Extrusion, Al6063 alloy, Surface defect, White line, Microstructur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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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교반처리된 CrMnFeCoNi 고엔트로피 합금의 미세구조,
기계적/전기화학적 물성에 대한 연구
Sam Y. Anaman1, Solomon Ansah1, 조민구2,3, 서진유2, 한흥남3, 강민정4, 이종숙5, 홍성태6, 조훈휘1#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microstructure, mechanical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a friction stir processed
CrMnFeCoNi high entropy alloy
S. Y. Anaman, S. Ansah, M. G. Jo, J. Y. Suh, H. N. Han, M. J. Kang, J. S. Lee, S. T. Hong, H. H. Cho
Abstract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a friction stir processed (FSPed) equiatomic CrMnFeCoNi high-entropy alloy (HEA) is
investigated in an aerated 0.5 M Na2SO4 electrolyte solution at room temperature. The microstructural analysis reveals a
highly refined stir zone (SZ) with an average grain size that decreases from the top region of the SZ to the bottom region
of the SZ (also known as shear processed zone; SPZ). However, the region below the SPZ, (i.e., below the plunge depth)
experienced an increase in average grain size and dislocation densities compared to the other regions. There is no
secondary phase observed in the FSPed region, however, the microstructural evolution in the FSPed region affects the
electrochemical behavior of the HEA. Cr2O3 passive layer is observed to form on the FSPed HEA leading to excellent
corrosion properties from the polarization corrosion tests. Grain refinement in the SZ enhances the rapid formation of the
passive layer, thus, leading to better corrosion properties in the front surface of the FSPed HEA. The localized corrosion
behavior of the FSPed HEA is predicted to be caused by the micro-galvanic nature of the HEA, which leads to an
increase in polarization at the anodic sites (pits). A numerical model is established using the corrosion parameters from
the experiment to simulate the localized corrosion behavior on the surface of the FSPed HEA in a neutral environment.
The predicted initial pitting potential and corresponding current density agree well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model is also capable of tracking the dissolution of the pits over longer periods.
Keywords: High entropy alloys; friction stir processing; grain refinement; passive film; pitting;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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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사출 성형으로 제작된 미세 결정립 구리의
루더스 변형 거동
정병석1 · 조우진1 · 이근호2# · 박이주2 · 한흥남1#

Lüders-type deformation in fine-grained Cu fabricated by
powder injection molding
B. -S. Jeong1, W. Cho1, K. Lee2#, S. Park3, L. Park2, H. N. Han1#
Abstract
Recrystallized fine-grained (FG) pure Cu specimen with a mean grain size of 1.81µm was fabricated by sub-micro-sized
powder injection molding with supplemental hot isostatic pressing. FG pure Cu exhibited Lüders-type deformation with
occurrence of yield point phenomena during tensile test. Microstructure evolution during Lüders band propagation was
characterized by EBSD. It was shown that abnormal grain growth occurs when the Lüders band propagates, resulting in
the development of the bimodal microstructure with large grain sizes up to about 20µm in the Lüders band region. The
increase of average grain size due to abnormal grain growth induces a softening of the material, which corresponds to the
load drop from the upper yield point to the lower yield point in stress-strain curve.
Keywords : Fine-grained Cu, Powder Injection Molding, Lüders-type deformation, Abnormal grai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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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에너지 증착법으로 제작된 316L 스테인리스강 및
인코넬 718 경사기능소재의 균열 형성 메커니즘 분석
김은성1 · 박정민1 · 사공만재1 · 김형섭1, 2, #

Analysis of interface characteristics in functionally graded
material of 316L stainless steel and Inconel 718 fabricated by
direct energy deposition
Eun-Seong Kim 1, Jeong Min Park1, Man Jae Sagong 1,, Hyoung Seop Kim1, 2, #

Abstract
경사기능소재(Functionally Graded materials, FGM)는 항공우주산업용 내열소재를 연구하면서 개발된 첨단 복합소재
이다. FGM은 두가지 이상의 소재가 융합하여 제작된 복합소재로 한 소재 내에서 조성이 연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단일
소재에서는 구현되기 어려운 다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첨단 산업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전통적인 FGM 제조방법으로는 이종 소재간 용접 공정 및 압연 공정 등 복잡한 공정이 요구되며 제조 가능한 소재
조합 및 형태가 제한적이다. 그에 따라 최근 대두되는 금속 적층제조(Metal Additive Manufacturing, MAM) 기술 중 하
나인 직접 에너지 증착법(Direct Energy Deposition, DED)은 공정 도중 분말들의 분급량 및 입열량 변화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복합소재를 단일 공정으로 제작 가능하게 만들어주어 FGM 제조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로써 크게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DED로 제작된 FGM은 이종재료 간의 혼합 조성구간인 Graded zone에서 금속간화합물들로인한 미시적, 거시
적 균열들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raded zone에서 형성되는 균열 형성 메커니즘을 연구하고자, 적층제조 분야에서 가장 널리 쓰
인 소재 316L 스테인리스강(316L Stainless, STS)과 인코넬(Inconel 718, INC) 분말들을 사용하여 FGM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STS와 INC의 FGM은 적층 방향을 따라 조성분율이 STS 100%로부터 INC 100%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넓은 범위의
Graded zone을 가지며, Graded zone에서 형성된 균열 및 석출물들을 열역학적으로 계산된 연속냉각곡선(Continuous
Cooling Transformation, CCT)을 기반으로 Microstructure를 분석하고, 균열 형성 메커니즘을 분석하였으며, 인장시
험과 Loading-Unloading-Reloading (LUR) 시험을 통해서 FGM의 기계적 물성을 분석하였다.
Keywords : Direct energy deposition, Functionally graded materials, 316L Stainless steel, Inconel 718, Crack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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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결정 텅스텐의 미세조직에 따른 플라즈마 이온 조사 후
표면 특성 변화 분석
오연주1 · 민건식1 · 노기백2· 곽노준1 · 김곤호2 · 한흥남#

Microstructure dependence of plasma-induced surface
modification in polycrystalline pure tungsten
Y. Oh, K. Min, K. -B. Roh, N. Kwak, G. -H. Kim, and H. N. Han
Abstract
Currently, tungsten (W) is the most-favored material for plasma-facing components in nuclear fusion reactors. Under an
intense particle flux of hydrogen isotopes such as deuterium in a fusion reactor, the wall surface undergoes
microstructural changes such as hydrogen embrittlement or surface blistering, resulting in the degradation of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materials. The degradation of tungsten in these conditions limits the component lifetime and
has adverse effects on fusion efficiency. In particular, a different state of the initial microstructure of tungsten can be
significant in determining the degree of surface damage caused by deuterium ion plasma. Thus, it is an important issue to
understand the plasma-induced modifications according to the various microstructures of tungsten.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deuterium plasma on the surface damage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ungsten has been investigated,
focusing on four polycrystalline specimens with different microstructure characteristics. In order to characterize the
changes in the state of the surface as a result of deuterium plasma, microstructure analyses were first conducted using
electron microscopes and atomic force microscopy. Various surface damages including non-uniform blisterings and wavelike nanostructures were observ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initial microstructure. We discussed the microstructure
dependence of deuterium-induced surface modifications in relation to the dislocation densities and types measured by Xray diffraction. In addition, we performed the nano-indentation tests, which allowed the measurement of intrinsic
mechanical properties of each grain even with polycrystalline specimens. Nano-hardness and maximum shear stresses at
pop-in corresponding to the onset of plasticity were measured on both unirradiated and irradiated specimens, which were
finally correlated with the amount of intrinsic dislocation densities and plasma-induced defects.
Keywords : Tungsten, dislocation, deuterium irradiation, blister, nano-ind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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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 이동시 외부 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구변형 현상
에 관한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성시문1 · 장재훈2 · 김양후3 · 황혜림4 · 한흥남1#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of permanent deformation
caused by external stress during boundary migration
S. Sung1, J. Jang2, Y. Kim3, H. Hwang4, H. N. Han1#
Abstract
It is known that a permanent deformation occurs in even a very low-stress state while a solid-solid phase transformation
proceeds in metallic materials. A similar phenomenon is also observed during recrystallization and/or grain growth. To
explain these phenomena, the concept of migrating boundary induced plasticity (MIP) had been suggested based on the
acceleration of Coble creep on migrating boundary. In this presentation, we confirmed the existence of MIP developed
during grain growth using molecular dynamics (MD) simulation. To quantify MIP strain, we applied the various stresses,
which is a level below the dislocation nucleation, to unit cell consisted of polycrystalline iron and considered the elastic
deformation, thermal expansion, and deformation due to dislocation among the total deformation. The correlation
between MIP strain and migrating boundary velocity was analyzed under the various temperature and stress conditions.

Keywords : molecular dynamics / phase transformation / migrating boundary induced pl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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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더스 밴드 전파에 따른 시효처리가 기계적 거동에 미치
는 영향
조우진1 · 정병석1 · 박시욱2 · 정진욱1 · 나현택3 · 한흥남1#

Effects of baking heat treatment
according to Lüders band propagation on mechanical behavior
W. Cho1, B.-S. Jeong1, S. Park2, J. Jung1, H. Na2 and H. N. Han1#
Abstract

Baking heat treatment is usually subjected to pre-deformed automobile body parts to impart
additional yield strength without reduction of thickness. So far, the factors that are well known for
affecting bake-hardening are composition, annealing temperature, pre-straining, and baking
condition. However, the effect of Lüders band propagation which induces the inhomogeneous prestraining has not been widely studied. In this research, bake-hardening responses (BHR) were
observed as the Lüders band propagated and the related mechanical behavior was analyzed utilizing
the digital image correlation (DIC) method on the heat-treated low carbon steel in two ways. The
thing to note is that the BHR appeared from the specimens where the Lüders band was completely
propagated, which is attributed to the inhomogeneous pre-straining characteristic of the Lüders
band propagation. These results were analyzed utilizing micro and nano indenter in detail.
Keywords : Bake-hardening,

Lüders band, Hot-rolled high strength steel, Recrystallized steel, Digital
imag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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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률 속도를 고려한 금속재료의 응력-변형률 선도 예측
김영곤1 · 김영석2,#

Prediction of Stress-Strain Curve of Metallic Materia
Considering Strain Rate
Y. G. Kim, Y. S. Kim
Abstract
판재 성형이나 자동차 충돌 해석의 경우 고속 변형이 고려된 응력-변형률 구성방정식이 필요하다. JC 구
성방정식, KHL 구성방정식은 변형률, 변형률 속도, 온도에 따라 재료의 거동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기
존의 구성방정식은 고변형률 속도인 경우 잘 일치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기존의 Kim-Tuan 구성방정식은
소성 대변형까지 잘 보여주지만, 변형률 속도는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Kim-Tuan 구성방정식에 변형률
속도에 대한 변수를 고려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DP600, TRIP780 판재를 이용하여 새롭게 제안된 KT 구성
방정식을 기존의 JC 구성방정식, KHL 구성방정식을 비교하여 새로운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Keywords : Strain rate, Constitutive Equation, Kim-tuan model, JC model, KHL model

1.

서론

Kim[1]은 기존 Kim-Tuan 구성방정식 식
(1)으로부터 변형률 속도를 고려한 구성방정
식을 제안하였으나 고변형률 속도에서 응력변형률 선도가 일정 부분 일치하지 않는 경
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개
선하여 103 /𝑠 이상인 고변형률 속도 경우까
지 고려한 KT 구성방정식 식 (2)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타 구성방적식와 비교하여 제안
한 구성방적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식 식 (5)이며 사용된 실험값은 Rahmaan[2]에
서 DP600과 TRIP780의 1000 ~ 0.001/s의 인장
시험 값을 인용하였다. 제안된 식 중에서 𝑲∗
식 (3)은 변형률 속도가 103 /𝑠 이상일 경우에
만 사용한다. DP600, TRIP780 판재의 변형률
속도에 대한 거동을 JC, KHL, KT 구성방정식
으로 피팅을 한 후 비교하였다.

ε̇

2.

b

(2)

σ = [a + c (1 − exp−t ε ) εh ] ( ̇ ) K ∗
ε0

제안식 구성

𝜺
−𝑘
𝑒𝑥𝑝 𝜺𝟎

JC 식과 KHL 식은 변형률, 변형률 속도,
온도에 따라 재료의 거동을 표현할 수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변형률 속도에 대한 변수
만을 고려하기 위해 온도에 대한 변수를 배
제하였다. 비교에 사용된 식들은 KT 구성방
정식과 JC 구성방정식 식 (4), KHL 구성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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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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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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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결과 및 고찰
JC, KHL, KT 식으로 피팅 한 결과를 DP60

0 판재의 경우는 Fig. 1, 2에, TRIP780 판재의
경우는 Fig. 3,4에 각각 나타내었고 Fig. 5에는
변형률 속도에 따른 각 구성방정식으로 예측
한 응력과 실험값의 평균제곱오차를 나타내
었다. 또한 변형률 속도가 1000 𝑠 −1 일 때의
𝑲∗ 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포함시켰
다. JC 식은 1000 𝑠 −1 와 같이 고변형률 속도
의 경우 초기 변형 구간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제안된 KT 식은 경향을 잘
모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론

Fig. 2 Stress-strain curve fitted by KT model of DP600

(1) 재료의 변형률 속도가 1000 𝑠 −1 일 경
우 제안된 KT 식이 JC 모델보다 잘 예측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DP600와
TRIP780 판재의 변형률 속도에 따른 재료의
소성거동을 JC, KHL 모델보다 전체적으로 잘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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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ess-strain curve fitted by JC model of TRIP780

Fig. 4 Stress-strain curve fitted by KT model of TRIP780

Fig. 1 Stress-strain curve fitted by JC model of DP600

Fig. 5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stitutive eq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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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피어싱 리벳 형상 변화에 따른 접합품질 기초연구
이상철1 · 김상열#

The Basic Research of Bonding Quality Depending on Changing
of Self-Piercing Rivet’s Shape
S. C. Lee, S. Y. Kim
Abstract
셀프-피어싱 리벳(Self-Piercing Rivet, 이하 SPR)은 용접이 곤란한 자동차용 이종소재를 접합하기 위한 기
계적 접합의 일종이다. SPR의 접합품질은 선단부의 수평방향 소성변형 크기를 나타내는 Flaring 수치와
Edge 최하단부의 수직방향 관통 크기를 나타내는 Penetration 수치, 그리고 이종소재 하부와 SPR 최하단부
간의 이격 크기를 나타내는 Bottom Thickness 수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DEFORM-2D를 이용하여 SPR 형상 변화에 따른 접합품질 변화를 시뮬레
이션하였다. SPR 선단이나 Edge Round Taper의 Round 크기가 커질 경우, 섕크의 내외경이 함께 확장될 경
우 Flaring과 Bottom Thickness 수치는 높아지고 Penetration 수치는 낮아지면서 접합품질이 향상되었다. 아
울러 접합품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형상의 SPR을 설계한 후 고장력강 상판과 알루미늄 하판으로 이루어
진 이종소재에 체결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SPR 형상 개선을 통한 접합품질의 향상 가
능성에 대해서 예측하였다.
Keywords : Self-Piercing Rivet (셀프-피어싱 리벳), , Multi-Material (이종소재), High-Strength Steel (고장력강),
Finite Element Analysis (유한요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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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하중을 받는 고탄소강 소재의 파편속도 분포 비교
노동환 1 · 장택진 1 · Piemaan Fazily1 · 서송원 2 · 이재근 3 · 허 훈 4 · 윤정환#

A Comparative Study on Fragment Velocity Distribution
of AHSS under Explosive Loading
D. Noh, T. J. Jang, P. Fazily, S. W. Seo, J. K. Lee, H. Huh, J. W. Yoon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폭발하중을 받는 원통형 케이싱 탄두의 소재별 파편 형성 경향을 분석하였다. 폭굉 현상
에는 폭약의 폭발 및 팽창이 존재하며, 이러한 거동을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이 요구된다. 폭굉의 전산모사
해석을 위하여 SPH (Smoothed-Particle Hydrodynamics)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상태방정식으로는 JWL 모델을
적용하였다. 또한, 원통형 케이싱의 소재로는 AISI4140, AISI4340, AISI9260 를 사용하였으며, 동적 경화 및
파단을 예측하기 위하여 Lagrangian mesh 를 도입하였다. 전산모사해석 결과에 따른 파편형성의 성능을 평
가하기 위하여 축 방향으로의 초기속도 분포를 비교하였다. 일반적인 폭굉시험 결과와 같이 축 방향으로
의 파편 초기속도는 균일하지 않으며, 케이싱 양 끝에서의 파편속도는 중앙에서의 파편속도보다 낮게 예
측되었다. 또한, 원통형 케이싱 탄두의 최적 소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소재별 파편 초기속도 분포를 비교
하였다.

Keywords : Detonation, Fragment velocity, Cylindrical casing, SPH method, Dynamic harden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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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홉킨슨 봉에서 조립공차 영향 분석
장택진1 · 김종봉2 · 윤정환3#

Effect of Assembly Tolerance in Tensile Hopkinson Bar Test
T. J. Jang, J. B. Kim, J. W. Yoon
Abstract
고 변형률 속도 환경에서 재료의 기계적 인장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인장 홉킨슨 봉 시험이 주로 이
용된다. 봉형 인장 시편의 장착을 위해 일반적으로 나사산 가공된 봉형 시편을 사용하며, 이로 인해 시
편 장착시에 조립공차가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인장 홉킨슨 봉을 해석적으로 분석하는 대
부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립공차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장 홉킨슨 봉에서
조립공차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분석하였다. 조립공차를 수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나사
산 결합부에 임의의 공극을 가지는 유한요소모델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공극 모델과 공극이 없는 기존
모델을 해석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공극 길이가 증가할수록 홉킨슨 봉의 전달 봉 신호에서 시
간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시간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였고, 시간 지연과
공극 길이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통해 인장 홉킨슨 봉 시험에서 실제 공극 길
이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s : Tensile Hopkinson bar, High strain rate, Assembly tolerance, Wave propa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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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어패널 성형을 위한 점진성형공정
윤형원1 · 유제형1 · 경준현1 · 이창환#

Incremental Forming Process for Automotive Door Panel
Formation
H. W. Youn, J. H. Kyung, J. H. Yu, K. Park, C. W. Lee

Abstract
기존 점진성형공정의 문제였던 공구 경로에 의한 압흔 자국, 큰 곡률을 가진 성형 부분의 형상 오차, 과
도한 성형 시간, Pillow effect에 의한 형상 정밀도 저하와 같이 대형 제품에 적용하지 못했던 점진성형공정
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실험은 실제 차량용 도어 패널을 1/4 축소시킨 상태로 진행했으며, 소재는
차량용 강판인 AL6XXX, 0.9t 소재를 사용했다. 실험은 총 3가지 목적에 따라 진행했다. 첫째, 대형직경 공
구의 적용을 통해 압흔자국을 감소시키고자 했다. 기존 점진 성형에 사용했던 직경 8mm 또는 직경 10mm
공구에 비해 직경 40mm 공구를 사용한 경우에 공구 종단에서의 압력의 분산으로 인해 압흔 자국이 현저
하게 감소 했다. 공구 접촉면의 외측의 표면 조도를 측정했을 때 직경 40mm의 공구에서 60도 벽부를 가
공했을 때 성형 증분량이 1.5mm ,2.5mm, 4mm일 때 각각 0.62µm, 0.72µm, 0.59µm로 성형증분량이 약 8배 증
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표면조도를 갖는 제품을 성형할 수 있었다. 또한 공구 직경 증가에 따른 최
대 성형 증분량이 0.5mm에서 약 1.5mm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성형시간의 감소 효과도 볼 수 있었다. 둘째,
툴패스 방식에 따른 큰 곡률 부분의 형상오차를 개선하고자 했다. 기존 점진성형의 주된 방식인 외곽형상
을 따라 성형이 되는 contour, ramp와 같은 방식은 반경 400mm 곡면을 성형함에 있어 곡면이 충분히 성형
되지 않아 형상 오차가 발생하였다. Parallel 혹은 Raster 방식의 공구경로를 대형 직경 공구와 같이 사용했
을 때 한번에 깊은 깊이를 한번에 성형 하면서 곡면의 형상 정밀도를 높일 수 있었다. 셋째, Pillow effect
감소를 위해 진공성형을 적용하였다. 장치의 구성은 아크릴로 가공된 하부 금형과 재료와 금형 사이 공간
의 진공 유지를 위한 진공 펌프로 구성되어 있다. 동일 공구경로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 금형 내부공간에
진공이 없는 경우 금형 형상과 제품의 차이 평균은 1.273 mm, 표준편차는 1.160mm이고 진공을 가한 상태
에서 성형을 했을 때 금형 형상과 제품의 차이 평균은 0.352mm, 표준편차 -0.121mm으로 진공점진성형을
했을 때 약 4배 높은 형상정밀도를 가질 수 있다.

Keywords : Vacuum ISF, Car door panel, Aluminum Alloy Sheet, Incremental Sheet Metal 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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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드 패킹 조건에 따른 스테인리스
클래드 접합 강도의 변화
이현석1# · 최미선1 · 마봉열1

Variation of Stainless Clad Bonding Strength
with Clad Packing Condition
H. S. Lee, M. S. Choi, B. Y. Ma
Abstract
스테인리스 강과 탄소강을 접합한 스테인리스 클래드 판재는 단일 소재로는 확보할 수 없는 다양한 특
성 뿐 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리하여 압력 용기, 화학 탱크 및 담수화 설비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
다. 클래드 판재는 보통 롤 본딩, 폭발 압접 또는 육성 용접 등으로 제조 되고 있으며, 이중 경제성이 우
수한 롤 본딩 방법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롤 본딩 클래드 판재의 제조 공정은 패키지 제작, 압연, 열
처리, 절단의 순서로 진행되며, 압연 슬라브 패키지를 제작하는 패킹 공정 조건의 최적화에 따라 최종 클
래드 판재 제품의 품질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스테인리스 클래드 판재의 스테인리스와 탄소강의 접합 강
도는 가장 중요한 품질 요소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클래드 패킹 공정 중 내부 진공도 조건과 및 탄소
강으로 부터 스테인리스로 탄소 확산을 저감하기 위한 Ni foil 삽입 등에 따른 클래드 접합 강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Keywords : 스테인리스 클래드 판재; 열간 압연; 진공; 접합강도; 미세조직
Stainless and carbon steel bonded stainless steel clad plate is widely used in pressure vessels, chemical tanks,
desalination facilities, etc. economically as well as various physical properties that cannot be secured with a single
material. The clad plates are generally manufactured by roll bonding, explosion welding or thickening welding, of which
the economical roll bonding method is the most widely used.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roll bonding clad plate
proceeds in the order of package manufacturing, rolling, heat treatment, and cutting, and the quality of the final clad plate
product greatly depends on the optimization of the packaging process conditions for rolling slab manufacturing. package.
In stainless clad plates, the bond strength of stainless steel and carbon stee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quality factors.
In this work, the variation in bonding strength with the degree of vacuum inside the clad package and the insertion of Ni
foil between stainless steel and carbon steel were observed.

Keywords : Stainless steel-clad plate; hot rolling; Vacuum; Bonding strength; micro-structure characteristics

1.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수석연구원, hslee0@rist.re.kr

한국소성가공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페라이트-베이나이트 이중상 라인파이프강의 파괴 거동에
대한 간헐파괴의 영향 연구
조영환1 · 이재은1 · 주웅용1 · 강주석2 · 한흥남1#

Effect of separation on the fracture behavior of ferrite-bainite
dual phase pipeline steel
Y. H. Cho1, J. Lee1, W. Y. Choo1, J. Kang2, H. N. Han1#
Abstract
Pipelines have been extensively used to transport natural resources mined from polar regions or subsea sources, and the
demand for pipeline steels with excellent low-temperature toughness has progressively increased. Separation is a
secondary crack split along the thickness direction on the fracture test specimen, and it is often observed in heavily rolled
steel plates, such as pipeline steel. As pipeline steels are susceptible to be affected by the separation, studying the effect of
separation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high-strength, high-toughness pipeline steels with excellent properties.
In this study, separation was introduced in the pipeline steel with ferrite-bainite dual phase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thickness direction stress variation on the fracture mode change in the drop weight tear test (DWTT). As a result of
observing the separation area of the DWTT fracture surface, lenticular type shear lip around the separation crack was
observed, and the shear lip showed typical ductile fracture characteristics. When shear lip by separation occurred in the
brittle triangle of the DWTT fracture surface, the brittle fracture area covered by the shear lip in the brittle triangle was
changed to the ductile fracture area and the 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was lowered. The occurrence of the
lenticular type shear lip around the separation crack was due to the localized plane stress field around the cracks. The free
surface around the cracks with no stress bearing capacity is the main reason of localized plane stress field formed around
the separation.
Keywords : Pipeline, Ferrite-bainite steel, Drop weight tear test, Separation, Fractur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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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WELD를 활용한 용접법에 따른 클래드강 내 스테인리
스강의 변형 및 잔류응력 비교
최찬식1 양원철1 황철홍1 유경훈2 김성웅3 박준식1#

Comparison of deformation and residual stress of stainless steel in
clad steel according to welding method using SYSWELD
C. S. Choi1, W. C. Yang1, C. H. Hwang1, K. H. Yoo2, S. W. Kim3, J. S. Park1#
Abstract
용접 공정 전산 모사인 SYSWELD를 활용하면 용접 왜곡, 잔류응력, 열이력 등 용접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예측 및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해양 플랜트 산업에서 사용되는 STS316L클
래드강 내 탄소강 부분은 FCAW 용접, 스테인리스강 부분에 FCAW 및 GTAW 용접을 진행하였다. 또한,
다중 비드 해석 시 활용하는 Heat Source Fitting을 통해 열원을 최적화하였고, 최적화된 열원을 통해
Imposed thermal cycles 방식의 해석이 진행되었다. 해석은 실제 용접 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되었다. 열
해석의 분석 결과는 GTAW 용접 시 입열량이 높아짐에 따라 더 넓은 영역의 열영향부가 나타났다. 또한,
기계적 해석의 결과로 변형과 잔류응력은 주로 용접부와 열영향부에 나타났으며 각 용접법에서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클래드강 내 STS316L 부분의 미세조직을 SEM 및 EDS를 통해 관찰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SYSWELD를 통한 변형 및 잔류응력 해석 결과를 미세조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Keywords : SYSWELD, 전산모사, 클래드강, 스테인리스 강, 잔류응력, 델타-페라이트

1.

서론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는 금속들을 압연, 압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접합하여 단일
금속으로는 얻지 못하는 새로운 기능을 클래드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 중 압력용기용 판재
인 A516-70N 소재와 STS316L로 이루어진 STS316L 클래드강(clad steel)은 우수한 기계적 성질과
내식성을 가져 실제 산업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STS316L 소재가 적용된 클래드강의 내
부는 부식성이 강한 유체가 맞닿는 부분임으로 내식성의 문제가 생길 시 큰 사고가 생길 우려
가 있다. 특히, 용접 공정 중 발생하는 잔류응력은 용접부의 내식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또
한, 실제 용접 조건과 부합되도록 전산 모사를 활용하면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 열이력, 변형 및
잔류응력 등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접 공정 전산 모사인 ESI사의 SYSWELD를 활용하여 STS316L클래드
강 내 STS316L 부분에 대한 열이력, 변형 및 잔류응력 해석 결과와 SEM 및 EDS를 통해 얻은
미세조직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논의하였다.

2.

실험방법

200 x 100 x 33.5 mm의 A516-70N + STS316L 클래드강을 FCAW + FCAW/FCAW + GTAW
맞대기 용접을 각각 진행하였다. 그리고 용접한 클래드강을 기반으로 SYSWELD의 Visual Mesh
를 활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또한, Heat Source Fitting(HSF)을 통해 최적화된 열원 파악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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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HSF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통해 Imposed Thermal Cycles 해석을 진행하였다. A516-70N
부분은 HNO3 3 ml, Ethanol 97 ml로 STS316L 부분은 HNO3 10 ml, Acetic acid 10 ml, HCl 15 ml,
Glycerol 5 ml로 에칭한 뒤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Hitachi SU5000), the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를 활용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잔류응력 해석을 통한 결과로 (a)는 FCAW + FCAW, (b)는 FCAW + GTAW이다.
잔류응력은 주로 용접부와 열영향부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모재부로 가면서 점점 잔류응
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잔류응력에 대한 결과를 미세조직 관점에서 논의했다.

Fig 1. Residual stress analysis result (a) FCAW+FCAW, (b) FCAW+GTAW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용접 공정 전산 모사인 SYSWELD를 활용하여 STS316L 클래드강의
STS316L 부분에서 변형 및 잔류응력 해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미세조직 관점에서
예측하고자 했다. 예측된 결과로 STS316L 부분의 FCAW 및 GTAW 용접 시 조직에 따른 변형
및 잔류응력 분포를 파악하고자 했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전산 모사를 활용한 다양한 용접
법의 적용에 대한 결과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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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가능한 컨벌루션 신경망을 사용한 계층적
패턴 표면의 결함 검사
문인용 · 이호원 · 김세종 · 오영석 · 정재면 · 강성훈#

Defect Inspection of Hierarchical Pattern Surfaces using
Interpretabl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with Class
Activation Maps
I. Y. Moon, H. W. Lee, S. J. Kim, Y. S. Oh, J. Jung and S. H. Kang
Abstract
이미지 기반 문제 해결에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은 다양한
산업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용성 연구가 수행되고있다. 일반적으로 CNN 모델은 원자재 또
는 최종 제품 표면의 결함 검사에 적용되어 왔으며, 그 정확성 또한 기존의 검출 시스템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여줌이 보고되어왔다. 하지만 배경이 이질적이고 복잡한 표면에 대한 검출 성
능은 이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복잡한 배경을 갖는
표면 중 하나인 계층적 패턴 표면의 표면 결함을 감지하기 위해 CNN 모델을 적용하여 성능을
분석하였다. 또한 CNN 판별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 영역을 하이라이트 함으로써 CNN
분류 기준을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class activation map (CAM)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CNN 모델의 판별 기준을 설명하였다. 그 결과, CNN 모델이 사용자에 의한 판별 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통해 계층 적 패턴의 결함을 판단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결함 기준의 기하학적 특정
에 따라 최적의 CNN 모델의 구조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 구조를 최적
화하여 92.7 % 정확도의 CNN 모델을 달성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Keywords: Class activation ma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Hierarchical pattern, Region of interest.

1.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 교신저자: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E-mail: kangsh@kims.re.kr

한국소성가공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머신러닝을 활용한 가변 롤포밍 공정 최적화
우영윤1 · 이영선1 · 문영훈#

Optimization of flexible roll forming process using Machine
learning
Y.Y. Woo, Y. S. Lee, Y. H. Moon
Abstract
The flexible roll forming process can manufacture parts with variable cross-section profiles. The metal sheet is
incrementally bent into the desired shape by passing it through successive roll stands. In this process, many parameters
such as forming angle increment, blank shapes, roll speed play a major role in the quality of the product but lead to
higher complexity with respect to understanding the process. Therefore, the control of the flexible roll forming process
has been mainly based on experience and trial-and-error methods. To overcome this limitation, SVR(Support Vector
Regression) which is one of the machine learning algorithms has been used to predict the degree of web-warping from
experimental data. Roll speed, forming angle increment, and leveling roll height were selected as input parameters and
web-warping height was used as output data. The experiments of the flexible roll forming process have been conducted
for three blank shapes including rectangular, concave, and convex by using the lab-scale machine. From test results, the
SVR model for the prediction of web-warping was trained and hyperparameters (λ, ε, and γ) of the SVR model were
optimized using MATLAB software.

Keywords : Flexible Roll Forming, Support Vector Regression, Web-Warping, Blank Shape, Forming Roll Speed, Bend
Angle, Leveling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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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형 피에조 센서를 이용한 컵드로잉 공정 모니터링
장인제1,2·송정한1·이종섭1·박남수1·서민홍3·남성우4·배기현1,#

Cup Drawing Process Monitoring Using Bolt-type Piezo Sensor
I. J. Jang, J. H. Song, J. S. Lee, N. Park, M. H. Seo, S. W. Nam, G. H. Bae
Abstract
최근 생산성 향상 및 제조기술 고도화를 통하여 생산기술을 혁신하는 스마트 제조공정과 관련된 연구
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특히 금속판재의 프레스 성형분야에서는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한 공
정관리의 지능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센서기술을 활용한 프레스 성형공정의 모니터링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금형설계 수정없이 성형공정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간접적으로 모니터링 하
는 방식은 양산공정에 쉽게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어 활용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볼트형 피에조
센서를 활용하여 연구실 규모의 컵드로잉 성형공정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우선적으로 구조해
석 및 성형해석을 통해 볼트형 피에조 센서의 체결위치를 선정하고 공정변수에 따른 하중 패턴을 선행
분석하였다. 이후 서보프레스 장비를 대상으로 성형공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컵드로잉 실험
을 통하여 볼트형 피에조 센서의 양산공정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Keywords : Piezo sensor, Sheet metal forming, Process monitoring, Cup draw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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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설계를 위한 구속 조건의 데이터 기반 정량화
정재면1 · 오영석1 · 김세종1· 이호원1 · 강성훈1

Data driven quantification of constraints for materials design
J. Jung, Y.-S. Oh, S.-J. Kim, H.W. Lee, S.-H. Kang
Abstract
Materials design is generally carried out by solving materials related optimization problems in which one would find
an optimal set of variables that minimizes manufacturing cost or maximizes materials performance. In practice, one
would be subject to various engineering constraints such as whether or not a processing route is feasible or whether or
not certain microstructure can be obtained with the tools available. These constraints are often very hard to properly
quantify due to high dimensionality of design variables, non-physical nature of the constraint, and complexity of the
constraint itself. We propose a data driven approach in modeling these complex constraints using simple machine
learning classification such as support vector machine (SVM) and one class SVM. We first show how classifiers such as
SVM and one class SVM can be utilized to quantify complex engineering constraints using low dimensional
representations of microstructures and crystallographic textures. Finally, we demonstrate how these SVM modeled
constraints can be used in 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 by adopting the decision function of SVM model as penalty
function for constrained optimization to find an optimal initial crystallographic texture prior to obtain target
crystallographic texture. By comparing the solutions to constrained and un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s, we show
how effective these constraints can be in numerical optimizations.

Keywords : Constrained optimization, machine learning, support vector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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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초고강도강재 전단면의 신장성 예측
김형규1 ·원찬희1 ·응우옌통1·윤종헌#

Prediction system for edge stretchability of advanced highstrength steel with artificial neural network
H. G. Kim, C. H. Won, T. Nguyen, J. H. Yoon
Abstract
본 연구는 초고강도 강재에서 발생하는 주요 결함 중 하나인 전단면 결함을 예측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법 중 하나인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초고강도 강재의 부품 성형 중 발생하는
전단결함은 전단면을 형성하는 다양한 전단품질 인자인 전단면의 형상, 가공경화, 소재 특성 등이 복잡한
비선형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예측이 어려운 결함 중 하나이다. 다양한 소재 및 전단공법에 따른 전단결함
을 예측하기 위해, 전단결함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인 소재 고유물성, 변형된 형상, 전단면의 가공경화
량 변수를 분류하고, 각 변수 별 주요 인자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제안된 주요인자들은 소재의 고유 파단
변형률과 전단면 신장성 시험을 통해 획득한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계산된 가공경화 변형률과 매칭하여
인공신경망 학습을 통해 초고강도 강재의 전단면 신장성 예측 모델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예측모델의 예
측정밀도를 검증하기 위해, 인장강도 1.0 GPa 이상의 다양한 초고강도 강재를 대상으로 다양한 전단실험
및 전단면 신장성 시험결과와 비교를 통해 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단면 결함
예측방법 중 하나인 전산해석과 비교를 통해 인공신경망 기반 전단면 신장성 예측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
였다. 제안된 인공신경망 기반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전단면 신장성 평가방법 중 하나인 구멍확장비를 평
균 절대 오차 1.5%이내로 예측이 가능하였다.

Keywords : Advanced high strength steels, Fracture prediction, Artificial neural network, Sheared edge cracking, Sheared
edge quality

1.

서론

최근 초고강도 강재는 자동차 차체의 무게 저감과 충돌안전성 확보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활
발히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초고강도 강재의 부족한 성형성과 전단면 파단에 민감한 특성으로
이해 부품 성형 공정 중 파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복잡한 형상을 가지는 자동차 차체 부재
에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1]. 특히, 전단 결함은 일반적인 성형한계선도와 비교하여 매우 낮
은 변형률에서 파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단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
운 실정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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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결함은 성형하기 이전 초기 블랭크 형상으로 가공하기 위한 전단 또는 펀칭 공정 후 형
성된 전단면의 품질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전단면의 품질은 무수히 많은 전
단품질 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3], 각 인자간 복잡하면서 비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예측이 어렵다. 본 연구는 수많은 전단품질 인자간 비선형성을 분석하기 위해 인공신경망
기반 전단결함 모델을 구축하고 실험과 기존 예측방법과 비교하여 예측 성능을 비교하였다.

2.

실험방법

초고강도 강재의 전단품질 예측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소재의 물성특성, 전단면의 가공경화량,
그리고 전단면의 형상인자를 기존문헌 및 실험기반으로 주요 인자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다양
한 전단품질을 형성하기 위해, DP980, TRIP1180, XF980 3종류의 초고강도 강재를 대상으로 일반
적인 펀치, 스텝펀치, 험프드 펀치, 더블펀칭 등 다양한 펀칭 공법을 적용하여 전단면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계산된 가공경화 변형률과 매칭하여 인공신경망 예측모델의 평균 절대 오
차가 최소화하기 위한 Hidden layer 및 활성함수를 결정하였다.

Fig. 1 Structure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for prediction of sheared edge cracking

3.

결과 및 고찰

구축된 인공신경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학습에 활용되지 않은 전단품질을 대상으
로 예측한 결과를 일반적인 머신러닝 기법과 전산해석과 예측결과를 비교하였다. 일반적인 머
신러닝은 전단품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자들의 비선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금형 마모 등 특수인자가 유입되게 되면 예측정밀도가 떨어지는 특성을 보였다. 전산해석
기반 전단결함 예측모델은 일반적인 전단 공법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였으나 특수 전단공법의
전단결함은 예측하지 못하였다. 제안된 인공신경망 기반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전단면 신장성
평가방법 중 하나인 구멍확장비를 평균 절대 오차 1.5%이내로 예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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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5052판재의 점진성형 다목적 최적화 연구
오세현1 · 샤오샤오1 · 김영석2,#

Multi-objective optimization of Incremental sheet forming for
AA5052
S. H. OH, X. Xiao, Y. S. Kim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AL5052 판재를 점진성형(Incremental sheet forming, ISF)하여, 최대성형각도와 표면 거칠기
에 대한 최적화를 목표로 하였고, 공정변수는 공구 직경, Z방향 피치, 공구 회전속도, 공구 이송속도이다.
B-B설계법(Box Behnken design, BBD)을 이용한 실험설계, 반응표면법(Response surface method, RSM)으로 영향
평가를 한다. 역전파신경망(Back propagation neural network, BPNN)를 통해 목적함수인 최대성형각도와 표면
거칠기에 대한 예측하였고, 유전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을 이용하여 다목적 최적화하였다.
Keywords : Incremental sheet forming(점진성형), Response surface method(반응표면법), Back propagation(역전파신
경망), Multi-objective optimization(다목적 최적화)

1.

서론

점진성형(ISF)은 간단한 공구를 이용하여
판재를 국부적인 소성변형을 가하여 성형하
는 기술이다(Fig. 1) [1]. 본 연구는 공구 직경,
Z방향 피치, 공구 회전속도, 공구 이송속도
를 공정변수로 하여, 성형각도, 표면 거칠기
에 대한 다목적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

Table 1 Selected parameters and their levels
Parameter
A :Tool size(mm)
B :Spindle speed(rpm)
C :Step depth(mm)
D :Feed rate(mm/min)

3.

Level -1
6
60
0.2
400

Level 0
8
120
0.4
800

Level 1
10
180
0.6
1200

결과 및 고찰
3-1 실험결과

본 연구에서 Box-Behnken 설계를 사용하
여 공정변수와 수준에 총 27개 실험을 계획
하였고 Table 2에 각 실험에 대한 성형각도와
표면 거칠기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2 Experiment plan and results
Fig. 1 Single point incremental sheet forming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두께 1mm인 AL5052-H32
판재를 이용하였고 공정변수와 수준을 Table
1에 표기하였다.
1. 경북대학교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2. 경북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 교신저자: 경북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E-mail: caekim@knu.ac.kr

Exp.
no

A

B

C

D

Forming
angle(°)

Roughness
(μ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0
0
1
0
1
-1
-1
-1
-1
0
1
0

0
0
-1
0
0
-1
0
0
0
-1
-1
0
-1

0
-1
1
1
1
1
0
0
1
0
0
-1
-1

-1
-1
0
0
-1
0
-1
1
0
0
-1
0
0

79.704
80.969
79.974
79.541
79.974
79.541
81.169
81.169
80.769
81.169
80.704
79.974
81.169

2.551
2.137
2.141
3.122
2.426
2.97
2.192
2.769
2.201
2.329
2.471
2.285
2.08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0
-1
0
0
0
0
-1
0
0
1
0
1
-1

1
0
0
0
1
1
1
-1
1
1
0
0
1

1

1
-1
0
-1
0
0
1
0
-1
0
1
-1
0

0

0

0
0
0
1
-1
1
1
1
0
-1
1
1
0

79.974
81.624
80.704
81.169
80.704
80.704
80.769
80.704
81.169
79.704
79.974
79.974
81.169

1

2.232
2.288
2.197
2.077
2.143
2.289
2.484
2.27
2.16
2.444
2.55
2.425
2.246

79.704

2.264

Fig. 3 Correlation among training set data: forming angle(a)
and roughness(b)

3-2 반응표면법
반응표면법(RSM)을 이용하여 성형각도(𝜃),
표면 거칠기 (r)을 모델링 하여 아래 식(1)과
식(2) 얻어진다.
θ = 80.63 − 0.72A − 0.014B − 0.47C + 0.017D − 0.077𝐴𝐵
+0.12𝐴𝐶 − 0.035𝐴𝐷 + 0.004𝐵𝐶 + 0.018BD − 0.015CD
2

2

2

−0.14𝐴 + 0.044𝐵 − 0.063𝐶 − 0.024𝐷

(1)

3-4 유전알고리즘
유전 알고리즘(GA)(Fig. 4(a)) 이용하여 다
목적 최적화를 하였고, 파레토 최적 프론트
(Pareto-optimal front) 결과를 Fig. 4(b)에 나타내
었다.

2

r = 2.18 + 0.11A − 0.042B + 0.12C + 0.042D − 0.024𝐴𝐵

(2)

+0.215𝐴𝐶 − 0.14𝐷 − 0.016𝐵𝐶 + 0.092BD − 0.01CD
2

2

2

+0.227𝐴 − 0.0315𝐵 + 0.045𝐶 + 0.087𝐷

2

2차 회귀모형을 선택하였고, 분산분석을
통해 성형각도와 표면 거칠기는 공구 직경,
Z방향 피치의 영향이 가장 크다.

Fig. 4 (a) process of genetic algorithm and (b) Pareto front of
optimal process outputs.

3-3 역전파신경망

최적화 된 조합에 따라 성형각도 81.024°,
표면 거칠기 1.758μm를 얻을 수 있다.

역전파신경망(BPNN)은 Fig. 2처럼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이 있고, 식(3)와 같이 가중합
으로 나타낼 수 있다. k와 j는 은닉층과 입력
변수의 개수이며, 활성화 함수를 통해 출력
값에 따른 가중치w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며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다.
𝑛𝑒𝑡𝑘 = 𝑏 + 𝑤 𝑇 𝑥 = 𝑏𝑘 + ∑ 𝑤𝑘𝑗 𝑥𝑗

4.

결론

(1) RSM을 통한 2차 회귀모형을 선택하여
분산분석 결과 성형각도와 표면 거칠기에 모
두 적합한 것을 볼 수 있다.
(2) BPNN을 이용한 예측 결과는 R값이
0.95이상으로 잘 예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다목적 최
적화 결과를 예측하였고, 공구 직경 7mm, 공
구 회전속도 174rmp, Z방향 피치 0.23mm, 공
구 이동속도 388mm/min일 때, 성형각도
81.024°,표면 거칠기 1.758μm로 예측하였다.

(3)

Fig.3와 같이 BPNN 이용한 예측 결과가
R값이 0.95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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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을 활용한 스탬핑 공정 내 실시간 블랭킹 소재 물
성치 검사에 관한 연구
윤대현1 · 김기영1 · 양우호2· 이은호1#

A study of a real-time testing system of measuring mechanical
properties of blank machine learning technology
D. H. Yoon, K. Y. Kim, W. H. Yang, E. H. Lee
Abstract
본 논문은 스탬핑 공정의 코일 품질 개선을 위하여 머신러닝를 활용한 실시간 물성 측정에 관한 연구
를 소개한다. 공정 중간 단계에서 소재 내에 예상하지 못한 결함이나 소성 변형이 발생하여 제품의 품질
이 하락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공정 중간 단계에서 재료의 물성 (소성 변형률, 항복 응력, 남은 연
신률 등)을 와전류로 예측하여 불량 유무를 판단한다. 이로 인해 재료의 안정성을 파악하고 신뢰성을 높
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와전류를 활용하여 전자기적 물성 측정을 통해 기계적 물성을 예측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하여 소개하고, 물성 예측을 위하여 전통적인 회귀분석 및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
였다. SGACUD 소재를 활용하여 개발된 시스템의 소재 물성 예측력 검증을 하였고, 추후 진행될 전자기기계 물성관계 파악과 구성방정식 개발에 관하여 논의한다.
Keywords : Steel, Tensile test, Yield strength, Elongation, Eddy current test

1. 성균관대학교
2. 현대자동차 스마트팩토리 개발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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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연료전지 금속 분리판 다단성형공정 최적화
이대호1 · 쩐민띠엔1 · 이호원2 · 김동규#

Optimization of multi-stage forming process of metal bipolar
plate for PEM fuel cell by artificial intelligence
D. H. Lee1, M. T. Tran1, H. W. Lee2, D.-K. Kim#
Abstract
연료전지의 주요 부품 중 하나인 분리판은 수소와 산소의 공급로 역할을 위한 유로가 형성된 부품으
로 기존에는 흑연으로 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경량화와 우수한 전기전도성, 원가절감을 이유로 금속을
이용해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금속분리판은 극박판으로 두께가 매우 얇아 스탬핑 등을 통한 유로 채
널 성형 시 주름과 스프링 백, 국부적 두께 감육에 의한 파단 등이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있다. 본 연구
에서는 판재의 스프링 백 저감과 주름 개선을 위해 다단 성형 공정을 수행하였으며 예비 성형 단계에
새로운 형상의 금형을 적용함으로써 판재 전체에 균일한 두께 변형을 유도해 판재의 국부적 두께 감육
을 방지하고자 한다. 금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BAQUS를 이용한 2D 유한요소 해석을 실시하였으
며 새로운 금형의 형상과 펀치 변위 등을 변수로 설정해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국부적 두께 감육 및
두께 편차를 토대로 GA-DNN 모델과 Analytical 모델을 이용해 최적화를 수행하였으며 두 결과 값을 비
교해 최적의 공정 조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적의 공정 조건을 바탕으로 3D 유한요소해석을 추가적으
로 진행하였으며 거시적인 규모의 스프링 백과 유로 채널 코너 부위의 주름 등을 평가하였다.
The bipolar plate is one of the key components of proton exchange membrane (PEM) fuel cell with a characteristic of
flow channels for supplying hydrogen and oxygen. Recently, a metallic sheet material has been used to fabricate the
bipolar plate due to weight reduction, excellent electrical conductivity, and cost reduction compared to the graphite
bipolar plate. During the stamping process, however, several major problems such as springback, wrinkling, and
fracture commonly occur because of ultra-thin metallic bipolar plate. In the present study, a multi-stage forming
process was performed to reduce the springback, wrinkling, and a die shape was proposed and applied to the
preforming step, inducing a uniform thickness distribution throughout the bipolar plate to prevent the local thickness
reduction. A 2D finite element (FE) simulation using ABAQUS was implemented to attain the optimization of the
proposed die shape by changing the die geometries and punch displacements. Based on the local thickness reduction
and thickness deviation, the optimal processing conditions were determined and compared by using the analytical
model and deep neural network (DNN) model in conjunction with genetic algorithm (GA). Furthermore, based on the
optimal processing conditions, a 3D FE analysis was also conducted to assess macroscopic springback and wrinkling
at the corners of bipolar plate channel.
Keywords: Bipolar plate, PEM fuel cell, Finite element simulation, Deep neural network, Multi-stage 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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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딥 드로잉 공정에서 블랭크 홀딩력이
이어링 감소에 미치는 영향 연구
쩐민띠엔1 · 단정통1 · 이호원2 · 김동규#

Study on effect of varying blank holding force on earing
reduction in deep drawing with deep neural network
M. T. Tran1, Z. Shan1, H. W. Lee2, D.-K. Kim#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합금 판재를 딥 드로잉 시 가변 블랭크 홀딩력(BHF)이 이어링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어링의 형성을 분석하기 위해 가변 BHF가 작용될 수 있는 세그먼트 타입의 블랭크
홀더를 고안하였다. 유전 알고리즘(GA)와 결합한 심층 신경망(DNN) 모델을 개발하였고, 해석적(analytical)
모델과 비교를 통해 DNN-GA 결합모델에 의해 가변 BHF를 최적화하였다. 최적화를 하였을 때 이어링 높
이의 변화가 ~52%까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해석적(analytical) 모델보다 우수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균일한 BHF와 비교하였을 때 가변 BHF를 사용하면 딥 드로잉 공정에서 이어링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이어링 저감은 체적불변에 따라 컵 영역에서의 횡 방향의 두께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최종적
으로 딥드로잉 성형성을 향상시킴을 확인하였다.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effect of varying blank holding force (BHF) on earing reduction in deep drawing
of aluminum alloy sheet. The varying BHF by the segmental blank holder was proposed and applied to the analysis of
earing formation. The deep neural network (DNN) model in conjunction with genetic algorithm (GA) was developed and
compared with the analytical model for optimization of varying BHF. The result shows that the varying BHF is accurately
predicted and optimized by the integrated DNN-GA model. It results in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variation of earing
height by ~52%, which shows a superior result to the analytical model. Compared to the uniform BHF, the use of varying
BHF can significantly reduce the earing in the deep drawing with a help of DNN. For volume consistency, an improved
deep-drawability is revealed with the increasing thickness at the cup wall region in the transverse direction.

Keywords: Earing, Deep Drawing, Blank Holding Force, Deep Neural Network, Geneti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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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과 유한 요소 해석을 이용한
관통자 형상 최적화
정규석1 · 조성민1 · 유제형1 · 유요한2 · 김종봉3 · 정완진4 · 이창환#

Optimization of penetrator shape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and finite element analysis
K. S. Jung, S. M. Cho. J.H. Yu, Y. H. Yoo, J. B. Kim, W.J. Chung, C.W. Lee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최상의 침투 성능을 도출하기 위해 인공신경망과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침투자의 모양을 최적화하였다. 라틴 방격법을 사용하여 설계변수의 샘플링을 진행하였고 유한
요소 해석 통하여 인공신경망의 훈련데이터를 생성하였다. 관통자의 형상의 제약이 없고, 충돌
각도, 관통자의 이동경로가 계산이 가능하며 특히 해석시간이 매우 빠른 점을 고려해 관통자의
거동은 Finite Cavity Pressure Method를 사용하였다. 인공신경망 구성의 경우 라틴 방격법을
이용하여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샘플링 하였다. 인공신경망에서 예측되는 투과 깊이는
214mm 유한요소해석에서 예측되는 투과 깊이는 206mm로 3.88%의 오차율이 발생하였다. 이
결과는 최적 형상으로 도출된 침투자 침입 깊이가 학습 데이터 대비 가장 우수한 투과 성능을
보여주었다.

Keywords : English Key Word: Penetrator (관통자), Optimization (최적화), 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 신경망),
Genetic algorithm (유전 알고리즘), Penetration depth (투과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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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실험 데이터 자동 분
석 및 DB 구축 플랫폼 개발
김세종1· 정재면1 · 문인용1 · 오영석1 · 이호원1 · 강성훈1

Development of automatic processing and analysis platform for
experimental data to build a metal material database
S.-J. Kim, J. Jung, Y.-S. Oh, H.W. Lee, S.-H. Kang
Abstract
인공지능을 포함한 데이터 기반 연구방법이 관심을 끌면서 실험 데이터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속 구조재료 실험 데이터는 데이터 생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실험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특
성을 얻기 위한 실험 데이터의 전처리 및 분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분석자 주관에 많이 의존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신뢰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속재료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금속재료
실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정, 분석 후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DB화 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
다. 한국 재료연구원에서는 금속 구조재료 분야의 주요 실험데이터인 기계적 물성, 미세조직 이미지, EBS
D 집합조직 데이터를 자동 보정, 정량적 분석하여 그 결과를 중앙 서버에 DB화하는 실험데이터 자동 분
석 및 DB구축 플랫폼(TIMs)을 개발 중이다. 본 발표에서는 TIMs 플랫폼 개발 현황과 주요 기능 및 이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사례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Keywords : Big data, database, mechanical property, microstructure, te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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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학습 알고리즘과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원형 컵
딥-드로잉 공정에서의 가변 블랭크 홀딩력 경로 최적화
조성민1 · 이창환2 · 박기철3 · 정완진#

Optimization of Variable Blank Holding Force Trajectory in
Cylindrical Deep Drawing Process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and Reinforcement Learning
S. M. Cho, C. W. Lee, K. C. Park, W. J. Chung
Abstract
딥 드로잉 공정에서, 블랭크 홀딩력은 제품의 주름을 방지하고 소재에 인장 응력을 부과하여 소성 변
형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적절한 가변 블랭크 홀딩력의 적용은 드로잉 공정 중, 제품의 주름을 방지
할 뿐만 아니라, 소재의 파단을 억제하여, 한계 드로잉 높이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몬테-카를로 방법 기반 강화 학습 알고리즘과 유한 요소 해석을 결합하여 원형 컵 딥드로
잉 공정에서의 최적의 블랭크 홀딩력 경로를 탐색하였다. 최적 블랭크 홀딩력 경로 탐색 문제를 위한
마르코프 의사 결정 과정(Markov decision process)의 상태(State)는 펀치 행정 거리와 블랭크 홀딩력으로,
행동(Action)은 블랭크 홀딩력으로 설정하였고, 감가율(Discount factor)은 0.99로 설정하였다. 강화 학습
알고리즘의 수렴성과 수렴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상함수는 블랭크 홀더의 위치와 소재의 손상도
지수를 이용하여 고안되었다. 공정 중 블랭크 홀더의 위치를 검사하여 주름 발생 여부를 판정하였고,
응력 기반 성형 한계도(FLSD)를 기반으로 소재의 넥킹(necking) 여부를 판정하였다. 예외처리 방법과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과 최적화 알고리즘의 자동화를 수행하였다. 250톤 서보 프레
스와 48톤 서보 쿠션을 이용하여 탐색한 최적의 가변 블랭크 홀딩력 경로의 유효성을 실험적으로 검증
하였다. 결론적으로, 강화 학습 알고리즘과 유한 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원형 컵 딥드로잉 공정에서 최
적의 가변 블랭크 홀딩력 경로를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몬테-카를로 기반 강화 학습, 가변 블랭크 홀딩력, 딥드로잉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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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후판압연 선단부 휨 제어 예측 및 최적화에
대한 연구
노용훈1 · 박준수2 · 이영석1, #

The Study on the Prediction and Optimization of Front end Bending
Control of Thick Plate Rolling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Y. H. Roh, J. S. Park, Y. Lee
(Received Month Day, Year / Revised Month Day, Year / Accepted Month Day, Year)
Abstract
In this study, the prediction and optimization of the ski phenomenon occurring in heavy plate rolling was performed using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The level of skis was measured by performing hot rolling experiments with a combination of
several asymmetry factors (diameter of upper/lower rolls, speeds, temperature, friction coefficient). The virtual data required
for artificial neural network learning was obtained through a series of FE analysis. The reliability of the FE model was
verified by comparing the FE analysis and the measured level of ski. In addition, multi objective optimization (MOB) using
genetic algorithms was performed. As a result, you can predict and control the level of ski in a short time.
Keywords : Artificial Neural Network, Ski, Multi objective optimization, Geneti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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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nvestigate the cracking phenomenon of Zn-Al-Mg alloy coating
during uniaxial tensile test.
Alluri Sai Preetham Reddy1, Ki-Seong Park1, Abhishek Singh1, Shi-Hoon Choi1*
1

Department of Printed Electronic Engineering, Sunchon National University,
255 Jungang-ro, Suncheon, Jeonnam, 57922,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e evolution of cracking phenomenon of the Zn-12%Al-5%Mg alloyed coating layer steel
was studied during uniaxial tensile test. Uniaxial tensile test was performed on the miniature
specimens at 1% strain interval till fracture. In order to analyze the microstructure evolution
during the tensile test, 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technique was
implemented along the RD-TD plane to understand the cracking phenomenon in different
phases of the coating. Electron back scattered diffraction (EBSD) analysis was conducted in
the RD-ND plane to investigate the crystallographic orientations at the cracking sites. FE-SEM
analysis revealed micro-cracks in the MgZn2 phase and eutectic phase of undeformed sample.
During the uniaxial tensile test, new cracks initiated at 2% strain in the MgZn2 phase. With a
further increase in the strain to 8%, EBSD analysis revealed that the Zn grains oriented with
c-axis parallel to RD plane were prone to resist crack propagation.

Keywords: Zn-Al-Mg alloyed coated steel, EBSD, Microstructure, Textur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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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welding condition on distribution of microstructure and
hardness of resistance spot welded BH340 steel
Saurabh Pawar, Abhishek Kumar Singh, Lalit Kaushik and Shi-Hoon Choi1*
Department of Printed Electronics Engineering,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South Korea

ABSTRACT
The aim of the work is to study the effect of welding parameters on resistance spot welding
(RSW) of BH340 steel. Although sufficient work has been conducted on RSW of steel, studies on
formation of nugget and microstructural changes in BH steel has not been evaluated yet. The
micro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spot welded specimen was done via OM, FE-SEM and EBSD
techniques. In order to characterize the microstructural heterogeneities under different welding
conditions, the inverse pole figure (IPF) map, kernel average misorientation (KAM) map, grain
boundaries (GBs) were analyzed in weld specimen. Hardness and microstructural examinations were
carried out to examine the influence of welding parameters on the welded joints. A Micro-hardness map
was plotted for the entire area of weld zone, including the heat affected zone (HAZ) and base metal.
The correlation between hardness and microstructure was studied in different regions of weld to assess
the effect of welding current. Microstructure in fusion zone (FZ) was composed of long elongated grains
having martensitic structure which follows Kurdjumov–Sachs (K-S) orientation relationship. Whereas
HAZ consisted of fine grained as well as coarse grained regions. A Fully coupled thermal-electricalstructural finite element (FE) simulation of resistance spot welding was performed using
Abaqus/standard software to investigate the temperature evolution, material deformation, nugget
formation, and cooling rate. The welding parameters, such as welding current, electrode force, welding
time, were considered as input for the model. The predicted nugget shape and size agre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It was found that for a fixed temperature range, cooling rate tend to decrease with
increase in current.
Keywords: Resistance spot welding, Bake Hardening steel, Microstructure, Martensitic phase
transformation, Numerica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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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구조 및 디지털 이미지 상관법 분석을 기반으로 한
7075 알루미늄 합금에서의 언로딩 항복 효과 연구
최호욱1 · 김황선1 · 정혜진2 · 신은주3 · 우완측3 · 홍성태4 · 이명규1# · 한흥남1#

Investigation of the unloading yield effect in 7075 Al alloys
based on microstructural and digital image correlation analysis
H. Choi1, H. Kim1, H.-J. Jeong2, E. Shin3, W. Woo3, S.-T. Hong4, M.-G. Lee1#, H. N. Han1#
Abstract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reloading flow stress overshoots the monotonically loaded flow stress as a transient
hardening behavior when a certain metallic materials are unloaded after prior plastic strains and subsequently reloaded.
This phenomenon has been called as the “unloading yield effect (UYE)” and many researchers have tried to explicate
such effect through Cottrell atmosphere, dislocation-dislocation interaction, dislocation-precipitate interaction and nonuniform flow stress distribution.
In this presentation, the UYE in 7075 aluminum alloy sheet is investigated based on the concept of dislocation-precipitate
interaction. Artificially aged 7075 aluminum alloys with various aging times were pre-strained, unloaded, and reloaded
under uniaxial tensile test. Their strain evolutions during tensile test were analyzed from the digital image correlation
(DIC) system. To identify the effect of precipitates on UYE, the same experiment was also carried out for the solutiontreated specimens which have few precipitates, and its tensile behavior was compared with the artificially aged specimens.
The precipitates for each specimen were observed us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and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SANS). Through the advanced characterization of UYE for specimens with various precipitate states,
the effect of UYE on strain instability during reloading tensile test as well as the mechanism of UYE was discussed in
detail.
Keywords : Unloading yield effect, Precipitate-dislocation interaction, Strain instability, Digital image correlation, 7075
aluminum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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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강 및 알루미늄의 이종소재 접합을 위한 standoff-free
Vaporizing Foil Actuator Welding 공정
정유형1 · 이원주1 · 김형규1 · 원찬희2 · 윤종헌#

Standoff-free Vaporizing Foil Actuator Welding process for
welding high-strength steel and aluminum sheet
Y. H. Jeong, W. J. Lee, H. G. Kim, C. H. Won, J. H. Yoon
Abstract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transportation body, the ability to weld high-strength steel and aluminum is required
but it is quite difficult to obtain high weldability between dissimilar materials. In this study, Vaporizing Foil Actuator
Welding, which can weld the dissimilar materials, is introduced by using TRIP1180 steel and Al5052-H32 aluminum.
Additionally, a standoff-free VFAW process was propos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VFAW process by reducing
unnecessary component. After the VFAW process, lap shear test was conducted to check the weldability of welded
materials. In lap shear test, welded specimen showed same level of failure load as the base material, and the fracture also
occurred on the base material, not on the welded area.

Keywords : Dissimilar material welding, Vaporizing Foil Actuator Welding, Impact welding, Lightweight material

1.

서론

Vaporizing Foil Actuator Welding(VFAW) 공정은 impact welding의 한 종류로써, 얇은 알루미늄 포일
에 순간적으로 고전류를 가하여 기화시켜 발생하는 압력으로 접합하고자 하는 두 소재를 충돌
시켜 접합하는 공정이다. 두 접합소재가 고속으로 충돌하면 소재 표면에 있는 코팅층 또는 각
종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수한 금속 원자끼리 부착되어 두 소재 사이에 금속결합이 형성된다.
이 때, 소재 표면의 불순물 제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두 접합소재 사이에 standoff를 배치하
여 두 접합소재가 비스듬하게 충돌하게 한다. 하지만 standoff는 VFAW 수행 전후로 배치 및 제
거공정이 별도로 필요하여 대량생산 시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본 연구에서는 standoff를
사용하지 않는 VFAW 공정을 제시하고 접합시편으로 lap shear test를 수행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2.

실험방법

VFAW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알루미늄 포일 – flyer sheet – standoff – target sheet 순서로 적층하고
고정시킨다. 그 후, 알루미늄 포일에 capacitor bank를 연결하여 고전류를 인가함으로써 포일을
기화시키고, 기화압력을 받은 flyer sheet가 target sheet로 날아가 충돌하게 된다. 충돌 시, flyer
sheet와 target sheet 사이에 standoff를 배치하여 공간을 남겨 둠으로써 두 접합소재가 경사를 가
지고 충돌할 수 있게 한다. 또한, standoff를 제거하기 위해, target sheet에 preform 형상을 부여하
여 standoff가 수행하는 역할을 대체할 수 있도
1. 한양대학교, 박사과정연구원
록 설계하였다. preformed target sheet를 적용한
2. 한양대학교, 공학박사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ERICA, 부교수, E-mail: yooncsmd@gmail.com
VFAW 공정의 모식도는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그림 1. Preformed target sheet를 적용한 VFAW 공정
VFAW 공정을 통해 접합한 시편으로 lap shear test를 수행하여 접합강도를 평가하고, 모재의 강
도와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3은 lap shear test를 통해 획득한 접합시편의 load-displacement 그래프이다. VFAW 공정 시
알루미늄 포일이 발생시키는 에너지에 따라 접합강도가 달라지며, 10 kJ의 input energy를 적용한
경우는 모재인 Al5052-H32 소재와 동일한 load-displacement curve를 보였다. 파단 또한 접합부가
아닌 모재에서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접합부분의 강도가 모재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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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nput energy에 따른 lap shear test 결과

4.

결론

다양한 input energy를 적용하여 standoff-free VFAW 실험을 수행하고 lap shear test를 통해 접합시
편의 강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10 kJ input energy를 적용하였을 때, 모재인 Al5052-H32소재와
동일한 load-displacement curve를 보이며, 파단 또한 접합부가 아닌 모재에서 파단이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standoff-free VFAW 공정을 통해 높은 접합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1. Steven et al., 2015, J. of Manuf. Sci. and Eng., Impact Welding of Aluminum Alloys 6061 and 5052 by
Vaporizing Foil Actuators: Heat-Affected Zone Size and Peel Strength, Vol. 137, pp. 051013-1~6,
https://doi.org/10.1115/1.4030934
2. Anupam Vivek, 2013, J. of Mater. Process. Tech., Vaporizing foil actuator: A tool for collision welding, Vol.
213(12), pp. 2304~2311, https://doi.org/10.1016/j.jmatprotec.2013.07.006
3. Vivek et al., 2015, Mater. Sci. & Eng. A, Solid State Impact Welding of BMG and Copper by Vaporizing
Foil Actuator Welding, Vol. 634, pp. 14-19, https://doi.org/10.1016/j.msea.2015.03.012
- 2 -

한국소성가공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응고합금 수지상정 성장 예측을 위한 LBM-CA 시뮬레이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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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ular automata lattice Boltzmann model for prediction of
dendrite morphology
W. J. Lee, V. D. Truong, H. W. Lee, S. H. Kang, J. H. Yoon
Abstract
To predict the dendrite morphology and microstructure evolution in the solidification of molten metal, numerically,
LBM-CA model has been developed by integrating the lattice Boltzmann method (LBM) to solve the mass transport by
diffusion and convection during solidification and cellular automata (CA) to determine the phase transformation with
respect to the solid fraction based on the local equilibrium theory. It is successfully validated with analytic solutions such
as LGK model in static melt, and Oseen-Ivantsov solution under the fluid flow conditions in terms of tip radius and
velocity of the dendrite growth. The proposed LBM-CA model does not only describe different types of dendrite
formations with respect to various solidification conditions such as temperature gradient and growth rate, but also predict
PDAS and SDAS, quantitatively, in DS experiment with Ni-based superalloy.
Keywords : Cellular automata (CA), Lattice Boltzmann method (LBM), Dendritic growth, Directional solidification

1.

서론

일반적인 주조공정은 높은 생산성과 복잡한 형상을 가지는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
문에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주조재의 기계적 물성은 냉각속도, 설계 형상뿐만 아니라
응고과정에서 형성되는 미세조직에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주수지상간격(Primary dendrite arm
spacing), 2차 수지상간격(Secondary dendrite arm spacing) 등과 같은 조직특성은 주조재 품질과 매
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주조공정 특성상 실험적으로 수지상정이 성장하는 것을 관찰하
기 어렵기 때문에 수치해석적으로 이를 대체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본 연구에서는 LBM-CA 모
델을 활용하여 일방향주조 제품의 수지상정 성장 예측을 수행한 연구를 다룬다.

2.

해석방법

LBM은 전산유체해석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의 한 종류로써, 통상적인 나비에스토크 방정식을 통한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식을 풀이하는 것 대신에 가상 입자의 충돌 및
흐름 (Collision & Streaming)을 고려하여 비선형 유체 유동을 모사한다. LBM에서 다루는 통계적
개념에 기반한 입자분포함수 (particles distribution function, PDF)를 활용한다.
CA 모델은 시뮬레이션 도메인을 상 변화와 현재 상태의 상을 평가하기 위해 정규화된 그리드
또는 셀로 나눈다. 또한, 각각의 셀들에 대하여 응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 생성과 결정립
성장을 고려한다. CA에서 다루는 셀은 고상분율에 따라 크게 액상, 고상, 계면 상, 3가지로
분류된다. 만약 특정 셀의 고상분율이 1보다 크게 되면 고상으로 간주하고,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면 계면 상, 0일 경우 액상으로 판단한다.

3.

해석 결과 및 검증

LBM-CA 모델 검증을 위해서 과냉각도와 유속에 따른 수지상정 첨단(dendrite tip)이 성장하는
속도를 LGK 이론과 Oseen-Ivantsov 이론을 활용하여 analytical solution과 해석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론적 해와 동일한 경향을 LBM-CA 시뮬레이션 모델이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1).

그림1. 이론적 검증 결과 : (좌) LGK model, (우) Ossen-Ivantsov model

그림2. 일방향응고 시편과 LBM-CA 시뮬레이션의 수지상정 형상 비교 결과
또한 일방향응고 시편의 실제 수지상정 구조를 방향별(axial & radial directions)로 비교하여 형상
학적으로 유사한 구조 확인이 가능하였다(그림2).

4.

결론

응고 과정에서 형성되는 수지상정 구조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LBM-CA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해석적 해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개발 모델을 적용하여 일방향응고 시편의 수지상정 구
조 예측이 가능하였다. 주수지상간격(Primary dendrite arm spacing), 2차수지상간격(Secondary
dendrite arm spacing)의 실험과 시뮬레이션의 오차는 각각 8.4%, 4.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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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점소성 동등체 기반 다결정 모델을 활용한
AA6061의 파괴 거동 분석과 유한요소해석 적용 및 검증
박진화1 · 정영웅#

Application and Verification of Fracture Behavior and Finite
Element Analysis of AA6061 Using an elasto-visco-plastic HEMbased polycrystalline model
J.H. Park1, Y. Jeong#
Abstract
점소성 동등체(homogeneous equivalent medium) 기반 다결정 모델(visco-plastic self-consistent,
VPSC[1])은 미세 조직학적 특성과 연계하여 재료의 이방적 거동을 설명하는데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VPSC 모델은 소성 영역만을 반영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탄성 영역에서의 재료 거동에 대한 결정학
적 설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최근 단일한 탄점소성 동등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결
정소성 모델인 ∆EVPSC(elasto-visco-plastic self-consistent) 모델이 새로 개발되었다[2]. 해당 모델은
최근 상용 소프트웨어인 아바쿠스(abaqus)와 결합하여 상용 유한요소 사용자 재료(UMAT) 서브루틴으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AA6061 합금의 다축 방향에서의 파괴 실험을 진행하여, DIC(Digital Image
Correlation)을 활용해 표면의 변형 구배장을 측정했다. 변형 구배장으로부터 취득한 회전 및 변형률 변화
를 이용해 탄점소성 동등체의 하중 조건을 부과하여 파괴 기준 모델에 적용하였다. 또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시뮬레이션 적용 및 검증하였다.
Keywords: DIC, Fracture, crystal plasticity,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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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압성형 공정에 의해 제조된 금속-플라스틱 하이브리드 복
합관재
한상욱1 · 문영훈#

Composite Layered Tube with Metal-Plastic Hybrid
Manufactured by Hydroforming Process
S. W. Han, Y. H. Moon
Abstract
Tube hydroforming process is a specialized forming process that utilizes internal pressure and axial feeding loads to
obtain the desired product by expanding tube blanks within a given die cavity. This study proposes a composite layered
tube hydroforming process based on metal-plastic hybrid that can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conventional pure metal
tubular parts. The materials used for the composite layered tube composed of the three layered tube were AISI 304
stainless steel for the inner and outer tubes and PVC for the center tube. To evaluate the soundness of the proposed
composite layered tube, the circumferential cross section of the hydroformed composite layered tube was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he cross-sectional profile demonstrate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composite layered tube hydroforming
process and confirm its sufficient applicability for metal-plastic hybrid tubular parts.
Keywords : Hydroforming, Composite layered tube, Metal-plastic hybrid

1.

서론

액압성형 공정(hydroforming process)은 관재를 금형에 장착한 후 축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동시에
관재 내부에 압력 가해 원하는 형상으로 성형하는 기술로써, 성형 후 재료의 국부적인 경화영
역 부여, 일체화를 통한 기밀성 유지, 용접 공정 생략, 높은 형상 정밀도, 경량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1]. 또한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관들을 용도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여 액압 성형을
하게 되면 제한된 특성을 갖는 단일관재 대비 고기능성의 관재부품을 효율적으로 제조 가능하
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분야에 기반 기술로 적용이 가능하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의 무게 감소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플라스틱
소재에 주목하고 있으며, 기존의 금속 부품을 금속-플라스틱 하이브리드 부품으로 대체하려는
많은 노력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경량화 및 고기능성 부품 제조를 위
한 금속-플라스틱 하이브리드 기반 복합관재 액압성형 공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복합관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액압성형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단면 분석을 통해 복합관재의 건전성
을 평가하였다.

2.

복합관재 설계

Fig. 1은 복합관재의 구조적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삼중관으로 구성된 복합관재의 경우, 외부와
1. 부산대학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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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튜브의 재질은 AISI 304를 이용하였으며, 가운데 튜브 재질은 PVC를 이용하였다.
A-A’

A-A’

Inner tube: AISI 304
Center tube: PVC
Outer tube: AISI304

Fig. 1. Schematic drawing of composite layered tube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액압성형된 복합관재의 형상을 보여준다. 복합관재의 건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단면을
컷팅하여 분석하였으며, 제안된 복합관재는 공정 중에 유도된 어떠한 결함없이 완벽하게 성형
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단면의 결과는 제안된 복합관재 액압성형 공정이 금속-플라스틱 기반
의 관재부품으로 충분히 제조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Before forming

After forming

Fig. 2. Circumferential section profile of composite layered tube

4.

결론

본 연구에서 금속-플라스틱 기반의 복합관재 부품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액압성형 공정
을 제안하였으며, 단면의 건전성 확인을 통해 경량화 부품으로 충분한 적용가능성을 입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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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Powder Bed Fusion 공정으로 제조된 Inconel 718
Lattice Structure의 제조, 미세조직 및 고온 압축 특성
강태훈1 · 양동훈1 · Yongho Sohn2 · 이기안#

Fabrication, Microstructure and High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of Inconel 718 Lattice Structures Manufactured via
Laser Powder Bed Fusion
T. H. Kang1, D. H. Yang1, Y. H. Sohn2, K. A. Lee#
Abstract
Laser Powder Bed Fusion (LPBF)는 복잡한 형상을 가지는 구조체를 정밀하게 제조 가능한 공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LPBF 공정을 이용하여 Ni-based superalloy중 하나인 Inconel 718 합금을 격자(lattice) 구조체로 제조하고
미세조직과 격자 구조의 크기와 형상이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격자 구조체는 총 12종류로 제
조되었으며 standard aging을 수행한 뒤 as-built 소재와 비교 분석하였다.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Archimedes
method 및 micro computed tomography (Micro-CT) 스캔을 통해 상대 밀도 (relative density)를 측정한 결과 격자 구조
와 unit cell size에 따라 11% ~ 34%의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trut 단면 미세조직 관찰 결과 standard aged
소재에서 γ΄, γ΄΄, δ, laves phase 및 carbide가 관찰되었다. 650˚C 압축 시험은 strain rate: 10-3/s 조건에서 수
행되었다. 시험 결과 일반적인 lattice structure의 압축 곡선 형태를 나타냈으며, 상대 밀도가 가장 높은 구조체의 압
축 강도가 157.36 MPa로 측정되었다. 변형 후 구조체의 strut을 관찰한 결과 as-built 소재에서 bent strut가 관찰된
반면 standard aged 구조체는 brittle fractured strut가 관찰되었다. 상기 결과들을 토대로 Inconel 718 격자 구조체
의 650˚C 고온 압축 특성에 미치는 미세조직과 격자 구조의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혁신성장 글로벌인재양성사업(P0008750, 스마트 제조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
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Keywords: Additive Manufacturing, Laser Powder Bed Fusion, Inconel 718, Lattice Structure, Mechan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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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sometric view of additively manufactured Inconel 718 lattice structures.

Figure 2. Representative high-temperature (650°C) compressive stress-strain curves of various LPBFed Inconel 718
lattices according to unit cell sizes of (a) 2mm, (b) 3mm, and (c) 4mm. The mechanical responses of as-built and standard
heat-treated Inconel 718 lattices are represented by solid and dotted lin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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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ve laser melting 공정으로 제조된 AlSi10Mg 합금의
미세조직 및 인장, 피로, 마모 특성
백민석1 · R Kreethi1 · 박태현1 · Yongho Sohn2 · 이기안1#

Microstructure, Tensile and Fatigue Properties of
AlSi10Mg alloy Manufactured by Selective Laser Melting
Process
M.-S. Baek1, R Kreethi1, T.-H. Park1, Y. Sohn2, K.-A. Lee1#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selective laser melting (SLM) 공정으로 AlSi10Mg 합금을 제조하였으며, 그 미세조직 및 인
장 그리고 피로 거동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후 열처리 영향에 대해
서도 알아보았다. 후 열처리 공정은 Al-Si 합금의 석출경화 열처리인 T6 열처리 그리고 direct aging (DA)
열처리를 사용하였다. 초기 미세조직 관찰결과에서 as-built 합금은 molten pool과 함께 cellular and columnar
structure가 존재하는 독특한 미세조직으로 확인되었다. 관찰된 cellular and columnar structure boundary는
eutectic Si들이 생성되어 있었고, 그 내부에는 소량의 nano size Si particle들이 관찰되었다. T6 열처리 이후 독
특한 미세조직은 사라졌으며, Si 상들은 수 μm 수준으로 조대해졌다. 반면 DA 열처리 합금은 열처리 이
후에도 독특한 미세조직이 그대로 유지됨과 동시에 다량의 Si precipitate들이 (nano size) cellular structure 내부
에 생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온 인장 시험 결과, DA 열처리를 수행한 합금의 인장 강도가 약 310 MPa
로 as-built 및 T6 합금에 비해 우수한 특성을 나타냈다. 연신율의 경우 DA 합금은 6.21 %로 as-built 합금
에 비해 약 3%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DA 합금의 연신율은 일반 석출 경화 Al-Si 합금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고주기 피로 시험 결과, DA 합금의 피로한 (fatigue limit, ~107 cycles)은 180 MPa로
as-built에 비해 20 MPa 그리고 T6 합금에 비해 60 MPa이나 높은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인장 및 피로
특성은 DA 합금이 다른 합금들에 비해 높은 값을 가졌지만, ball on disc 마모 시험 결과에서는 T6 합금이
가장 우수한 마모 저항성을 보였다. 이는 as-built 및 DA 합금에 존재하는 nano size Si particle들이 마모 저
항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상기 결과들을 기반으로 SLM 공정으로 제조된
AlSi10Mg 합금의 인장, 마모 및 피로 거동을 미세조직과 연계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Keywords : Selective laser melting, AlSi10Mg, Tensile, Fatigue, Wear, Post heat-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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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M microstructure observation results of SLMed AlSi10Mg alloys.

Fig. 2. Stress-strain curves and S-N curves of SLMed AlSi10Mg alloys.

Fig. 3. Wear loss values and wear surface observation of SLMed AlSi10Mg alloys.

- 2 -

한국소성가공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알루미늄 압출재의 소성 이방성 및 파단 거동 특성 분석
홍서준1 · 원정윤1 · 김찬양1 · 권아름2· 이명규1, #

Plastic anisotropy and fracture behavior of aluminum
extrusions
S. J. Hong1, J. W. Won1, C.Y. Kim1, A.R. Kwon2, M.G. Lee1, #
Abstract
차체 경량화에 따른 초고강도강 및 알루미늄 합금 등 경량 금속 자동차 부품의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특히 알루미늄 압출재는 도어빔, 크러쉬 박스 등 충돌 성능이 중요한 부품의 대표적인 소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압연 판재와 비교하여 알루미늄 압출재의 기계적 물성과 파단 물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6060-T6 및 6N01-T6 두 종류의 알루미늄 합금 압출재의 기
계적 특성, 특히 소성 이방성과 파단 특성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소성 이방성 측정
을 위해 압출방향 대비 0, 45, 90° 3가지 재료방향에 대해 일축인장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r-값
및 응력-변위 선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응력 모드에서의 파단 거동 분석을 위해 전단 (shear),
노치 인장 (notched tension), 센터 홀 (center hole) 의 3가지 시편 형상에 대한 방향별 인장실험을 수
행하였다. 금속의 연성 파괴는 소재에 인가된 응력 상태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비교적 단순한 시편 형상에 대해서도 금속 소재의 변형 중 인가된 응력 상태와 변형율 이력을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실험 복합 방법을 통해 파단
시편 내 응력과 변형율 이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Hosford-Coulomb 금속 연성 파단 모델을 적
용 두 종류의 알루미늄 압출재, 재료 방향별로 최적화 하였으며 이를 통해 압출재 알루미늄 합금의 파단
거동의 이방성 특성을 분석하였다.
Keywords : 알루미늄 압출재, 파단, 이방성, 유한요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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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표면처리된 Al5083 합금의 기계적 특성 변화
오주희1 · 박해돈1 · 곽민석1 · 이정섭1 · 손수정2 · 아웨즈한 아마노프3 · 김형섭2 · 설재복1 · 성효
경1,# · 김정기1,#

Outstanding mechanical property of the mechanically surface
treated Al5083 alloy
J. Oh, H. D. Park, M. Kwak, J. Lee, S. Son, A. Amanov, H. S. Kim, J. B. Seol, H. Sung, J. G. Kim
Abstract

고온 기계적 표면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높은 전단변형은 표면부에서의 결정립미세화를 유발해 구배구조
를 포함한 불균일 미세조직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표면처리 중 온도변화에 따른 Al5083의
기계적 특성 변화에 대해 논하였다. 공정온도 증가에 따라 발생한 용질원자의 이동은 표면부에서 결정립
미세화와 함께 Mg 나노석출물을 유발하였고 표면부 추가적인 경도 향상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표면
처리로부터 유발된 표면부 미세조직 변화는 중심부와 표면부 사이에서의 기계적 특성 불균일성을 유발하
며 이는 Al5083 소재의 역응력 강화현상에 기여한다. 따라서, 기계적 표면처리된 Al5083 합금은 초기 소
재에 비해 높은 강도 및 연신율을 보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저융점을 가진 합금 소재의 표면처리 시 기
계적 특성 향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Keywords : Aluminum; Surface Treatment;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y; Strength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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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전자현미경을 활용한 Al-Mg-Zn 합금에서의 η석출물
원자단위 구조 규명
김황선1 · 최호욱1 · 오주현1 · 권호1 · 박은수1 · 이성우1 · 이건도# · 김미영# · 한흥남#

Atomic-scale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Study of ƞprecipitates in Al-Mg-Zn Alloy
H. Kim, H. Choi, J. Oh, H. Kwon, E.S. Park, S. Lee, G.-D. Lee, M. Kim, H.N. Han
Abstract
Al alloys have been widely used in automobile and aerospace industry due to its lightweight property. Among them,
Al-Mg-Zn alloy is attracting attention due to its high strength. The main strengthening mechanism of Al-Mg-Zn alloy is
known as precipitation hardening. The precipitation sequence of this ternary system has been reported as follows: Supersaturated solid solution → GP zones → ƞ’ phase → ƞ phase. The ƞ phase possesses the space group of P63/mmc and is
known to have 12 different orientation relationship with Al. In this study, ƞ phase is studied thoroughly at atomic-scale
using probe aberration corrected FEI Themis Z microscope and Ab-initio calculation. Besides, 3-dimensional morphology
of ƞ phase was observed using 3-D tomography with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As a result, ƞ 4 precipitate, which
occupies about 15% of the total precipitates, was observed and it was confirmed that it has a unique interfacial structure.
Furthermore, their 3-D morphology was different from the previously reported rod shap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cipitate morphology and strengthening effect will finally be discussed in more detail.

Keywords : Al alloy, Precipitation hardening, ƞ phase,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3-D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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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6014-T4 합금의 Hill’s 48 비연관 소성유동 확장 기반
원뿔형상 점진적 판재성형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
이형림1,2 · 송정한1 · 배기현1 · 이종섭1 · 이명규1,2 · 박남수1,#

Numerical investigation on the single point incremental forming
of a truncated cone based on an evolving non-associated Hill’s
48 plastic flow of Al6014-T4 alloy
H. R. Lee, J. H. Song, G. Bae, J. S. Lee, M. G. Lee, N. Park
Abstract
Customization has become a significant issue as a sustainable paradigm in the metal forming industry to satisfy the
customer’s need for product individualization. Flexible metal forming attracts attention as a promising technology that
enables individualized production. The SPIF (Single Point Incremental Forming) process is regarded as one of the
popular flexible forming methods in the sheet metal forming industry. Underlying an essential concern for the SPIF
process is that the strain level, in general, is more than two times higher than that in the conventional sheet metal
stamping process, thereby giving rise to difficulties in describing severe plastic deformation in the numerical simulation.
To simulate such large deformation during the SPIF process, the evolution of the anisotropic yield surface can be
considered a key factor for the reliable prediction of the deformation behavior when the anisotropic hardening cannot be
negligible with the plastic deformation.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develop an evolutionary constitutive model capable
of describing the anisotropic hardening in large deformation. In the SPIF process, the thickness-shear strain can play a
critical role in the material deformation, including the fracture initiation. To accurately simulate the truncated coneshaped Al6014-T4 alloy sheet in the SPIF, the evolutionary non-associated flow model based on 3D Hill’s 48 constitutive
law was formulated. The effects of the anisotropic hardening on the SPIF process were analyzed in detail by comparing
the experiments with the FE simulation results.
Keywords : Anisotropic hardening, Yield surface evolution, Non-associated flow rule, Single point incremental 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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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P를 포함한 다중소재 SPR 접합품질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
김성호1,2 · 송정한1 · 배기현1 · 이종섭1 · 최석우1 · 박남수1, #

Numerical investigation on the quality of the Multi-Material
Self-Piercing Rivet (SPR) Joining including CFRP
S. H. Kim, J. H. Song, G. Bae, J. S. Lee, S. O. Choi, N. Park
Abstract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 친환경성을 목표로 기존의 내연기관의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속
화되고 있으며,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차체 경량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기존 차체
조립 시, 부품 간 체결을 위해 저항 점용접(Spot welding) 체결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차체 경
량화를 위한 Steel-Al, CFRP-Al 등의 이종 소재 접합에서는 소재간 재질 특성 차이로 인하여 기존 저항 점
용접 체결 시 소재간 기계적 접합성능 저하, 체결 불량 등의 주요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점용접 체결법에서 벗어나 다중소재간 체결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SPR(Self-Piercing Rivet) 기
계적 접합 방법에 관한 연구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판 CFRP 1.8t, 하판 Al5052H32 2.0t 의 2겹 조합과 상판 CFRP 0.9t, 중간판 GA590DP 0.8t, 하판 Al5052-H32 1.5t 의 3겹 조합에 대하여
리벳 길이 및 다이 형상(FM, DZ)에 따른 SPR 접합실험 및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상용 유한요소해
석 프로그램인 ABAQUS/Explicit을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진행하였고, 해석을 통해 예측된 펀치 하중‒
변위 선도, 인터락(Interlock) 및 하판두께(Bottom thickness)를 실제 SPR 실험결과와 비교 검토하여 정립한
유한요소해석기법의 유효성 및 예측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Keywords : Self-Piercing Rivet, Multi-Material, Mechanical Joining, CFRP, Finite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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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해석을 이용한 마찰교반점용접공정의 온도예측
조덕상1 · 김지훈#

Temperature prediction in friction stir spot welding with
upper bound analysis
D. S. Jo, Ji Hoon Kim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emperature in friction stir spot welding with upper bound analysis. This
method is based on the torsional backward extrusion process. The results of friction stir spot welding experiment was
analyzed and compared by two methods. One is upper bound analysis method using velocity filed, and another is Finite
Element analysis with ABAQUS software. In the upper bound analysis, the velocity fields were derived using the dual
stream function. The use of stream functions in performing upper bound analysis has some advantages. The number of
unknowns is reduced, and incompressibility condition is satisfied. Finite Element analysis takes a long time because of
mesh distortion due to tool rotation. Also, the temperature results of the upper bound analysis and Finite Element analysis
were also compared with the Friction stir spot welding experiment using thermocouple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upper bound analysis is more useful and faster than the convent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Keywords : Friction stir spot welding(마찰교반점용접), Upper bound analysis(상계해석), Aluminum alloy(알루미늄
합금), Finite element analysis(유한요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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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탬핑용 비도금 강판의 분위기 제어조건에 따른
산화층 평가
이지호1,2·박남수1·이종섭1·송정한1·진홍교3·배기현1#

Evaluation of Oxide Layer According to the Atmosphere
Condition of Un-coated Boron Steel Sheet for Hot Stamping
J. H. Lee, N. S. Park, J. S. Lee, J. H. Song, G. H. Bae
Abstract
내연기관 자동차의 친환경자동차 전환 가속화로 인하여 주행거리 향상 및 충돌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차체경량화 니즈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초고강도 핫스탬핑 부품의 차체 적용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핫스탬핑용 도금강판 관련 특허문제로 인하여 생산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핫스탬핑용 비도금강판을 활용한 부품 개발이 대안될 수 있다. 하지만 비도금강판
의 핫스탬핑 시 발생하는 산화층으로 인하여 성형성, 용접성, 도장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
화층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공정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도금 핫스탬핑
강판의 산화층 발생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을 정립하고, 산화층 발생 억제를 위한 분위기 제어 방안을 도
출한다. 핫스탬핑 공정 조건을 고려하여 온도 이력을 선정하였고, 글리블 시험기를 이용하여 분위기 제어
산화층 평가 방법을 정립하였다. 또한 공랭 조건에서 마르텐사이트 생성이 가능한 퀜칭속도 확보를 위해
시편 형상을 재설계하였다. 분위기 제어 조건별 산화층 발생 두께를 측정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표면개질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비도금강판의 핫스탬핑 공정 시 산화층 발생 억제를 위한 분위기 제어
방안을 도출하였다.

Keywords : Hot Stamping, Un-coated Boron Steel Sheet, Atmosphere Control, Oxid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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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효과를 고려한 극박 스테인리스 강판의 경화거동
정재봉1 · 파르비즈 카할1, 2 · 김지훈1,#

Hardening Properties of Ultra-thin Stainless Steel Considering
the Surface Effect
J. Jung, P. Kahhal, J. H. Kim
Abstract
Grains on the surface of a sheet metal are less hardened and have less constraints by neighbor grains than grains on the
interior of the sheet metal. This effect makes the surface elements has less yielding stress and hardening properties than
the inner elements. In case of bulk metals, the ratio of the surface is quite small and enough to be neglected, but the thin
and ultra-thin sheet metals have a weighty proportion of the surface region comparing the inner volume. In bending, the
influence of surface effect becomes greater because the deformation is larger at the surface. If the surface effect is
ignored in bending simulation, the bending force would be over-predicted. In this work, 3-point bending and tensile tests
were conducted using the ultra-thin stainless steels having a thickness of 0.2 mm. The developed simulation model
having two sections divided into the surface and interior considering the surface effect was used for calibrating material
properties. The proposed model reproduced the bending behavior of the ultra-thin sheet metal.

Keywords : Stainless Steel, Ultra-thin Sheet, Bending, Surface Effect,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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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표면법, 인공신경망 및 NSGA II를 이용한 TWB 판재
드로잉 공정의 다목적 최적화
파르비즈 카할1,2 ·정재봉1 · 허용찬1 · 김지훈1,#

Multi-Objective Optimization of Deep Drawing of Tailor-Welded
Blank Sheets employing Response Surface Method, Artificial
Network and NSGA II
P. Kahhal, J. Jung, Y. C. Hur, J. H. Kim
Abstract
In this research, the multi-objective optimization of the deep drawing process of tailor-welded blank sheets was conducted.
To minimize fracture and centerline deviation simultaneously, an adjustable drawbead was used and the trajectory was
determined by multi-objective optimization. Response surface model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have been used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rajectory parameters) and objective functions (fracture, centerline deviation). Finite
element analysis is used to simulate the process. The method presented on a cup-shaped workpiece forming tailor-welded
dual-phase steels having a tensile strength of 590 and 980 MPa. The results showed that Artificial Neural Network has better
prediction capability and accuracy. Also, NSGA II was found to be a powerful evolutionary optimization algorithm for
finding the optimums. The proposed method is an efficient and cost-effective solution for determining optimal parameters
and achieving higher product quality without any test and error.

Keywords : Multi-Objective Optimization, Tailor-Welded Blank Sheets, Artificial Neural Networks, Genetic Algorithm,
Forming Limit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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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1180의 성형공정에서 PVD CrN 코팅 금형의 마모 예
측을 위한 유한요소해석
방준호1,2 · 배기현1 · 박남수1 · 이명규2 · 김홍기3 · 남성우4 · 송정한

#

FE-Simulation to predict wear of PVD CrN-coated tools in the
sheet metal forming process of TRIP1180
J. H. Bang, G. H. Bae, N. S. Park, M. G. Lee, H. G. KiM, S. W. Nam, J. H. Song
Abstract
초고강도 강판의 성형공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형 반력으로 인해 금형 표면에 예상보다 이른 마모
를 야기한다. 이러한 금형 표면의 결함은 제품 표면품질, 형상 정밀도, 유지보수비용 및 생산성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금형 관리는 엔지니어의 시행착오와 경험에만 의존하여 신뢰성 있는 금형 관리
가 매우 어렵고, 금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최근 박판성형공
정에서 금형 마모거동을 예측하기 위한 수치해석적 방법론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RIP1180의 성형공정에서 PVD CrN 코팅 금형의 마모거동을 예측하기 위한 해석적 방법
론을 제안하였다. 금형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접촉압력은 FE-Simulation에서 요소 사이즈에 의
존적이다. 요소사이즈가 작을수록 정확한 접촉압력 예측이 가능하지만, 너무 많은 해석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접촉압력에 대한 요소사이즈 민감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요소사이즈를 확인하였다. 이 요소사이
즈를 이용하여 해석모델의 금형 표면에 작용하는 접촉거동을 확인하였다. PVD CrN 코팅 금형의 마모실
험을 통해 얻어진 타수당 마모깊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마모예측모델인 Archard
wear model을 수정하여 금형 마모예측모델을 구성하였다. 이 마모예측모델을 해석모델에 적용하여 PVD
CrN 코팅 금형의 마모를 예측하였으며, 실험과의 비교를 통해 해석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Keywords : 박판성형공정, 금형 마모, 금형 마모예측모델, 접촉압력, 초고강도강판, TRIP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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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영역모델을 이용한 Hybrid composite part의
모드별 계면거동 예측
박준수1 · 류재창1 · 장진석2 · 김재홍3 · 고대철#

Prediction of interfacial behavior by mode of hybrid composite
part using a cohesive zone model
J. S. Park, J. C. Ryu, J. S. Jang, J. H. Kim, D. C. Ko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automotive industry has focused on reducing CO2 emissions through the development of electric
vehicles and the lightweight parts of vehicles according to the strict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each country. A direct
method for lightweight vehicle parts is to use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CFRP) to replace conventional metal parts or
join Steel/CFRP as hybrid composite parts. Hybrid composite parts have superior specific strength, flexibility, and fatigue
strength compared to the existing conventional parts. However,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for these parts, interfacial
failure may be occurred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deformation characteristics, such as springback and thermal
contraction. Therefore, fractures at the interface between dissimilar materials should be predicted to manufacture the
hybrid composite pa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interfacial behavior for hybrid composite parts
manufactured by steel sheet and CFRP. In this study, steel sheet and CFRP were joined by epoxy resin impregnated in
CFRP prepreg during the curing process. Double cantilever beam(DCB) test and end-notched flexure(ENF) test were
performed to obtain various adhesion properties, such as critical energy release rate of Mode I, Mode II(G I, GII) and
critical stress(σmax), respectively. Traction-separation law was used to describe the interfacial behavior between
Steel/CFRP. Also, Finite element(FE) analysis with Cohesive zone model(CZM) was performed to predict adhesive
failure and its results we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ones. Finally, experimental drawing of steel/CFRP hybrid parts,
such as DP980/CFRP and DP590/CFRP hybrid part i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interfacial behavior of steel and CFRP
due to springback. Adhesive failures at the interface of steel and CFRP observed in experimental drawing are
quantitatively compared with those of FE simulation
Key words: Hybrid composite part, Cohesive zone model, Interfacial behavior, Finite element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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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손상 해석을 통한 적층 복합재의 파단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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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ure prediction of laminated composites
through progressive damage analysis
S. M. Lee, H. R. Lee, D. J. Sung, D. C. Ko
Abstract
Composite materials are used in many fields such as aerospace and automobiles because of their high stiffness and high
strength properties. To design laminated composites such as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 (CFRP), it is important to
predict the behavior of the material. CFRP has complex damage mechanisms such as fiber fracture, matrix cracking, and
delamination. In this paper, fracture and delamination of laminated composites were observed through progressive
damage analysis. Progressive damage analysis (PDA) considers the accumulation of damage to the composite material
based on continuum damage mechanics. The initiation of damage to the composite material uses a Hashin damage
criterion which includes four failure modes: fiber tension, fiber compression, matrix tension and matrix compression. The
progression of damage is implemented by the law of damage evolution based on the fracture energy. The delamination is
expressed by the traction separation law and the fracture energy-based damage evolution law and is modeled using a
condensation area model. the three-point bending test was implemented through abaqus, a finite element software, to
investigate the progressive damage behavior, including stiffness degradation, fracture, and delamination of laminated
composites under load.

KeyWords:Progressive damage analysis(PCM), Hashin damage criterion, Delamination, Cohesive zone model (C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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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압 의존 왜곡 경화 모델의 직접 계수 결정법
이신영1 · 김진환2 · Frédéric Barlat#

Direct coefficient identification of pressure-dependent
distortional plasticity framework
Shin-Yeong Lee, Jin-Hwan Kim, Frédéric Barlat#
Abstract
A pressure-dependent distortional plasticity framework [1] was developed recently to consider complex strain path
change and strength differential effects of advanced high strength steels. An inverse identification method [2] was
developed and employed to calibrate the reverse loading coefficients from a tension-compression test. However, the
calibration procedure is still challenging because the optimization methods depend on initial trial coefficients and/or
require complex parameter setting [3]. Therefore, in this study, a direct identification scheme based on the physical
meaning of the coefficients is proposed to overcome these problems. A new direct identification scheme was developed
in this work to calculate all reverse loading coefficients from a tension-compression test. The results of this new
identification were validated by comparison with those of an inverse method in this study.
Keywords : Distortional plasticity; Calibration; Inverse identification; Direct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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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탬핑과 핫 블로우 포밍에 의한 레일루프 사이드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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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of Rail Roof Side by Hot Blow Forming and
Stamping
M. G. Kim, J. C. Ryu, J. B. Hong, C. Y. Jung, J. H. Lee, D. C. Ko
Abstract
Recently the application of aluminum has been studied as a means of lightening the weight for automotive components.
Also hydroforming with reduction of process step and integrated forming of multiple parts has been progressed for cost
reduc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apply aluminum to hydroforming process due to low formability at room temperatu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hot blow forming(HBF) that indicates a high elongation is used and through this process
rail roof side, one of the automotive body parts, can be manufactured from high strength aluminum. In addition HBF has
advantages in uniformity of thickness distribution and superior dimension accuracy for complex shapes. Despite
considerable advantages, HBF has a major defect in productivity owing to its relatively long cycle time. In this study, preforming through stamping process is applied to reduce time that is a disadvantage of HBF. Finite element simulation is
performed for these processe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ocess conditions. In pre-forming step, stamping process is
carried out with blank of aluminum at elevated temperature. From the first process, thinning is predicted and shape of
preform is determined. In HBF step, the preform is pressurized after the tool is heated up to target temperature. As a result
of HBF for process conditions, thinning and thickness distribution is predicted and optimal final shape is identified. In
order to evaluate effectiveness of FE-simulation, its result was compared with experiment.

Keywords : Hot Blow Forming, Stamping, Finite Element Simulation, Rail roof side, Th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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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드 판재를 이용한 파이프 공정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기계적 물성 확보 및 미세조직 분석
원정윤1 · 문찬미1 · 김성웅2 · 이명규#

Mechanical properties and microstructural analysis for finit
e element modeling of Clad piping process
Jungyun Won, Chanmi Moon, Sung-Woong Kim and Myoung-Gyu Lee
Abstract
In this study, mechanical properties and microstructure analyses on the corrosion resistance alloy (C
RA) clad plate are conducted for the use of finite element modeling of JCOE piping process. The s
teel plate consists of thick carbon steel and thin stainless steel as clad sheet. First, the basic plasticit
y properties of both constituent materials are measured using the standard mechanical testing, which
can be modeled through conventional or advanced elastic-plasticity constitutive models. Then, as addi
tional critical mechanical properties, the interfacial mechanical behavior at bonding surface between c
arbon steel and stainless steel is analyzed using a lab-scale T peel test and single lap shear test, wh
ich dominantly present the normal and tangential delamination at the interface.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interface mechanical properties, a hybrid experimental-numerical approach adopting finite elem
ent simulations with the cohesive zone model is employed. Additionally, microstructure analysis base
d on microscopy, EBSD etc. is also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icrostructure near clad i
nterface on the mechanical behavior of the clad plate.
Keywords: CRA cladding, JCOE pipe, finite element analysis, cohesive zone model, microstructur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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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활용한 자동차용 판넬 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
송윤준 #· 박정수1· 최이천1· 곽형식1

Study on the Stiffness Evaluation of Automotive Panels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Y. J. Song,

J. S. Park,

Y.C. Choi,

H.S. Guk

Abstract
Automotive panels need to have a fine appearance and at the same time resist external loads.
When a person leans against a car panel, resistance to hand pressing is required. In general, the
stiffness of the automotive panel is due to the properties of the vehicle body structure, the outer and
inner panel of the finished vehicle after assembly. However, as a component before assembling the
vehicle body, the panels are not in a state of securing rigidity.
Prior to vehicle body assembly, there is a need to secure minimum panel stiffness to prevent
deformation and evaluate the possibility of panel deformation for transfer between dies in the panel
production process, storage after forming, and transfer for vehicle body assembly.
Currently, the standard for stiffness evaluation in finished vehicles is established through dent tests
of the outer panel, but the stiffness standard for non-assembled panels in the production process has
not been established other than qualitative evaluation at the actual panel in the field.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n analytical method and standard to evaluate the stiffness of the
panel through FE analysis before production, and to design the product at a level without problems
during production.
In this study, an FE analytical method for evaluation at the point of production of a non-assembled
panel was proposed, and the criteria for evaluation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judgment of
defects in actual panels. Stiffness evaluation is a qualitative method of evaluating actual panels in the
field, and the panel's dropping, finger pressing, and vibration were implemented by FE analysis.
Through this study, we intend to contribute to the early stabilization of the product by preventing
product change from occurring due to insufficient stiffness after die design.

Keywords : Automotive Panel, Stiffness, F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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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GA Steel 의 동적인장물성/측정 불확도 평가
및 Industry 4.0: 스마트 팩토리
박준용1 ·윤정환1 #

Evaluation of Dynamic Tensile Properties/Measurement Uncertainty for GIGA Steel
and Industry 4.0: The Smart Factory
J. Park1, J.W. Yoon1

#

Abstract
자동차 산업에서 차체의 경량화 기술을 위해 경량 소재의 적용은 필수적이다. 새로운 경량 소재는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GIGA steel은 GPa급 강도를 가지는 고강도 소재로 자동차 차체로
다뤄진다. GIGA steel의 수치 해석에의 적용을 위해 0.001/s ~ 100/s의 변형률 속도에 대한
동적인장물성을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장 물성 측정값의 신뢰도 제공을 위하여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진 응력에 대한 표준 불확도를 평가하였다. 고려된 요인은 로드셀의 불확도,
카메라의 분해능, 신호처리 과정에서의 왜곡, 재현 측정/시험에서의 표준편차 등이 있다. 불확도는 각
변형률 속도에 대하여 평가되었으며, 모두 약 3% 이내의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앞선 연구 결과와 더불어 Industry 4.0: 스마트 팩토리에 대하여 소개한다. 전기자동차의 수요 증가
및 신소재 요구와 같이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에 대처하기 위하여 데이터 생산 과정의 자동화를 통한
빅데이터 확보 및 참조 표준화를 기획하였다. 시편 가공, 실험, 그리고 데이터 처리로 구성된 기존
참조표준데이터의 생산 과정은 전적으로 수동으로 진행되며 한 소재에 대해서 2~3 주의 시간 및 인력이
소요된다. 일련 생산 과정의 자동화를 통해 시간 및 인력의 절약, 빅데이터 확보 그리고 외부 클라우드
컨트롤 접근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빠른 대응을 기대한다.

Keywords: Standard Uncertainty, Dynamic Properties, GIGA Steel, Smart Factory, Automation

1.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KAIST
#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KAIST, Professor
E-mail: j.yoon@kaist.ac.kr

한국소성가공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선형 및 비선형 이방성 경화 거동을 모사하는 구성방정식
을 이용한 스프링백 예측
최현성1 ·남성우2 ·이은호3·송정한4·윤정환1 #

Springback prediction based on constitutive model describing
linear and nonlinear anisotropic hardening behaviors
H. Choi1, S.Nam2, E.H. LEE3, J.H. Song4, J.W. Yoon1

#

Abstract
박판 성형 공정에서 소재의 이방성 경화 거동은 성형 후의 스프링백, 판재 유입량, 귀 (earing) 형상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방성 경화 거동은 선형 및 비선형 경로에 따라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인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박판 성형 공정에서의 스프링백 예측에 있어서 이방성 경화
거동의 정확한 모사는 해석 정확도에 중요한 인자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형 및 비선형 경로에서의
이방성 경화가 스프링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방성 경화 거동을 위해, 고강도 강의 압연 방향
기준 0, 45, 90도 방향에서의 인장 및 인장-압축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Coupled Quadratic-Nonquadratic (CQN) 항복 함수 및 Homogeneous Anisotropic Hardening (HAH) model을 이용하여 모사하였다.
2D U-draw bending을 이용하여 스프링백 예측을 진행하였으며, 시편의 압연 (Rolling), 대각 (Diagonal),
직교 (Transverse) 방향으로 예비 변형률을 가한 후 스프링백 결과 비교를 통해 선형 및 비선형 경로
이방성 경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Keywords: Anisotropic hardening, Proportional loading, Non-proportional loading, CQN, HAH, Spring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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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률 경로 변화에 따른 영구 연화 모델링 및 스프링백
예측에 관한 연구
이진우# · 봉혁종1 · 김대용2· 이명규3

Modeling differential permanent softening under strain-path
change and application to springback prediction
J. Lee, H. J. Bong, D. Kim, M.-G. Lee
Abstract
In this study, a modified distortional hardening model is proposed to capture differential permanent softening (DPS)
under strain-path changes in sheet metals. In the proposed model, the typical anisotropic hardening features such as the
Bauschinger effect, transient behavior, and cross hardening phenomenon can be reproduced as the original HAH model.
The modified HAH (M-HAH) model is implemented in the ABAQUS vis UMAT, and validated well by reproducing the
anisotropic hardening behaviors in the flow stress after differently programmed strain-path changes for several steel
sheets. Finally, the different modeling schemes including the nonlinear kinematic hardening and distortional hardening
models are evaluated by comparing the results of the V-bending springback tests with pre-tensioned specimens.

Keywords : Plasticity, Permanent softening, Strain-path, Spring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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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경화 모델을 이용한 EDDQ steel의
변형경로변화 거동 예측
김지민1, # · 이신영1 · 윤성용1 · 김진환1 · Fr d ric Barlat1

Material Behavior Prediction After Strain Path Change Using
Distortional Plasticity Model and Application to EDDQ Steel
J. -M. Kim, S. -Y. Lee, S. -Y. Yoon, J. -H. Kim, F. Barlat
Abstract
During a sheet forming process, each material point undergoes a specific loading history depending on its position in
the blank. Some points are subjected to proportional loading while others are subjected to more complex loading historie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model that can accurately predict both proportional and non-proportional loading behaviors
lead to better forming simulation results. In this study, a distortional plasticity model, namely, the so-called
Homogeneous Anisotropic Hardening (HAH) model, is employe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forming simulations. The
Yld2000-2d anisotropic yield function, with Hockett-Sherby monotonic hardening function, and the most recent version
of HAH are employed to predict the behavior of a mild steel after strain path change (SPC) experiments. The target SPC
is composed of two uniaxial tension tests in sequence, the first is uniaxial tension in the rolling direction (RD) and the
second is uniaxial tension in a different direction at a certain angle from the RD. The extra deep drawing quality (EDDQ)
steel was tested in this study, which is a traditional forming quality steel. Experimental SPC data and results predicted
using the most recent HAH model are compared with each other in this study.

Keywords : Homogeneous Anisotropic Hardening (HAH) model; Yld-2000 2d; mild steel; strain path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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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엔진용 초내열합금 소재 형단조 및 자유단조 기술
개발
정상우1 · 조재현1 · 권태혁1 ·

Development of mold forging and free forging technology for manufacturing
super alloys aviation engine parts
S.W. Jeong, J.H. Cho, T.H. Kwon.
Abstract
항공 엔진용 블레이드(Ti-6AL-4V) 및 터빈프레임, 블리스크, 베어링 Sump(Inconel718/625)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제품 형상이 난해하고 자유 곡선 등의 구성으로 인해 제품 형상 가공에 어려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 형단조를 통해 제품의 조직 및 형상 제어로 제품을 제작함으로써 제품의 조직
의 결정립도 등이 상승하게 된다.
초내열합금의 형단조 및 자유단조 공정 설계 및 단조 제조 Process 최적화를 통해 핵심 공정을 제외한
불필요한 공정을 줄여 제품 생산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추가로 공정 최적화 설계를
통한 시제품 제작에 따른 높은 원소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형단조 및 자유단조에 따른 기계적 특성 및 미세조직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형단조 및 자유단조 공정 설
계에 반영하여 제품 형상에 맞는 단조 방법을 선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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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718 니켈기 초내열합금 제조공정에 대한 고찰
김진혁1 · 장대건1 · 신정호1 · 송영석#1

A Study on Manufacturing Process of High Purity Alloy 718
J. H. Kim1, D.K. Jang1 , J. H. Shin1 and Y. S. Song#1
Abstract
Alloy 718 은 니켈-철기(Ni-Fe based) 석출강화형 초내열합금이다. 우수한 고온강도, 가공성과 용접성을
확보하도록 Nb 을 첨가하여 개발된 고강도 내열소재이다. 기지는 FCC(Face Centered Cubic)조직이며 주
강화상은 Ni3Nb 조성의 디스크형상의 γ″상으로 기지와 정합관계를 갖는 DO22 (Ordered bct)결정구조로
석출한다. Ni3(Al, Ti)조성의 γ´상은 구형의 미세한 석출물로 L12 결정구조(Ordered FCC)를 갖으며, 기
지와 정합관계로 석출한다. 본 합금에서는 Al 과 Ti 이 상대적으로 적어 γ´상이 미량 석출하기 때문
에 보조강화상으로 역할을 한다. γ″과 γ´의 부피분율의 합은 20%정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주요
화학 성분인 Cr, Mo, Nb, Al, Ti 등은 응고과정에서 수지상의 전단부에서 편석도가 심한 특성을 보인다.
주요성분의 편석이 심하게 발생하면 γ″과 γ´의 부피분율의 합이 작아지게 되고 합금설계시 목표로
했던 특성이 발현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편석도를 최대한 제어하기 위해서는 Double
Melting(VIM-ESR/VIM-VAR)또는 Triple Melting(VIM-ESR-VAR)공정이 최종부품의 요구특성에 따라 선별
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으로 운전조건이 엄격한 조건에서 노출되는 관계로 고온에서 크리프 특성
이 중요하며 As, Sb, Sn, Pb 등 Trace 원소의 제어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열기계적 피로
특성도 요구하므로 개재물의 크기와 양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lloy 718 합금의 제조공정에 대해 고찰하고 편석과 개재물 잔존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정개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Keywords : Alloy 718, Superalloy, VIM, ESR, VAR, Cr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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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티타늄 합금 단조품의 열간 형단조 공정 개발
송민철# · 정성은1 · 박연구1 · 조재영1 · 원종철1

Development of Hot Closed-die Forging Process
for Large-size Titanium Alloy Forged Products
M. C. Song, S. E. Jeong, Y. K. Park, J. Y. Cho and J. C. Weon
Abstract
Titanium alloy is widely used in aerospace and medicine application due to the high specific strength and
excellent corrosion resistance. Isothermal forging is required to obtain the sound surfac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itanium alloy because of the limited forging temperature range and poor formability. The process
design of the hot closed-die forging for Titanium alloy was conducted in this study. The design of preforms and
dies for the products with various shapes was carried out to secure the target dimensions under the limited press
capacity. The results of process design were verified preliminary through the coupled temperature-deformation
analyses for the hot closed-die forging of Titanium alloy. Proper die temperature and transfer time of preforms
for the isothermal forging were investigated by real-time heat transfer analyses. The heating methods for dies and
coating of preforms to protect contamination during heating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temperature behavior
of preforms. The suggested process design will be verified by a real-size test forging for Titanium alloy.

Keywords : Titanium Alloy, Isothermal Forging, Hot Closed-die Forging, Coupled thermal-deform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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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rse Analysis 기법을 통한 Inconel 718 소재의 열간 물성
최적화
임형철1 · 천세환1 · 최병진1 · 강종훈2 · 최창혁#

Optimization for Flow Stress of Inconel 718 through The
Inverse Analysis Method
H. C. Lim, S. H. Chun, B. J. Choi, J. H. Kang, C. H. Choi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optimize the high temperature flow stress of Inconel 718 through the inverse analysis
metho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material can be obtained through the tests such as tensile test, compression test,
banding test etc. In particular, one of the methods for obtaining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 at high temperatures
is the gleeble compression test. As current flows to the specimen, the specimen is heated by electrical resistance. After
heating, the specimen is deformed by compressing it to obtain the data results of displacement-force.
However accurate material properties cannot be derived because of test error such as the barreling caused by the
friction force, the variation of strain rate during the deformation and the temperature deviation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specimen. Therefore in this study FE analysis of the high temperature gleeble tests and the optimization
through the inverse analysis method were carried out to obtain more accurate flow stresses of the Inconel 718. The
thermo-electro-mechanical solver of FORGE NxT software was used to implement the gleeble test as the FE
simulation. And the optimizations were performed to reduce the error rate by comparing the displacement-load results
in the simulation with the gleeble tests. So when the optimization of the Inconel 718 was applied, the error rate has
decreased about 30 percent compared to before the flow stress optimization.

Keywords : Inverse Analysis, Optimization, Inconel 718, Flow Stress, Finite Element Method, High Temperature Gleeb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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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간 단조용 니켈 초내열합금의
고온변형거동 및 미세조직 변화 분석
윤은유1# · 성상규1 · 강현준1 · 이영선1 · 우영윤1· 이 성2

High-temperature deformation behavior and microstructure
evolution of nickel-based superalloy for hot forging
E. Y. Yoon, S. G. Sung, H. J. Kang, Y. S. Lee, Y. Y. Woo, S. Lee
Abstract
The nickel-based superalloy Inconel is widely used as a heat-resisting material in aeroengines due to superior high
temperature performance. The components in aeroengines are subjected to a complex combination of elevated
temperatures, high stress, and extreme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this superalloy, controlling the hot working process
to attain a uniform microstructure were very important. The Ni-based superalloy contains many alloying elements, which
result in the difficulties in the hot working process with controlled microstructures. Therefor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hot deformation behavior of Ni-based superalloy for the design and optimization of the hot working
process control is essential.
In this study the changes in microstructure induced by high temperature forming process and their influence on
flow stress of hot isostatic pressed Ni-based superalloy as revealed by constant strain rate compression tests were
discussed by numerical analysis. The Flow stress hardening could be explain with grain growth and accumulation of
dislocations. Moreover flow stress softening could be explain with grain size refinement involving dynamic
recrystallization. The results were used to construct a processing map, on which the dominant deformation mechanisms
were identified.
Furthermore increasing temperature and reheating according to the multi-stage process are necessary to obtain good
forging properties. However, grain growth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heating affects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accordingly,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microstructure and the mechanical properti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reheating is required. Therefore, the difference in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reheating and effective strain was analyzed.

Keywords: Ni-based superalloy, hot forging, mechanical properties, microstucture, deforma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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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내열합금의 열간 단조 및 링 롤링 공정 설계에
대한 연구
최창용1 · 이상호1 · 박희상1

A Study on the Design of Hot Forging and Ring Rolling
Process of Superalloy
C. Y. Choi, S. H. Lee, H. S. Park
Abstract
열간단조는 재결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여 실시하는 단조공법으로서 초내열합금(Ni-Base Alloy) 소재와
같이 열팽창 계수가 낮고 성형 중에 석출물의 생성에 의해 내충격성이나 파괴인성이 급격하게 저하되므
로 대부분의 성형은 1000 ℃ 이상의 온도에서 열간 단조 가공에 의해 이루어진다. 항공 산업용 링밀 단조
제품의 경우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형 공정에서 발생하는 결육, 미압착, 치수 부정확
예방 등의 공정 제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내열 합금의 가열온도, 성형온도, 압력조
건 등의 단조 공정 조건 설계에 따른 미세조직, 인장강도, 고온인장강도, 충격흡수에너지 등의 기계적 물
성과 제품 결함 특성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미세조직의 균일화와 고품질의 열간 단조품 제조 공
정 기술 확보를 통한 항공, 원자력 산업군에 신뢰성 있는 제품 개발을 개발하고자 한다.

Keywords : Forging, Ring Rolling Press, Forging Process, Hot deformation behavior, Super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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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내열합금 Alloy718의 단조공정에 따른 미세조직변화
김진혁1 · 권순일1 · 최상민1 · 송영석1 · 신정호#1

Microstructure Evolution of Alloy 718 During Forging Process
J. H. Kim1 , S. I. Kwon1 , S.M. Choi1 , Y. S. Song 1 and J. H. Shin#1
Abstract
Alloy 718 은 니켈-철기(Ni-Fe based) 석출강화형 초내열합금이다. 우수한 고온강도, 가공성과 용접
성을 확보하도록 Nb 을 첨가하여 개발된 고강도 내열소재이다. 기지는 FCC(Face Centered Cubic)조직
이며 주강화상은 Ni3Nb 조성의 디스크형상의 γ″상으로 기지와 정합관계를 갖는 DO22 (Ordered bct)결
정구조로 석출한다. Ni3(Al, Ti)조성의 γ´상은 구형의 미세한 석출물로 L12 결정구조(Ordered FCC)를
갖으며, 기지와 정합관계로 석출한다. Alloy718 은 650℃ 온도까지 고온에서 강도, 크립특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부식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가스터빈, 로켓엔진 그리고 발전설비의 주요 보안부품에 널
리 적용되고 있다. 고온에서의 강도와 크립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미세균일한 결정립을 갖는게
중요하다. 하지만 Alloy718 은 미세조직 제어를 위한 열간소성가공 온도범위가 매우 좁고 열간변형시
온도 저하에 따라 고온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성가공 설비에 따른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균일 미세조직 구현을 위한 생산공정의 최적화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Alloy718 의 균
일한 미세조직을 만들기 위한 최적단조방안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Keywords : Alloy 718, Superalloy, Fine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ies, Fo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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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 모델을 활용한 초내열합금의 열간 변형 거동
예측 연구
신다슬1 · 김두희2 · 윤준석1 · 김민호1 · 신정호3 · 김동화4 · 이광석#1

Predicting Hot Deformation Behavior of Superalloys by
Artificial Neural Networks
D. S. Shin, D. H. Kim, J. S. Yoon, M. H. Kim, J. H. Shin D. H. Kim and K. S. Lee
Abstract
The prerequisite for exploiting the hot working process is the thermomechanical gleeble test to investigate the hot
deformation behavior before conducting the process. This is no easy task, since the gleeble test is costly and time
consuming with regard to the various parameters such as temperature, strain rate, and compression ratio. Here, we
develop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Ns) model to predict the flow stress of the superalloys under the hot
deformation conditions. This model shows the accurate predictive performance, and also enables the identification of the
flow stress for the unknown test conditions via a specific recommender system. We deem our approach applicable for
every material class and also possible to extend it to develop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 to yield the optimum
parameter set in the hot working process.

Keywords : Artificial Neural Networks, Processing map, Hot deformation behavior, Super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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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N 모델을 활용한 초내열합금의 성형성 연구
안소현1 · 이광석1 · 신다슬1 · 안홍2 · 송영석3 · 김유일4 · 윤준석1,#

Study on Formability of Superalloys using GTN Model
S. H. An, K. S. Lee, D. S. Shin, H.An, Y. S. Song, Y. I. Kim, J. S. Yoon
Abstract
Forming limit diagram (FLD) is widely used to predict crack and failure of sheet metal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In this study, bulge tests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formability of Hastelloy-x through the FLD. Hastelloy-x is
commonly used for aircraft, furnace, and chemical process components due to its excellent oxidation resistance and hightemperature strength. Based on the bulge test results, numerical simulations were performed using the GTN plasticity
model. All parameters of GTN model were determined by comparing the experimental result. The obtained parameters
can be used to predict the formability of sheet metal undergoing severe deformation processes in aircraft and gas turbine
engine manufacturing.

Keywords : GTN model, Hastelloy-X, FLD, FE simulation, Bul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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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엔진용 STS 321 스테인리스강의 고온 성형성 평가
조평석1 · 한찬별1 ·송영석2 · 이동근#1

Evaluation of High Temperature Formability of STS 321 Alloy
for Airplane Engine
P. S. Jo, C. B. Han, Y. S. Song, D. G. Lee
Abstract
고온, 고압의 환경에 노출되는 항공 엔진시스템의 재료로서 사용되는 STS 321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변
형속도 및 온도 변화에 따른 고온압축특성을 평가하여 재료의 고온 소성변형거동을 이해하고 DMM과
Ziegler의 Continuum Criteria을 활용하여 변형공정지도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소성변형유동의 안정
및 불안정 공정 조건을 분석하였다. 또한 고온 소성변형거동을 미세조직학적 변화 및 기계적 특성과 상호
연계하여 이해하고, 최적의 고온 단조성형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Keywords : STS 321, High Temperature Compression, Flow Stress, Processing Map

1.

서론

높은 출력 대비 가벼운 엔진의 개발은 우수한 성능의 항공기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엔진 시스템에 적용
되는 소재는 고온, 고압의 환경에 노출되며 이에 따라 비강도가 우수하고 내열성이 뛰어난 소재의 개발이
대두되고 있다. 주로 타이타늄 또는 니켈 기반의 초합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높은 가격과 용접성,
가공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스테인리스강도 사용되고 있다. STS 321 합금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으로 고온 고압의 시스템의 재료로서 많이 사용된다. Ti의 첨가로 크롬 카바이드의 형성을 억제, 고온
에서의 입계 부식 저항성을 가지며 크리프 저항성이 우수하다. 본 연구에서는 STS 321 합금에 대해 800℃
이상의 고온에서 압축 실험을 수행하였고 Flow stress, Processing map을 도출 하였으며 이에 따른 고온
변형 거동을 분석 하였다.

2.

실험방법

Φ40의 STS 321 봉재를 길이 방향에 수직인 단면으로 절단하고 4등분 한 후 mounting을 진행하여 미세조
직을 관찰하기 위해 #200~#2000의 마크로 연마와 6, 3, 1㎛의 마이크로 연마를 진행하였다. 정밀 연마한
후 60ml의 염산(HCL)에 20ml의 질산(HNO3)을 혼합하여 에칭하였고, 광학현미경을 사용하여 X50 ~ X1000
배율로 미세조직을 관찰 및 SEM-EDS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상온에서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커스 경도 시험 및 상온 인장시험을 진행하였다. 비커스 경도 시험은 시편의 중앙에서 외각 방향으로
500gf을 15초동안 유지하여 측정하였으며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평균을 계산하였다. 상온 인장시험은
ASTM E8/E8M -16a에 따라 그립부 Φ10, 표점거리 24mm 측정부 직경 Φ6의 인장시편 규격으로 가공하여
strain rate 10-3/sec로 진행하였다. 또한 고온압축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봉재의 길이 방향에 평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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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10*15mm의 압축시편을 가공하여 7개의 온도 조건(800℃, 850℃, 900℃, 950℃, 1000℃, 1050℃, 1100℃)
과 4개의 변형률 속도 조건(5x100/sec, 1*100/sec. 1*10-1/sec, 1*10-2/sec)에 따라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Flow stress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변형속도민감도(m)을 구할 수 있고 m = (∂lnσ/ ∂ln𝜀̇) 𝑇,𝜀 과 같이 표
현된다. 고온에서 재료에 가해지는 소성변형에너지는 파워분산자(power dissipator)인 J co-content로 분
산되고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에너지 분산효율(efficiency of dissipation; 𝜂)을 도입 하였고
𝜂 = 𝐽/𝐽𝑚𝑎𝑥 = 2𝑚/𝑚 + 1로 표현된다. 에너지분산효율은 변형률 속도와 변형 온도 평면 위에 삼차원의 등고
선(countour) 형태로 표현되며 에너지분산효율이 높은 영역에서는 재료의 동적 변형이 쉽게 일어나고 낮
은 영역에서는 불안정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에너지 분산효율이 높은 영역에서도 변형이 일어나는 양상에
따라 동적 변형이 불안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Ziegler는 Continuum Criteria로 소성불안정인자(𝝃(𝜺̇ ))
를 도입한 불안정성의 원리(instability criterion)를 이용하여 분리비교 하였다. 소성 불안정인자는
𝝃(𝜺̇ ) = ∂ln[m/(m + 1)]/ ∂ln𝜀̇]로 표현되고 𝝃(𝜺̇ ) + 𝒎 < 𝟏인 구간은 소성 불안정구간으로 표현된다. 에너지
분산효율 평면 위에 소성 불안정구간을 나타내어 공정지도(Processing Map)를 작성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온변형거동을 분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미세조직 관찰 결과 시편 내부에서 사각형 모양의 TiN 개재물을 확인하였다. TiN은 STS 321합금에 첨가
된 Ti가 강 내부에 존재하는 N과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비커스 경도시험 결과 봉재의 중심부부터 외곽
부 까지 평균경도 192 Hv로 균일하게 측정되었다. 상온 인장 시험 결과 항복강도 평균 209MPa, 인장강도
평균 630MPa을 나타내었으며 연신율은 72%를 나타내었다. 고온압축 실험 결과 변형률 속도가 증가하면 고
온 압축 강도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온도조건이 상승하면 압축강도는 하락하였다. 800℃,
5x100 조건에서 391MPa 고온 압축강도를 나타내었고 1100℃, 800℃, 1x10-2 조건에서 30MPa의 고온압축강
도를 나타내었다. 공정지도상의 불안정 구간에서 실험이 진행된 시편은 압축 후 육안으로 나타날 정도의
균열, 공동 등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72%의 연신율을 나타낸 본 소재의 특성 때문이다.

4.

결론

STS321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800℃ 이상의 고온에서 압축 실험을 수행하였고 상온에서의 기계적 특성과
고온에서의 변형거동을 연관 지어 설명 하였다. 또한 작성한 공정지도를 바탕으로 고온에서의 소성변형
안정 구간과 불안정 구간을 특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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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조 센서를 활용한 냉간 다단단조
금형의 파손 모니터링 및 분석
강성묵

＃1

· 강기주1 · 염승록1 · 이광희1 · 김진용1

Monitoring and Analysis of die fracture for cold forging
Machine using piezo-sensors
S. M. Kang, K. J. Kang, S. R. Yeom, K. H. Lee, J. Y. Kim
Abstract
냉간 다단 단조(Multi-stage cold forging) 설비에서 단조 금형 수명 파손을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하여 설비 비가동, 금형 파손 Trouble로 인한 설비 데미지 감소 및 생산력 증대를 위
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압조센서(piezo-sensor)를 기존의 펀치블록과
다이블록 내부에 장착하여 금형 파손에 대한 모니터링 성능을 평가하였다.
Keyword: Cold Forming Process, piezo sensors, Tool life, in-situ monitoring, Die block

1.

서 론

냉간 단조(Cold Forging)는 금속 소재를 재결정 온도 이하의 온도 또는 상온에서 금형 등으
로 압력을 가해 소성 변형시킴으로써 원하는 형상의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다. 냉간 단조로 형
성된 제품은 단류선이 연속적이고 조직이 치밀해 주조 기술로 제조된 제품보다 강도가 뛰어나
고, 비교적 높은 치수 정밀도와 부드러운 표면의 제품 제작이 가능하다[1~3].
이러한 냉간 단조(Cold Forging)에 많이 사용되는 냉간 다단 단조기(Multi-stage cold forging)
는 일정한 형(틀,금형)을 장착하여 고속으로 제품을 만들어 내는 단조 설비이며 본 연구에서는
압조 센서를 설비에 설치하여 금형의 파손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였다.

2.

실험방법

냉간 다단 단조기(Multi-stage cold forging)의 펀치블록 및 다이블록에 각각 압조 센서(Piezosensors)를 설치하여 펀치와 금형 타격시 발생하는 성형하중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모니터링
장치에서 금형의 파손 여부를 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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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stem summary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진행한 냉간 다단 단조기(Multi-stage cold forging)의 금형 수명 파손 모니터링
결과 다음과 같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① 펀치공구의 파손 신호 분석 결과 설비 Trouble에 해당되는 공구 파손은 모니터링으로
검출 가능하나 미세한 공구 파손의 경우는 미 검출됨.
② 금형공구의 파손 신호 분석 결과 설비 Trouble에 해당되는 공구 파손 및 제품 형상불량
은 모니터링으로 검출 가능함. 미세 파손의 경우는 분석 진행중이며 가능성을 확인.
③ 금형부 성형하중의 전기 신호를 압조 하중으로 정량화하는 연구를 진행중임.

Fig. 2 punch test result

Fig. 3 die test result

4.

Fig. 4 load profile

결 론

본 연구에서 진행한 펀치블럭과 금형블럭의 압조 센서(Piezo-sensors)를 활용한 냉간 다단
단조기(Multi-stage cold forging)의 금형 파손 모니터링은 금형 파손 정도에 따라 검출 가능 유,
무가 확인되었으며 설비 Trouble에 해당하는 금형 파손의 경우는 검출 되었다. 또한 금형블럭
의 하중 정량화를 현재 연구중이며 성과에 따라 금형의 미세 파손 검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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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간 단조 공정 적용 WC-Co계 초경 금형의 균열 가능 영역 분석
류성현1, 조무근2, 김경일3, 이광희4, 조규섭5, 노우람#

Potential damage region of WC-Co cemented carbide during
cold forging process
Seong Hyeon Ryu, Mu Geun Jo, Kyung Il Kim, Kwanghee Lee, Gue Serb Cho, Wooram Noh
Abstract
The potential damage region of a WC-Co cemented carbide die is investigated for cold forging process of a wheel-nut
by numerical simulation with its microstructure considered. The damaged cemented carbide is metallographically
examined by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The size and the distribution of the WC carbide is analyzed for clarifying
root cause of crack occurrence observed in the forging process. Numerical simulation calculates internal stress, especially
for the WC-Co die, during the forging process. Finite element model is established for simulation of the forging process,
in which the elasticity and the elastic-plasticity are applied for the WC-Co die and the rest of constituent forging parts
including bulk steel, respectively. This stress analysis enables to distinguish the potential damage region of the WC-Co
die that is the same as the region marked by crack area of the WC-Co die after fatigue failure. Furthermore, effect of
chemical composition of the WC-Co is evaluated on characteristics of potential damage region of the die with variance of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considered.

Keywords : Cemented carbide, Microstructure, Mechanical behavior, Die crack, Cold fo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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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간단조 금형 압입 공정에 따른 예압력 분석에 대한 고찰
김경일1 · 노우람1 · 조규섭1*

A Study on the Analysis of Preload Stress
according to the Cold Forging Mold Press-in Process
K. I. Kim, W. R. Noh, G. S. Cho
Abstract
냉간단조용 금형의 수명을 예측하고 연장시키기 위한 방법이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냉간단
조의 지능화를 위한 금형수명의 평가 및 예측에서 시뮬레이션분석은 필수적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은 실험에서 나오는 예압력 및 여러 물리적인 값들을 정확히 측정하여 시뮬레이션에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경을 외부링에 압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압력이 금형수명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어 XRD, indentation, hole drill 실험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초경이 금형의 외부링에
압입될 때의 예압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가장 신뢰성 있는 예압력 측정 방법을 도출하고
각 측정방법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Keywords : X-ray diffraction, Indentation, Cold forging, Hole drilling

1.

서론

4차산업혁명에 맞게 최근 냉간단조의 지능화를 위한 금형수명의 평가 및 예측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초경과 외부링을 모델링하고 이를 압입
하여 실제 금형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받는 응력을 계산하여 금형수명을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 기본적으로 재료의 물성 및 예압력이 입력데이터로 들어
가야 하는데 재료의 물성은 실험을 통해 얻기 쉽지만 예압력은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예
압력은 초경소재의 잔류응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확한 측정이 더욱 강조된다. 본
연구에서는 XRD, indentation 그리고 hole-drill 시험을 통해 초경과 외부 링의 압입시 걸리는 예
압력을 측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하여 정확한 예압력을 평가 후 앞서
실험에서 나온 값과의 비교를 통해 측정방법에 따른 정확성과 한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에 사용한 금형은 SM8으로 WC-Co초경소재를 활용하였으며 외부링의 경우 일반적인
스테인리스스틸을 사용하였다. 우선 첫째로 XRD를 이용하여 외부링의 내부 원에서 3mm, 7mm
떨어진 곳을 원주방향과 반경방향에 대해 각각 잔류응력을 측정하였으며 추가로 초경을 압입한
후의 금형에 대해서도 같은 위치에서 잔류응력을 측정하여 그 값의 차이를 계산하여 예압력을
확인하였다. 두번째로 AIS-3000장비를 사용하여 Vickers micro indentation실험을 수행하였으며
100kgf의 하중을 일정하게 주며 Load-Depth 그래프를 이용하였다. 또한 indent mark의 넓이를 광
학현미경을 이용해 측정하고 Oliver-Pharr equation을 활용하여 금형의 가공별 상태에 따른 잔류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공정소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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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ll 시험을 진행하여 각 점에서의 잔류응력값

을 측정하였다.
(a)
1.

(b)

Fig. 1 mold condition; (a) WC-Co tip & steel ring (b) only WC-Co tip.

3.

결과

금형의 가공상태에 따른 indentation 그래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초경을 외부 링에 압입하
기 전과 후의 하중-깊이 관계를 이용하여 그 값의 차를 계산하여 예압력을 계산하였다.

Fig. 2 Indentation result of (a) G5 mold and (b) G8 mold

Hole drill시험의 경우 앞서 진행한 XRD와 Indentation의 비파괴 방법이 아닌 구멍을 뚫으면
서 응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나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만큼 앞서 나온 실험에 비해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최종적으로 6개의 스트레인게이지
를 이용하여 압입을 진행하며 실시간으로 받는 strain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계산하여 정확한
예압력을 구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냉간 단조용 금형의 예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총 3가지의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한 실시간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각 시험의 장단점을 도
출하였다. 이를 통해 어떤 각 상황에 맞는 시험방법을 도출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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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modulus using load and displacement sensing indentation experiments”, J. Mater. Res., Vol. 7, No. 6
1565-1583
[2] M.T. Attaf, 2004, “Connection between the loading curve models in elastoplastic indentation”,
Materials Letters 58 3491–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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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간단조 금형의 구조해석을 통한 금형 파손 분석
정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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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analysis through structural analysis of cold forming die
H. Y. Jeong, K. J. Kang, S. R. Yeom, K. H. Lee, J. Y. Kim
Abstract
냉간 다단 단조 수행시 일정한 단수의 금형이 파손되는 원인을 규명하고, 금형의 수명을 예측
하고자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파손형태를 보이는 금형의 구
조해석을 수행하여 응력 분포를 확인하고 실제 현장과 비교하여 해석적 접근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Keyword: Cold Forming Process, Finite Element Method, Tool life, Structural analysis

1.

서 론

냉간 단조 금형의 수명은 파괴, 마모, 소성변형 등에 의하여 좌우된다. 여러 이유 중에서도
파괴에 의해 수명을 다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단조 작업 중 금형의 파손은 불량품의 양산으로
이어지고, 예상치 못한 금형의 교체작업으로 인하여 생산성에 불이익을 미친다. 또한 작업자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현장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단조 공정에서 금형의 수명을 예측하고 사전 대응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오래된 숙원
과제였다. 그러나, 금형의 파괴는 금형의 소재, 예응력 부과 정도, 단조 공정의 설계, 마찰에
의한 소착현상, 제작과정, 여러 기기에 운용된 이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사전
예측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금형의 파괴 후 분석되는 평균수명에 기반한 수명관리에 주로 의
존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금형 파괴의 메커니즘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와 금형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진행되면서 수명예측에 대한 이론
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Joun 등이 금형의 구조해석을 위하여 단조시뮬레이터 AFDEX와 연계해 개발
한 AFDEX/DIE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1,2] 자동차용 휠 너트 냉간단조 공정 중에서
발생한 금형의 파괴 원인을 규명하고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2.1

냉간단조 금형의 파손 사례

자동 다단 냉간단조 공정에 의하여 제품을 제작시, 금형의 바닥면이 일정하게 파손되는 사례
가 존재한다. Fig.1은 자동 다단 냉간단조 공정 중 금형의 바닥부분이 파손되어 제품에 덧살 형
태의 성형불량이 발생된 모습과 파손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상기와 같은 현상은 반복적인 양상
을 나타내어 금형 구조해석을 통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진행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하였다.

2.2

단조 공정의 시뮬레이션

선술한 내용에 대한 분석을 진행코자 단별 금형을 실제 현장에서 사용중인 공구와 동일하게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이후 단조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성형해석을 수행하였고, 그로부터 제공
받은 반력을 통하여 금형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Fig.2는 파손현상을 보이는 금형에 부하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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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analysis through structural analysis of cold forming die

유효응력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Fig. 1 Type of failure

Fig. 2 Von Mises stress of die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금형구조해석 결과 금형이 파손된 위치와 동일한 지역에 걸쳐 매우 큰 값
의 유효응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부터 파손이 유발되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
다. 또한 금형 파손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정량적 접근 방식으로 유한요소 해석법의 적용이 타당
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일정하게 파손이 일어나는 금형의 응력데이터를 취하고자 하였다. 응력분포를 확
인하기 위하여 3D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현장과의 비교결과 금형 파손위치에 대한 상관
관계를 분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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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트 냉간단조 금형의 수명에 미치는 주요 인자의 분석
변종복1 · 지수민1 · 전만수1#

Major factors affecting die life in nut cold forging
J. B. Byun, S. M. Ji, M. S. Joun
Abstract
In this study, shearing process is investigated in terms of die life in automatic multi-stage cold forging of a nut.
Because of short billet, the entire shape change during shearing of the straightened wire coil occurs, which cause the
unbalance of mass center of the material and unstable placement on the die. These are the sources of the mechanical
unbalance, leading to the unpredicted premature die fracture.
Keywords : Die fatigue fracture (금형 피로파괴), Shearing (전단), Unsymmetric plastic deformation (비대칭 소성변형)

1. 서론
재료의 전단은 소성가공에서 매우 중요한 요
소 중의 하나이다[1]. 너트와 같이 짧은 재료의
자동다단 냉간단조에서 전단은 매우 중요하다.
짧은 재료의 전단에서 근본적으로 소재 전체의
영역이 다소의 소성변형을 받으며, 대칭성을 유
지할 수 없다. 이것은 소재의 안착을 불가능하
게 한다. 이로 인해, 성형 중 소재의 기울어짐이
발생하고 소재의 무게중심이 단조 중에 심하게
움직이게 된다.
최근 전단공정의 공학적 해석 기법이 개발되
었다[2].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활용
하여 이러한 전단공정이 미칠 수 있는 금형의
수명 등에 관하여 해석적으로 고찰하였다.

2. 소재의 전단과 무게 중심의 변화
Fig. 1은 전단공정의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이것은 연성파괴 이론에 근거하
여 해석한 것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공정의 특징
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재료의 화학적 조
성이나 전처리 상태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조에서 지향하는 동일 조건을 유지하
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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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상국립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학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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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predictions and experiments
Fig. 2는 단조공정 중 소재의 형상 및 자세 변
화 이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재료는 공정 중 기울어졌다가 스스로
자세를 바로 잡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단조공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
한 운동은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반의 성
형하중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성형 초반의 불안정성을 의미한다.
y
x

y
z

Fig. 2 History of orientation and deformation

후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소재핵심 기
술개발-첨단뿌리기술(과제 번호: 20003950)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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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orming load with early stroke
[2]

Fig. 4 는 Fig. 1 에서 획득된 소재를 너크 단조
공정에 투입하여 해석한 결과 중에서 질량중심
이동 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하중과 금
형의 응력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파단은 재료의 화학적 조성이나 전처리 상태
에 민감하다. 따라서 전단된 재료의 상태를 어
떻게 통제하고, 파단 형상의 변화를 어떻게 흡
수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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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vement of x-coordinate of mass center

3. 결론
이 연구에서는 너트와 같이 높이가 작은 단조
공정에서 전단공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짧
은 빌렛의 전단 시에 형상의 심한 변화는 단조
공정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불리하다. 변화하
는 초기 형상은 금형에 국부적인 과다 응력을
부과하거나 편하중을 야기시켜 금형의 수명을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전단품질의 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불
가피한 전단된 소재 형상의 영향을 흡수하는 후
속공정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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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5C의 DSA 현상의 정량화 및 응용
이현준1· M.K. Razali2· 변종복2· 지수민2·전만수2#

Quantification of DAS of S25C and its application
H. J. Lee, M. K. Razali, J. B. Byun, S. M. Ji, M. S. Joun
Abstract
In this study, a mathematical model of S25C with an emphasis on dynamic strain aging (DSA) is introduced and its application is made to an automatic multi-stage cold forging process of a nut. The quantification of the experimental flow stresses
obtained at sample strain rates and temperatures is made using an optimization scheme of minimizing the error, which
exhibit distinct DSA. The optimization problem is formulated as a min-max problem.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average
and maximum error rates are reduced to 1.4% and 6.1%, respectively.
Keywords : Dynamic strain aging, S25C, Cold forming, Strain rate, Temperature, Non-isothermal analysis

1. 서론
복잡한 형태의 유동응력을 표현하는데 있어, 구
간함수의 사용이 편리한다. 이에 반해 닫힌 형태
의 유동응력 수식은 적용성의 한계가 있지만, 실
험적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영역을 위한 외삽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동적변형시효의 특성을 지닌 S25C는 냉간소성
가공의 온도 범위에서 복잡한 유동 특성을 지닌
다. 이것은 구간함수를 사용하면 쉽게 표현되지만,
구간함수 표현법은 실험결과를 가진 영역내에 대
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압축시험에 의하여 획득
될 수 있는 변형률의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므로
외삽은 불가피하다[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DSA를 감안한 유동 함
수를 이용하여 냉간단조 공정의 적용을 목적으로
S25C의 유동응력의 정량화와 적용을 실시한다.
2. 유동응력식
Fig. 1은 S25C의 유동응력 곡선의 예이며, 전
형적인 DSA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2]. 이러한
유동응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DSA의 영향을 분리
한 다음의 표현 방법을 Lee 등[3]이 제안하였다.

Fig. 1 Flow stresses of S25C at 1/s

여기서 𝜎1 과 𝜎2는 각각 상태변수와 DSA의 영향
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𝛽2
𝑇 𝛽3

(2)

𝜎1 = 𝑌𝐵 (1 + 𝛽1 𝑇 + 𝛽𝑂 ( ) )
𝑇𝑜

𝜎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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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𝜎 = 𝜎1 + 𝜎2

𝑌1
𝜋

[tan−1 (

𝑇−𝑇1
𝐴

) − tan−1 (

𝑇−𝑇2
𝐴

)]

(3)

Fig. 2 는 DSA 의 영향을 표현한 것이며, 이에
관한 상세한 수식의 전개와 식 (2) 및 (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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𝜎1 과 𝜎2 에 관한 상세 내용은 참고문헌[3]으로
대신한다.

를 활용하여 자동다단 냉간단조 공정의 탄소성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기반
을 구축하였다.

Experiment

New model

Fig. 4 Application of the flow model to an upsetting process (300℃, strain rate 5/s)

Fig. 2 DSA-effective stress

후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소재핵심 기
술개발-첨단뿌리기술(과제 번호: 20003950)사업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Fig. 3 은 피팅된 유동응력으로 Fig. 1 과 유사하
다. 평균 오차는 1.6%이며, 최대 오차는 6.1%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학적으로 정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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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2021, Dynamic strain aging of an AISI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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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
[3] H. J. Lee, M. K. Razali, K. H. Lee, M. S. Joun, 2021,
Flow stress characterization of carbon steel S25C in
the temperature range of cold forming with an emphasis on dynamic strain aging, Submitted to M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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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itted flow stresses at 1/s

Fig. 4 는 전술한 유동응력 곡선을 이용하여 비
등온해석을 실시한 것으로 너트 제조공정의 일부
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이 연구에서는 뚜렷한 DSA 의 특성을 나타내는
S25C 의 유동응력의 정량화를 바탕으로 DSA 현
상에 관하여 거시적으로 규명하였다.
DSA 를 반영한 유동응력의 수식과 획득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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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트 냉간단조 공정에서 금형 피로파괴의 예측
지수민1 · 정완진2 · 전만수#

Prediction of fatigue fracture of dies in nut cold forging
S. M. Ji, J. W. J. Chung, M. S. Joun
Abstract
In this study, finite element prediction of high-cycle fatigue fracture of dies is conducted using a specific basis stress correction method, proposed for the structural design problems in which safety is not much considered but accurate life span
is to be predicted. The approach is applied to the die life prediction in automatic multi-stage cold forging of automobile nut.
The comparison shows that the predictions are in a qualitatively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s.

Keywords : High cycle fatigue fracture, Mean basis stress effect, Automatic multi-stage cold forging

1. 서론
피로파괴 이론은 위험한 구조물이나 구성품을
대상으로 발전되어 왔다. 다리 등의 공공시설물,
항공기나 원자력 발전소의 부품이나 구조물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구조물이나 구성품의
설계 원리는 피로파괴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반면, 특히 냉간단조에서 금형의 대부분은 궁극
적인 피로파괴에 노출되어 있다. 이 경우, 피로파
괴를 피하는 노력의 무의미하며, 정확한 피로파괴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소성가공 중 발생하는 피로파괴에 관한
파악된 모든 응용 연구들이 위험 구조물의 피로
파괴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1].
이 연구에서는 최근 저자들에 의하여 제안된
새로운 평균기준응력(mean basis stress) 보상방법을
이용하여 너트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피로파괴
현상을 규명한다.
2. 피로파괴 수명의 예측
피로파괴 수명의 예측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높은 정확성과 정확도의 구조해석이 선
행되어야 한다. 피로파괴에 근접한 응력에서 10%
의 응력 변화는 피로수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
친다. 그러나 유한요소법은 근사적인 구조해석 결
과를 제공하면서 특히 변위의 미분치에 의존적이
므로 결과의 신뢰도는 더욱 좋지 않다. 이런 측면
에서 피로수명의 예측을 위한 구조해석은 세심한
1. 경상국립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학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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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를 필요로 한다. Fig. 1은 단조공정의 종료 시
점에서 금형에 작용하는 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Fig. 1 Die stresses at the final stroke of a stage in nut
cold forging
Fig. 2는 피로파괴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평균기준응력 보상 선도이다. 이 선도는 Goodman
선도와 일반화된 Gerber 선도(ζ = 1.5)를 혼합한 것
으로 피로강도에 가까울수록 일반화된 Gerber 이
론의 영향력이 커진다. 또한 안정성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피로파괴 수명 예측이론과 달리 정확한

금형 수명을 예측하기 위해 음의 평균기준응력을
무시하지 않고 매개 변수를 이용하여 음의 평균
기저응력값을 선형조합으로 정의하였다.

미한 경향을 확인하였다.
피로파괴는 소성가공 기술자가 지향하는 궁극
적 기술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근본적인 문제, 즉 새로운 평균기
준응력 보상 방법을 적용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연구 결과를 통
해 금속 성형, 특히 냉간단조에서 금형의 수명을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 공정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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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n basis stress correction diagram
Fig. 3은 피로수명 예측결과이며, Fig. 4의 실험결
과 정성적으로 일치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를 얻는데 사용된 기준응력의 크기는 유
효응력이며, 그 부호는 평균응력과 같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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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ediction of high cycle fatigue life

Fig. 4 Experiments
3. 결론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평균기준응력 보상 선
도를 활용한 너트의 자동다단 냉간단조 중 발생
하는 금형의 피로파괴 수명을 예측하였다. 해석결
과는 실험결과와 비교되었으며, 정성적으로 유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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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과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다단 단조 공정에서의 금형 수명 최대화
조성민1 · 이창환2 · 정완진#

Maximization of Die Tool Life in Multi-stage Forging Process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S. M. Cho, C. W. Lee, W. J. Chung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인공 신경망과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다단 단조 공정에서의 금형 수명 최대화를
위한 설계 변수의 조합을 탐색하였다. 효율적인 학습 데이터의 구성을 위해 라틴 방격법을 이용하여
설계 변수들의 조합을 추출하였고, 각 설계 변수들의 조합에 따른 성형 중의 응력 경로는 유한요소해
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계산된 응력 경로와 고주기 피로 해석에 적합한 응력-수명(S-N) 선도를 이
용하여 금형의 수명을 평가하였다. 설계 변수 조합과 이에 상응하는 금형의 수명이 각각 입력과 출력
인 인공 신경망을 학습하였으며, 신경망의 하이퍼-파라미터는 라틴 방격법을 사용하여 탐색하였다. 학
습된 인공신경망을 유전 알고리즘의 적합도 함수로 이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구성한
인공 신경망과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금형의 수명을 향상시키는 설계 변수의 조합을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금형 수명, 인공 신경망, 피로해석, 유전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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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부 특징 형상이 LENS 공정으로 제작된 제품의 열-기계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백선호1 · 안동규#

A Study on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Shape on Thermo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 Fabricated Part from a LENS
Process
S. H. Baek, D. G. Ahn
Abstract
Laser Engineered Net Shaping (LENS) 공정은 적층 제조공정 중 하나로 레이저와 같은 고밀도 레이저를 이용
하여 새로운 층을 생성시키는 과정을 반복하여 3차원 형상의 제품을 제작하는 공정이다. 이러한 공정의
특성으로 적층부 및 주변 영역에는 급속 가열과 냉각의 반복적인 이력으로 적층부 및 주변 영역에는 열
특성 불균형 및 잔류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적층 형상이 급변하는 구간에서는 응력 집중 현상이 발
생하여 변형 및 균열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적층 완료된 제품의 응력 집중 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급변하는 적층 형상을 저감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사 및 곡선 형상과 같은 특징 형상이 적용
된 적층 제품의 열-기계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NS 공정을 이용하여 경사 및 곡선
이 적용된 특징 형상 적층 시편을 제작하고, 제작된 시편을 기반으로 3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LENS 공정을 이용한 특징 형상 적층이 적층 영역에 미치는 잔류응력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차원 유
한요소 해석은 상용 소프트웨어인 SYSWELD를 이용하여 실험을 통해 도출된 적층 비드 형상을 모델링
하였다. 실험 조건을 기반으로 자연대류 및 등가강제대류계수를 도출하였고, 고정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해석 모델의 열원은 Flat-top 분포 및 열원의 침투 깊이를 가지는 3차원 이동 열원으로 가정하였다. 적층
분말인 Inconel 718 및 적층 기저부인 S45C 재료의 열-기계 물성은 JmatPro를 통해 도출된 온도 의존 열기계 물성을 적용하였다. 3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S45C 위 Inconel 718 분말의 특징 형상 적층시 적층
부 주변의 온도 분포 비교를 통한 열전달 특성을 분석하였고 적층시 적층부 및 적층부 주변의 잔류응력
특성을 분석하였다.
Keywords: Characteristics shape, Laser engineered net shaping, Finite element analysis, Additive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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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ction stir assisted forging and diffusion bonding of
magnesium/aluminum bimetallic ring components
Mounarik Mondal1, Soumyabrata Basak1, Hrishikesh Das2, Sung‑Tae Hong1, Howook Choi3,
Ju‑Won Park3, Heung Nam Han3
Abstract
Bimetallic ring structures consisting of aluminum and magnesium alloys were successfully fabricated by simultaneous
forging and joining with a newly developed concept of friction stir assisted forging (FS-Forging). Cylindrical magnesium
AZ31 core (Mg core) tightly fitted inside a tubular aluminum 6061-T6 skin (Al skin) were used. The frictional heat and
stirring of the rotating tool during FS-forging forged the blank into the desired shape, while a solid state joint between Mg
core and Al skin was also generated without any external heating at the same time. The solid state joint along the Al and
Mg interface was accomplished by the diffusion bonding with formation of the intermetallic phase. Microstructural
analysis confirmed the different effects of FS-forging on the microstructures of the Mg core and Al skin.
Keywords: Intermetallic, Forging, Solid-state joining, Friction stir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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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중립 생산을 위한 금속 적층 제조 활용 성형 금형 재
제조/보수/개선
안동규1

Re-manufacturing, Repair and Retrofit of Forming Dies Using
Metal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 for Net-zero
Manufacturing
D. G. Ahn
Abstract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6대 온실 가스 순배출을
제로화하는 기후 중립 (Net-zero) 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조업에서
는 6대 온실 가스중 이산화탄소 (CO2) 의 순배출 제로화를 위한 여러가지 기술 개발들이 시도되고 있다.
제조업 관련 대표적인 Net-zero 관련 기술 개발분야로는 재제조 (Re-manufacturing) 과 보수 (Repair) 및 개
선 (Retrofit) 들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기존 제품/부품의 손상 또는 기능 감소부를 국부적으로 복구 또
는 기능 개선을 수행하여 사용 재료, 제품 제조 공정 시간 및 제조 에너지를 감소 시킴으로써 온실 가스
배출 감소를 가능하게 한다. 금속 성형 금형의 경우 금형의 국부적 마모, 파손 및 균열 발생에 의하여 금
형의 사용 수명이 결정된다. 또한 이때 금형의 대부분의 영역은 초기 제품의 형상과 특성을 유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국부적 손상에 의하여 금형을 폐기하고 새로운 금형을 제작하여야 성형 공정에 적용하
여야 한다. 금속 적층 제조 (Metal additive manufacturing : MAM) 공정은 재료의 층별 적층 (Layer-by-layer)
의 특징을 이용하여 제품의 손상 및 기능 감소부에 국부적으로 동일 또는 이종 재료를 제품의 형상에 순
응하도록 적층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제품의 불규칙 손상 복구 뿐만 아니라 제품의 국부적 기능성 향
상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금속 적층 제조 공정의 특성은 불규칙 손상과 기능 손실이 발생한 금형의
국부적 영역을 금형 설계 형상에 적합하도록 보수함과 동시에 해당 부위의 파손/결함 발생이 방지되도록
영역의 기능성 강화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에너지 제어 용착 (Directed energy deposition :
DED) 과 후처리 공정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금속 적층 제조 공정을 이용한 금속 성형 금형의 재생산, 보
수 및 개선 기법을 개발 하였다. 금속 성형 금형의 재생산/보수/개선을 위한 설계/해석/시험평가 방법을
고찰하였다. 하이브리드 금속 적층 제조 공정 기반 재생산/보수/개선 기법을 열간 단조 및 냉간 전단 성
형 금형에 적용하여 금형의 수명과 기능성 향상 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제작된 금형들에 의하여 성형된
제품들의 특성 변화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하이브리드 금속 적층 제조 공정 기반 재생산
/보수/개선 기법이 적용된 성형 금형의 에너지 감소 및 자원 재활용 특성에 대해서 분석/고찰 하였다.
Keywords : Re-manufacturing, Repair, Retrofit, Metal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 Net-zero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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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기술을 이용한 적층제조 공정에서 잔류응력 저감기술
에 대한 연구
홍명표1,3, 이민규1, 이호진1, 이윤선1, 김우성1, 성지현1, 이학선2, 박상균2, 김영석3#

Research on Residual Stress Reduction Technology in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 using DED Technology
M. P. Hong, M. G. Lee, H. J. Lee, Y. S. Lee, W. S. Kim, J. H. Sung, S. G. Park, H. S. Lee and Y. S. Kim
Abstract
최근 적층가공 기술(AM)을 이용한 다양한 생산제조 기술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AM 기
술은 기존 제조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으로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3차원 물체를 제조할 수 있는 기
술이다. 특히 금속 AM 기술은 고부가 가치 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와 의료분야 등에서 많은 상용화 기술
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 부가 가치 산업인 금형과 같은 뿌리기술산업 분야에서는
종래의 제조 기술과 비교할 때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 분야가 제한 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저 부
가 가치 산업분야에 금속 AM 기술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능 부와 비기능부를 구분하여 기
능 부에만 적층가공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1–2] 또한 DED기술을 이용한 금
속적층가공 기술의 경우 제조공정에서 급열과 급랭이 반복되어 이루어 지며, 이러한 제조공정적인 특성을
특정 성분의 금속소재에 적용할 경우 열처리 공정 없이 고경도의 기능성 금속부품이나 금형의 제조가 가
능하므로, 소재의 효율적인 사용과 열처리 공정의 제거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산업현장에 적용 할 경우
탄소발생량 감소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고경도 소재의 난형상 또는 대면적 적층가공 시 잔류
응력의 증가로 인한 크랙 발생 문제는 이 기술이 산업현장에서 광범위 하게 적용되는데 문제점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경도 금속소재의 적층가공 시 발생하
는 잔류응력 저감기술에 대해 연구 하였으며, 특정 크기의 평면 시편과 대면적 형상시편제작을 통해 적층
공정 조건 변화에 따른 잔류응력 저감 효과에 대해 평가 하였다.
.
Keywords : additive manufacturing, residual stress, mold steel, functional metal powder, direct energy deposition

Fig. 1 Cracks due to increased residual stress during additive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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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신저자: 경북대학교 기계공학부, E-mail:caekim@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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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CNC기반 산업기계 재제조 스펙업 및 보급 ∙ 확산 기
반조성
설상석1,# · 정원지2 · 공석환3

Advanced Remanufacturing of industrial machinery based on
domestic CNC and
building infrastructure for remanufacturing industry
S. S. Seol, W. J. Chung, S. H. Kong
Abstract
재제조란 폐기단계에 있는 사용 후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조정,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신품에 가까운 성능으로 회복하여 재상품화하는 것으로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으
로 자원의 고갈과 폐기물 처리 때문에 소비 및 생산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 또한 최근 들어 “재제조(Remanufacturing)”의 중요성도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자원의 고갈과 이
에 따른 자원 확보를 위한 각국 간의 분쟁 격화, 그리고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각국의 환경기준 강화 및
국제 환경협약의 확대는 재제조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어 재제조는 자원순환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을 제시하
였으며 기후변화시급성 재평가에 따라 정책 방향에 ‘그린뉴딜’을 포함하여 탄소중립 자원순환 재제조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순환경제의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Keywords : Spec-up Remanufacturing, Planner Miller, Recovery Technology, Measurement and Inspection, Localization
CNC, Quality Certification, Energy Saving, Additive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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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발사체 부품 경량화
연시모1, 강동석1, 양정호1, 허웅범1, 윤종천1, 손용1,#

Development of lightweight parts for propulsion using metal 3D
printing process
S.M. Yeon, D.S. Kang, J. H. Yang, U.B. Heogh, J.C. Yun, Y. Son
Abstract
금속3D프린팅 공정은 기존 공정으로 제작하기에 어려운 형상과 다품종 소량생산 부품 생산에 유리한
장점으로 항공우주 산업에서 차세대 부품제조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추진 효율 향상을 위하여 발사체 부
품은 지속적으로 경량화에 대한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발사체 부품 개발에 있어
기존 절삭가공 한계에 따른 형상 설계 제한을 PBF(Powder bed fusion) 방식의 금속 3D프린팅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부품 경량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경량화 구조체 부품 제조를 위하여 금속 적층제조 소재,
공정 및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상최적화 설계를 통한 경량화 설계가 적용된 발사체
부품제조 기술을 개발하였다.
Keywords : 3D printing(3D프린팅), Additive manufacturing(적층제조), Lightweight(경량화)

1.

서론

금속3D프린팅 기술을 복잡한 형상 제작이 가능하고 기존 적삭가공 방식과는 다르게 소재 낭
비없이 제조가 가능하며, 금형 등의 부가 장치 없이 직접적으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품
제조에 드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작한 발사체 부품의 경우 경량화
요구도가 큰 부품으로 발사체 부품의 무게를 줄여서 소모되는 연료 또한 절감을 할 수 있는 차
세대 제조방식이다.

2.

Ti64 3D프린팅 공정 개발

본 연구에서 고강도 경량 부품 제조를 위하여 타이타늄 합금인 Ti64 소재에 대한 PBF 방식의 금속3D프
린팅 공정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발사체 부품에 대한 위상최적화 설계기술을 개발하였다.

3.

결과

본 연구를 통한 금속3D프린팅 공정개발을 통하여 기존 부품이 견뎌야 하는 하중은 동일하게 유지하면
서 무게 대비 30% 경량화를 달성함으로써, 발사체 무게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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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과제 연구비 및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산업
기술혁신사업으로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입니다 (과제번호: 20009815)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 공정지능연구부문
# 교신저자: 수석연구원, E-mail: sonyong@kitech.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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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의 현주소와 미래
원종대# · 노성훈1

The present and future of automation using forging robots
J. D. Won, S. H. Noh
Abstract
In this presentation, we introduce the state-of-the-art of automation of forging factory using forging robots with typical
success stories. We propose a model automated forging line equipped with modernized forging robots for the forging
company in the future.
Keywords : Forging robot (단조 로보트), Automation (자동화), Model automated forging line (모범 자동단조 라인)

1. 단조 로봇 자동화
수동 작업을 하는 단조 공정의 경우 작업자가
집게 등을 이용해 소재를 프레스에 투입 및 취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수동 작업은 소재
낙하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반복 작
업으로 작업자의 피로도 및 불량률이 증가하고,
재고확보 및 생산 계획 수립의 어려움이 있다.
단조 로봇 자동화 라인은 가열로에서 단조 프
레스까지의 제품 이송 및 공정 간의 이송을 로봇
이 대신 수행한다. 이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작
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균일하며 향상된 품질을
제공한다.
기존 수작업은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생산
수량 및 불량률이 좌우되었지만, 로봇 자동화 구
축으로 균일한 제품 생산이 가능 해졌으며, 생산
일정 및 납기 준수율이 상승하였다.

2) 고온용 단조 전용 핸드를 개발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킨다.

2. 향후 단조 로봇 자동화 방향
향후 단조 로봇 자동화 라인의 생산성을 높이
고, 품질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1) 고속화를 통해 생산 C/T 를 단축시킨다.

1. ㈜영창로보테크, 책임연구원
# 교신저자: ㈜영창로보테크, 대표이사.
E-mail: wonjd@hanmail.net

Fig. 1 단조 로봇 자동화 설치 모습

3) 생산 설비와 연동하여 실시간 작업 상태
인이 가능토록 하고, ERP 및 MES 와 연계하여
산 계획 및 품질관리의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4) 소재 투입에서 절단, 가열, 단조, 트리밍,
제품 적재까지 전체 공정의 자동화 시스템 및
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다.

확
생
완
모
한

Fig. 2 향후 단조 로봇 자동화 라인(예시)

3. 결론
인건비 상승과 3D 기피 현상을 극복하여 생산
성 향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소성
가공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 풀어
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근래에 들어 작업환경과 작업안전이 매우 중요
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로봇 도입 및 자
동화는 필수불가결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향후
전체 공정에 대한 자동화 및 연동이 진행 될 수
있는 만큼, 현재 개별 공정에 대한 자동화를 진행
하더라도 레이아웃 구성 및 설비 배치는 전체적
인 자동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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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e estimation 알고리듬 기반 실시간 Arm Robot 구동
이사랑1 · 노은솔2 · 홍석무#

Real-time Arm Robot Operation based on
Pose Estimation Algorithm
S. Yi, E. Noh, S. Hong
Abstract
4차 산업혁명으로 최근 산업 현장에서 제조 공정은 자동화 및 로봇으로 기술이 대체되고 있다.
그에 따른 로봇 교시 방법과 기존 전문가 기술을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으나 일부 공정은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문가의 행동을 시각 인식 기법으로
데이터화 하여 Arm 로봇이 실시간으로 구동 가능한 새로운 교시 방법을 제안한다. 이때 단일
RGB 카메라와 깊이 카메라 (Intel RealSense)를 사용해 보다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특히
3D 자세 추정을 위해 단일 카메라는 VIBE 알고리듬을 이용했으며, RealSense는 Skeleton Tracking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두가지 방법의 정확도를 측정했다. 결과적으로 단일 카메라는 정면에서 자세
추정 정확도는 높으나, RealSense 보다 측면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짐을 확인했다. 이에 RealSense에
서 측정된 자세 추정 데이터를 이용해 모방 시스템을 설계했다. 모방 시스템은 RealSense에서 측
정된 데이터는 컴퓨터로 전송되고, 컴퓨터에서 로봇 관절 데이터로 계산되어 로봇으로 전송되어
로봇이 전문가의 행동을 재현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깊이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람의 행동을
인식하고 로봇 관절 데이터로 변화하여 로봇에 적용함으로써 실 공정에서 적용 가능함을 확인했
다.
Keywords : Arm robot, Depth Camera, Motion Capture, Pose Estimation, Skeleton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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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산업의 스마트팩토리
김희명# · 이익재1

Smart factory solution for automotive component industry
H. M. Kim, I. J. Lee
Abstract
This presentation is aimed to introduce the state-of-the-art technology of smart manufacturing in automatic multi-stage cold
forging with an emphasis on the concept of SMART, representing sensing, monitoring, analysis and AI, real time, and
technology of connectivity.
Keywords : SMART, Sensing (센싱), Monitoring (모니터링), Analysis and AI (분석과 인공지능), Real time (실시간),
Technology of connectivity (연결 기술)

1. 서론
소성가공을 주로 하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특
징은 “다품종, 다량생산, 다공정” 이른바 “3 다”
와 “소음, 진동과 분진” 등에 의한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전형적인 “3D 업종”입니다. 이런 업종
에 Smart manufacturing 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
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해야만 한다.
다량생산에 의한 Lot 구분방법, 다공정으로 인
한 두 번째, 세 번째 공정으로 연결 구조를 가진
공정간 Lot 관리 및 Lot 추적 및 방법론, 금형 관
리 + 수명 관리, Integrated QC, 외주관리, 장치산업
의 특징인 실시간 장비효율 관리 등이 중요하다.
또한 고객의 QCD(Quality,Cost,Delivery)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APS(Advanced Planning and
Scheduling)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

S: Sensing: 압조력(forming Force), AE(음파), 가속
도, 기계의 각도, 온도, RFID, QR, Bar code 등의 센
서들로 단독 혹은 Multi-sensing 을 사용한다.

2. 본론
3View 에서는 현장에서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Smart factory 의 SMART 를 정의하고
각각의 역할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Fig. 1 은
SMART 의 개념을 형상화한 것이다.
Fig. 1 Concept of SMART
1. 3View, 부장
# 교신저자: 3View, 대표이사. E-mail: info@e3view.com

M: Monitoring 각종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품질을 Monitoring 함으로써 금형수명 향
상, 생산성 향상으로 그리고 Measuring 은 생산제
품을 간편하고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의
미합니다.
A: Analysis and AI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분석되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
이 품질, 생산성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통계
와 도표롤 보여주고 AI 로 예측 할 수 있게 제공
된다.
R: Real Time, 기계에 설치한 Monitoring systems
혹은 IoT device 로부터 생산정보는 실시간으로 수
집될 수 있고 활용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T: Technology of connectivity, 소성가공공장내에서
재공품 이송용 지게차, 크레인, 등의 통신장애와
용접, 낙뢰 등에 대한 전기적인 노이즈가 존재한
다. 이런 환경에서도 기계에 부착된 센 서에서의
통신에 의한 data loss 가 없어야 한다. 설령 있어도
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특히 3View에는 금형에서의 센서 신호를 이용
한 streaming data(big data)로부터 품질예측, 금형 교
환시기 예측을 하고 있다.
3. 결론
이 발표에서 3View에서 구현하고 있는 SMART
개념을 소개하였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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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전처리 및 전이학습을 활용한
코팅 볼트 선별 알고리듬
노은솔1 · 이사랑2 · 홍석무#

Classification of bolts with anti-loosening coating using
image preprocessing and transfer learning
E. Noh, S. Yi, S. Hong
Abstract
제조 산업의 여러 공정에서 자동화되면서 제품 품질 관리를 위해 머신 비전 선별기가 사용되며, 특히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한 불량 선별이 증가하고 있다. 합성곱 신경망은 높은 선별 정확도 확보를 위해 많
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 분류하고자 하는 코팅 볼트의 경우 확보 가능한 샘플 개수가
한정적이며,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이학습을 사용한다. 코팅 볼트는 특정 지
그에 장착해 카메라 및 조명 등 동일 환경에서 촬영해 이미지 필터링 기법과 ROI (Region of Interest) 등을
사용했다. 전이학습에 사용된 사전 학습 데이터 ImageNet은 코팅 볼트와 유사성을 고려해 분류층만을 학
습한다. 분류층은 총 3가지를 적용하여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진 fully connected 층 방법을 사용했다. 또한
합성곱층 및 분류층을 미세조정하여 초기 정확도 보다 2%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이 학습된 모델
은 아두이노와 시리얼 통신하여 실시간으로 선별 가능함으로써 실 공정에 적용 가능함을 보였다.
Keywords : Bolts With Anti-loosening Coat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Transfer Learning, Fine-tuning, Fully
Connected Layer

1. 국립공주대학교 미래융합공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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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압연 공정에서 소재 표면결함 감소를 위한
패스스케줄 최적화
김동준1 · 노용훈1 · 문홍길2 · 이상진2 · 이진환2 · 이영석#

Pass Schedule Design to reduce Surface Defects on workpiece in
large-scale rolling process
D. J. Kim, Y. H. Roh, H. G Moon, S.H lee, J.H. Lee, Y. S. Lee
Abstract
This study simulated the large-scale rolling process of Hyundai Steel by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to reduce
material surface defects. Large-scale rolling is a hot continuous rolling consisting of 13 passes of rough rolling and 6
passes of finishing rolling. In rough rolling, the roll gap of 6 passes and the roll groove of the 13th pass were changed. In
the finishing rolling, the roll gap of the first pass was changed. After analyzing the existing pass schedule based on the
shear strain calculated in the finite element analysis, the surface defect factors in rough rolling and finishing rolling were
derived. After that, a pass schedule to reduce shear strain was redesigned and proposed to the field. Conducting the field
test, the material reprocessing rate of the changed pass schedule decreased by 13.1% compared to the previous one.
Reprocessing is the operation of removing defects when defects occur on the surface of the material.

Keywords : Large-scale rolling, Surface Defect, Finite Element Analysis, Shear strain, Reprocess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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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선반을 이용한 흑연쾌삭강의 절삭성 평가
강병준1 · 노용훈2 · 이영석#

Machinability evaluation of graphite free-cutting steel using a
CNC lathe
B. J. Kang, Y. H. Roh, Y. S. Lee
Abstract
In this paper, the machinability evaluation of free-cutting graphite steel developed to replace lead (Pb) free-cutting steel,
which is harmful to the environment and human body, was performed. Machinability was evaluated in terms of chip
segmentation and surface roughness of lead free-cutting steel (SUM24L) and POSGRAM (graphite free-cutting steel that
POSCO recently successfully mass-produced) using a CNC lathe. At this time, an experiment was performed using a
specimen having a curved shape. Also, the machinability of two materials was analyzed under the same cutting conditions
(cutting speed, feed rate, and depth of cut). A high-speed camera was used to closely analyze the chip formation process
and behavior during the cutting process.
Keywords : Machinability, Graphite , Free cutting steel, Chip breakability, Surface roughness, Feed rate, Depth of cut

1. 중앙대학교, 석사과정(바탕, 7pt)
2. 중앙대학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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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GPa급 Mart강 적용을 위한 Front Side Inner 부품
냉간 성형공법 설계
배기현1·송정한1·이종섭1·박남수1·남성우2·정철영2

Cold Forming Process Design of Front Side Inner Part
For Applying 1.5GPa Grade Martensitic Steel Sheet
J. H. Lee, N. S. Park, J. S. Lee, J. H. Song, G. H. Bae
Abstract
최근 자동차의 경량화 니즈 확대로 인하여 초고강도강판의 차체부품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냉간성형용
초고강도 강판은 낮은 연신율로 인하여 성형성 확보가 매우 어려우며, 과도한 스프링백 발생으로 인하여
치수정밀도 확보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초고강도 강판의 냉간성형 부품화를 위해서는 성형성과
스프링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성형공정 설계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590MPa 급 Front Side Inner 부
품의 1.5GPa 급 고강도화를 위하여 성형성 및 스프링백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냉간 성형공법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1.5GPa 급 고강도화를 위하여 롤포밍용 Mart 강을 대상강종으로 선정하였다. 성형공정 설
계에 따른 성형성과 스프링백 분석을 위하여 유한요소법에 의한 성형해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성형해석을
통하여 포밍과 드로잉 공법에 따른 성형성 분석하였으며, 초고강도 강판 성형에 적합한 성형공법을 선정
하였다. 선정된 성형공법에 대하여 크랙 및 주름 개선을 위하여 부품 형상 및 성형공법을 수정하였다. 이
후 스프링백 저감을 목적으로 중간형상 성형공정을 추가하고 공정별 금형면 형상을 최적화하였다. 추가적
으로 연속플랜지 성형성 확보를 위한 트리밍 라인 수정 방안을 검토하였다.

Keywords : Cold Forming, Martensitic Steel Sheet, Numerical Simulation, Forming Proces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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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변형에 따른 Fe-6.5Mn-0.08C 중망간강의 수소취화 거동
비교
김상규1 · 고석우1 · 윤영철1 · 황병철#

Effect of pre-strain on hydrogen embrittlement of Fe-6.5Mn0.08C medium-Mn steel
S. G. Kim1, S. W. Ko1, Y. C. Yoon1, B. Hwang#
Abstract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차량 경량화와 충돌시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3세
대 초고장력강으로 3~12 wt% 범위의 망간(Mn)을 함유한 중망간강이 우수한 강도와 성형성을 동시에 가지
는 자동차용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망간강에서 2상역 열처리(intercritical annealing)를 통해 생성된
잔류 오스테나이트 조직은 기계적 성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오스테나이트 안정도에 따라 변태유기소성
(transformation-induced plasticity)을 일으켜 기계적 성질을 개선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ε-마르텐사이트
변태와 같은 여러 미세조직적 인자들이 수소취성 저항성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여 강재의 조기파단
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미세조직으로 인해 중망간강의 수소취화 거동은 규명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자동차용 중망간강 소재는 성형 공정을 통해 가공되어 사용되
므로, 중망간강의 수소취성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예비변형(Pre-strain)에 따른 수소취화 거동에 대
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e-6.5Mn-0.08C 조성을 갖는 중망간강을 2상역 열처리와
예비변형을 통해 제조하고, 전기화학적으로 수소를 주입한 후 낮은 변형률 속도(slow strain-rate)로 인장시
험을 실시하여 예비변형에 따른 수소취화 거동에 대해 고찰하였다.

Keywords : Medium-manganese steel, Hydrogen embrittlement, Intercritical annealing, Pre-strain, Slow strain rate test,
Tensil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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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퍼링 온도에 따른 SCM 440 강의 수소취성 분석
김재윤1 · 고석우1 · 김상규1 · 황병철#

Effect of tempering temperature on hydrogen embrittlement of
SCM 440 steel
J. Y. Kim1, S. W. Ko1, S. G. Kim1, B. Hwang#
Abstract
최근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미래 수소사회에서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에 필
요한 인프라용 강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수소충전소에 사용되는 고압 용기는
수소의 저장 및 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내압을 견딜 수 있는 높은 강도와 피로, 파괴인성 등의 다양
한 기계적 특성을 요구한다. 현재 고압 용기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Cr-Mo 계 강종은 급랭(quenching)
을 통해 형성된 마르텐사이트 조직으로 강도를 확보하고, 템퍼링(tempering)을 통해 연성을 회복시켜 우수
한 강도와 인성의 조합을 갖는 강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강재가 수소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
는 경우 QT(quenching & tempering) 열처리 조건에 따라 강도나 연성, 피로, 파괴인성 등의 기계적 특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수소취성(hydrogen embrittlement)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급랭에 의해 형성된 마르
텐사이트 조직이나 템퍼링에 의한 전위밀도 변화 및 석출물 형성 등 수소 트랩사이트나 미세조직적 변화
가 수소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Cr-Mo 계 강인 SCM 440 강재에 대하여 200, 400, 600 oC 의 다양한 온도에서 템퍼링하고, 전기화학적 방법
으로 수소 주입 후 낮은 변형률 속도에서 인장(slow-strain rate tensile, SSRT) 시험하여 수소취성을 평가하였
다. 또한 SEM, EBSD, silver decoration 방법을 통해 템퍼링 온도에 따른 하부구조, 전위밀도, 석출물 등의
미세조직을 분석하여 이들이 수소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Keywords: SCM 440, Cr-Mo, steel, tempering, hydrogen embri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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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와 변형률에 따른 철계 중엔트로피합금의
열적 활성화 거동
이정완1 · 문종언1,# · 배재웅2 · 박정민1 · 권현석1 · 김형섭1,#

Temperature- and strain-dependent thermally-activated
deformation mechanism of a ferrous medium-entropy alloy
J. Lee, J. Moon, J. W. Bae, J. M. Park, H. Kwon, H. S. Kim
Abstract
In this study, quasi-static tensile properties of Fe60Co15Ni15Cr10 (at%) ferrous medium-entropy alloy at 298 K and 77 K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thermally-activated deformation mechanism. Relatively high strain rate sensitivity and low
activation volume were estimated using strain rate jump tests at 77 K where deformation-induced martensitic transformation
took place, compared to those at 298 K. Different rate-controlling mechanisms were identified for early and latter
deformation at both temperatures considering the plastic strain. Dislocation behaviors, e.g., cross-slip or dislocation
accumulation, based on the thermally-activated deformation mechanism, support the outstanding cryogenic tensile
properties of the present alloy.

Keywords : High-entropy alloys, Thermally-activated behavior, Martensitic transformation, Plastic deformation
mechanisms, Dislocation geometry and arrangement

1.

서론

다양한 성분 원소를 포함하는 고엔트로피합금은 높은 혼합 엔트로피에 의해 상 안정성이 높은
단상 합금으로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나타내어 지난 10년간 각광받은 소재이다. 최근에는 다상,
준안정 상, 석출 상을 활용한 고엔트로피합금이 합금 설계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목받았다. 특히,
극저온에서 면심입방격자에서 육방정계 또는 체심입방격자 구조로 발생하는 상변태에 따른 다
중 단계 가공경화에 의해 우수한 인장강도와 연신율을 보이는 철계 중엔트로피합금,
Fe60Co15Ni15Cr10 (원자%)이 고안되었다. 한편, 고엔트로피합금의 전위 거동과 연관된 열적 활성화
거동 분석은 다양한 고엔트로피합금의 주요 소성변형 메커니즘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도 준안정 상 다원소 합금의 변형에 따른 열적 활성화 거동을 규명한 연구는 아직 부족
하다. 본 연구에서는 철계 중엔트로피합금의 온도와 변형률에 따른 변형 거동을 열적 활성화
거동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합금의 주요 소성변형 거동을 규명하는 본 연구는 극저온에서
의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열적 활성화 거동으로 입증하였다.

2.

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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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60Co15Ni15Cr10 (원자%)의 조성을 가지는 철계 중엔트로피합금은 진공유도용해로 주조되었으며
1,373 K에서 6시간 동안 균질화 열처리, 78.6% 압하율의 냉간 압연을 거쳐 1,073 K에서 1시간 동
안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상온과 극저온에서 일축 인장시험을 10-3 s-1의 변형률속도로 진행하였
으며 10-3에서 10-2 s-1로 변형률 속도 변환 시험도 실시하였다. 변형 미세조직 분석을 위해 각 온
도별 진변형률 0.1, 0.2, 0.3의 변형 시편을 얻어 EBSD 분석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1은 상온과 극저온에서 본 합금의 변형률 속도 변환 시험에 따른 응력-변형률 곡선과 이
에 해당하는 변형률 속도 민감도, 활성화 부피를 진변형률에 따라 도시한 것이다. 극저온에서는
면심입방격자 구조에서 체심입방격자 구조로 상변태에 따른 다중 단계 가공경화에 의해 상온에
서보다 우수한 인장물성이 나타났다 [1].

<그림 1> 상온 및 극저온 (a) 변형률 속도 변환 시험, (b) 변형률 속도 민감도, (c) 활성화 부피
열적 활성화 거동에서 전위의 이동은 합금원소나 결정립계와 같은 단범위 열적 장애물에 의
해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장애물을 넘기 위해 적정 열적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변형률 속도 민감도와 활성화 부피는 재료의 소성 변형에서의 주요 변형거동을 설명하는 중요
한 인자이다. 상온에서 변형률 속도 민감도는 진변형률 10%까지 감소하며, 그 이후는 일정한
거동을 보인다. 활성화 부피는 진변형률 10%까지 증가하며, 그 이후 감소한다. 상온에서는 높은
적층결함에너지에 의해 교차 슬립이 변형 초기 우세하다가, 변형이 진행될수록 전위 밀도가 증
가하면서 변형 후반부에는 전위의 축적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극저온에서는
변형률 속도 민감도가 진변형률 15%까지 일정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며, 활성화 부피는 다상 영
역에서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변형 초기에만 도시하였으며, 이 값은 상온에 비해 훨씬 낮은 값
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극저온에서 낮은 적층결함에너지에 의해 교차 슬립이 일어나기 힘들
어 변형 초기 변형률 속도 민감도가 높은 값으로 유지되다가 변형 후반부 두 상 간의 계면에서
새로운 전위가 생성되어 교차 슬립의 가능성이 증가하여 변형률 속도 민감도가 감소하는 것으
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합금의 우수한 극저온 인장물성은 열적 활성화 거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결론

본 철계 중엔트로피합금의 우수한 극저온 인장물성은 변형률 속도 변환 시험에 의해 온도와 변
형률에 따른 서로 다른 열적 활성화 거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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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제조 기반 불규칙 손상 부품 보수를 위한 3D 형상설계
이재호1 · 김채환2,#

3D Modeling for Repairing Irregularly Damaged Part Based on
Additive Manufacturing
J. H. LEE, C. H. Kim
Abstract
최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자원의 고갈과 폐기물 처리, 소비 및 생산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 등
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제조 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재제조는 수명이 다한 제
품이나 부품을 분해, 세척, 검사, 보수·조정,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신품에 가까운 성능으로 회
복하여 재상품화하는 것으로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평가되어 미국, 유럽 등 기술 선
진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 적층제조 기술 중 DED(Direct Energy Deposition) 공정은 모재의 적층할 위치
에 고에너지의 열원을 조사하여 국부적 용융풀을 형성시킨 뒤 용융풀에 금속 분말을 공급하여 적층하는
방법으로 불규칙 손상부품의 보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 공작기계 플래너밀러의 부품을 대상으로 기계적 손상부품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손
상, 파손 특성 분석을 하였다. 이후 3차원 측정기를 활용하여 손상부위 형상과 기본형상에 대해 상호 비
교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손상부품의 손상부 최적 제거 조건을 만족하는 기저부 및 적층부에
대한 3D 형상설계를 수행하였다.

Keywords : Remanufacturing(재제조), Additive Manufacturing(적층제조), Damaged Part(손상부품), Repairing(보수),
3D Modeling(형상설계)

1.

서론

자원의 고갈과 이에 따른 자원 확보를 위한 각국 간의 분쟁 격화, 그리고 환경 보전을 이유
로 한 각국의 환경기준 강화 및 국제 환경협약의 확대는 재제조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재제조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주목되고 있다. 특히 공작기계는 대형구조
물이 사용되어 재제조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장비로 이러한 노후 산업기계의 성능향상을
위해서 노후된 산업기계의 파손부품을 교환하거나, 적층제조 기술을 통해 파손된 부분의 표면
을 복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 공작기계 플래너밀러의 부품에 대하여 손상, 파손 유형
을 파악하고 손상부에 대한 3D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층제조에 적합한
3D 형상설계를 도출하였다.

2.

공정계획

적층제조는 최근 3D 프린팅이라는 이름으로 소량의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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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적층제조 기술은 금속을 레이저로 정밀하게 프린팅하여 생산하는 제품
의 품질이 좋아지면서 항공우주 및 국방 분야와 바이오 분야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금속 프린
팅 공정 방식 중 재생, 복구에 이점이 있는 DED 공정은 레이저 등의 열원을 이용하여 소재를
누적하고자 하는 위치에 기존의 소재를 녹여 용융영역을 형성하고 여기에 분말 또는 선형의 소
재를 추가하여 줌으로써 하나의 점을 형성하고 이를 평면 방향 및 수직 방향으로 이동 시켜 입
체를 성형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적층제조 기반 손상부품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형상
설계 과정을 3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 단계에서는 문형 플래너밀러 부품에 대한 손상, 파
손 모드 도출을 중점으로 손상부품에 대한 손상, 파손 특성을 분석하고 손상부품 손상부위 데
이터 분석 및 비파괴 검사를, 2 단계에서는 손상부 3D 데이터 수집, 분석을 중점으로 손상부품
기저부 및 적층부 분리를 위한 역설계를 진행하였다. 마지막 공정은 불규칙 손상복구를 위한
기저부 및 적층부 형상 설계 단계로 전처리과정을 통해 손상부 적층을 위한 손상·파손 부위를
제거하고 기저부 및 적층부에 대한 기능적 형상 분리 설계를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문형 플래너밀러 손상부품 손상, 파손 모드 도출
노후 플래너밀러의 적층제조 보수 대상부품으로 선정된 손상부품은 Fig. 1 (a)와 같으며, 손
상부품에 대한 파손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내·외부 검사를 수행하였다. 내부 손상 유형은 비파
괴검사인 방사선투과검사 및 자분탐상검사를 실시하였고, 외부 손상 유형에 대해서는 대상부품
설계도면과 3 차원측정기를 활용하여 획득한 3D 데이터의 상호 비교를 통한 변형량 검사를 실
시하였다. 검사 결과 내부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마멸에 의한 외부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전
체적인 손상, 파손부위는 상부 좌·우측 최대 –5.62mm 손상이 나타났으며 손상부를 제외한 전
체적인 외형(X,Y,Z 축) 변형은 미미함을 Fig. 1 (b)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a)
(b)
Fig. 1 Damaged shape of a part: (a) Damaged part; (b) Deformation data
3.2 손상부 3D 데이터 수집을 통한 3D 형상 설계
적층제조 공정에 필요한 가공경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CAD/CAM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
한 형상 설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3 차원측정기를 활용하여 수집한 3D 스캐닝 데이터를 이용하
여 역설계를 수행하였으며, Fig. 2 (a)는 3D 스캐닝 데이터를 Fig. 2 (b)는 후처리 과정을 통해
솔리드 형상으로 생성한 역설계 형상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3D 스캐닝 데이터와 역설계
모델에 대해 상호 비교를 통하여 최종 3D 형상모델을 선정하였다.
3.3 불규칙 손상복구를 위한 기저부 및 적층부 형상 설계
역설계 모델을 통해 손상부 최적 제거 조건을 선정하고 손상·파손부위가 제거된 기저부, 적
층부 기능적 형상분리 설계를 진행하였다. 생성된 기저부 및 적층부 모델은 Fig. 3 (a), (b)에,
향후 적층이 완료된 가상 모델은 Fig. 3 (c)에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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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Reverse Engineering: (a) 3D Scanning Data; (b) Reverse Design Modeling

(a)
(b)
(c)
Fig. 3 Additive Manufacturing Modeling: (a) Base Part; (b) Additive Part; (c) Assembly Model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적층제조 기반 공작기계의 손상부품에 대한 보수를 위하여 손상부품의 기저부
및 적층부 3D 형상설계를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대형 공작기계인 플래너밀러
손상부품에 대하여 손상, 파손 모드 도출을, 2단계에서는 손상부 3D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손
상부품에 대한 3D 형상 설계를, 마지막 3단계에서는 불규칙한 손상에 대한 보수를 위하여 손
상부위를 최적으로 제거하고 이후 적층 공정을 위한 기저부 및 적층부 형상 분리 설계를 수행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적층 공정, 후처리 공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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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MPa급 후판 소재의 버링 성형 공정 변수 최적화
김상훈1 · 도두이퉁1 · 이광복2 · 박정석3 · 최진용4 · 김영석#

Optimization of process parameters for burring operation of 980MPa
grade thick plate
S. H. Kim, Do Duy Tung, K.B. Lee, J.S. Park, J.Y. Choi, Y.S. Kim
Abstract
최근 전기자동차를 필두로 차량 경량화를 통한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초고장력강판 및 경금속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
다.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 위주에서 전기자동차로 급격하게 변경되는 시점에 샤시 부품에 대한 경량화와 성능 확보를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 초고장력강 적용이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한 성형불량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버링 성형시 두께방향의 균열을 유한요소해석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구멍 확장비(HER)와 경험에 의존한 제품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초고장력강 부품의 버링 성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최적의 정량화된 공정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메타모델을
활용하여 실험계획법을 구성하였다. 메타모델 성형 공정별 제어변수를 적용할 수 있는 인서트 탈착형 구조의 모의 금형
을 공정별로 제작하였으며, 시험을 통해 단일변수 영향도 및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변수를 도출하
고자 하였다.
Keywords : Ultra High Strength Steel, Burring Operation, Automotive Chassis Parts, Met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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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제어 용착 및 유냉 공정의 연계 해석을 통한 적층부 인근
잔류응력 특성 변화 분석
황안재1 ·이광규2·안동규#

Investigation of Residual Stress Characteristics of Deposited Region
Using Coupled Analysis of DED and Oil Cooling Processes
A. J. Hwang, K. K. Lee and D. G. Ahn
Abstract
잔류 응력은 금속 적층 공정에 있어 해결 해야 할 주요 기술적 이슈 중 하나이다. 금속 적층 공정 후 적층부의 기계
적 특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적층 공정이 완료된 후 잔류응력 제거 및 감소를 위해 열처리를 하게 되면 적
층 소재와 모재의 재료적 특성 차이로 인해 시편에 균열, 파손, 변형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3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에너지 제어 용착 공정 (Directed Energy Deposition : DED) 과 유냉 (Oil cooling) 공정의 연계
해석을 이용하여 적층 소재에 따른 적층부 인근 잔류응력 특성 변화를 고찰하였다. 적층부 소재는 AISI 1045, Inconel
718 및 SUS316L을 선정하였고, 기저부 소재는 구조용 탄소강인 AISI 1045를 선택하였다. 적층 해석 이후 도출된 온도
분포와 잔류응력 분포를 기반으로 재시작 계산 기법 (Restart computation) 을 이용하여 유냉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한 요
소 해석 결과로부터 적층 공정 완료 후 적층 시편을 가열하게 되면 적층 시편의 조직 성장과 재결정에 의하여 적층부
주위의 잔류응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적층 시편의 가열 후 유냉 시 적층 시편의 조직 미세화를 통하
여 적층 시편의 적층부 인근 잔류응력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적층 층수가 증가할수록 유냉 후 적
층부에 발생하는 잔류응력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3가지 적층 재료중에서 SUS 316L을 적층 재료로
적용할 경우 유냉 후 적층 시편 내부에 잔류응력이 가장 작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eywords: Finite element analysis, Directed energy deposition, Residual stress characteristics, Oil cooling, Restart computation,
Couple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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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간 성형 스프링의 잔류 응력제거 열처리를 통한
가속 피로 시험 방안에 대한 연구
신동열1 · 손태준2 · 신정규2#

A Study on the Accelerated Fatigue Test Method through the
Residual Stress Relief Heat Treatment of Cold Formed Spring
D. Y. Shin, T. J, Sohn, J. K. Shin

Abstract
자동차 현가장치에 적용되는 냉간 성형 스프링은 쇼트피닝 공정을 적용하여 표면의 압축잔류응력을 부
여함으로서 내구 수명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내구성 및 신뢰성에 대한 연구의 측면에서 장 시간이
소요되는 현가 스프링 내구시험 특성상 가속 피로 시험 평가 기술의 도입을 통해 일반 내구 시험 외에
부식 피로 및 소재 결함에 따른 내구 영향 평가, 새로운 재질 및 공정 도입에 따른 평가 주기를 획기적으
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스프링에 대한 쇼트피닝 시 부여되는 압축잔류응력 및 저온 열
처리 적용 시 조건 별로 잔류 응력의 특성 변화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내구 수명을 평가하여 열처리를
통한 가속피로시험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Keywords : Suspension Spring(현가스프링), Cold-forming(냉간성형), Stress Relieving(응력제거), Residual Stress(잔
류응력), Accelerated Fatigue Test(가속 피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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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응력 조건에서 알루미늄 다층판재의 기계적 거동 예
측
성진영1,3 · 김민호1,3 · 봉혁종1, # · 이광석1 · 김민중2 · 김지훈3

Modeling Mechanical Responses of Multilayered Aluminum
Sheet under Various Loading Conditions
J. Y. Sung1,3, M. H. Kim1,3, H. J. Bong1, #, K. S. Lee1, M.J. Kim2, J. H. Kim3
Abstract
Multilayered aluminum sheet of roll bonded A1050/A3004 2-ply sheet (65% A1050, 35% A3004 by
thickness) was investigated. The uniaxial tensile properties and Lankford coefficients of the
multilayered sheet under various loading directions, i.e., 0°, 45°, and 90° from rolling direction,
were measured by uniaxial tensile tests. Corresponding tests were also conducted for constituent
sheets, which were separated from the multilayered sheet by electro discharge machining. Constitutive
modeling using isotropic von-Mises and anisotropic yield functions, and finite element (FE) modeling
of the multilayered sheet were then followed using the measured properties of the individual layers.
The mechanical responses of the multilayered sheet were measured via limiting dome height (LDH)
test. Same tests were also simulated using the developed FE model incorporated with the yield
functions. The simulated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measured ones and further discussed.
Keywords: Multilayered Sheet, Multi-axial Loading, Finite Elemental Method (FEM), Roll B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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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 밀도 기반 탄점소성 결정소성의 굽힘 및 스프링백 유
한요소 해석 적용
주무영1 · 위민수2 · 윤성용2 · F.balat2 · 정영웅#

Application bending and springback finite element analysis of
elasto-visco plasticity based on dislocation density
M.Joo, MS.Wi, SY.Yoon, F.balat ,Y.jeong
Abstract
다결정 슴속의 이방적 거동은 재료의 결정 구조와 집합조직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를 설명하귀위해
여러 균일 동등체(HEM) 기반의 다결정 소성 모델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최근에 개발된
ΔEVPSC 모델은 탄점소성 균일 동등체 기반의 다결정 소성 모델로써 기존의 다른 모델들에 비해 한층
높은 계산 효윻성과 수치 안정성을 보인다. 점소성 균일 동등체 모델에 추가로 재료의 탄성 거동도 설명
할 수 있어 탄성 회복에 의한 스프링백 효솨 및 재료의 찬성 소성 전이구간을 설명할 수 있다. 최근 상용
유한 요소 프로그램의 사용자 재료 서브루틴으로 개발되어 유한요소 해석에 적용 가능하여 다양한 금속
재료에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경호 변화에거 나타나는 재료의 다양한 응력 반응을 전위
밀도 기반 경화 모델로 설명하고, 이를 저탄소강의 실험적 거동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샆리고자 한다.

Keywords : 결정소성모델, 유한요소 해석, 전위밀도, 스프링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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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구면 스파이더의 성형조건 연구
박민철1 · 김동환#

A Study on the Forming Conditions of Spherical Spider by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M. C. Park, D. H. Kim
Abstract
최근 전기자동차의 시대가 초래함에 따라서 부품 경량화, 소음 최소화, 고정밀도 제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차에 적용되는 C.V Joint 용 구면 스파이더 개발을 위하여 성형
조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직선형 타입의 스파이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적용 시 하부 소음 및 잔 진동 발생으로 고객 감성품질에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기자동차의
특성 상 소음이 적어 소음 발생 시 민감하게 고객에서 전달된다. 따라서 하부 소음 및 잔 진동 최소화를
위하여 구면 타입의 스파이더로 형상 변경되었다. 또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냉간단조 공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적용대상인 구면 스파이더를 개발하기 위하여 성형
조건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목적함수는 성형하중으로 선정하였고, 목적함수인 성형하중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설계변수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설계변수의 인자와 수준으로 직교배열표를 작성하였고 유한요소해석
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을 통하여 성형하중을 최소화하는 성형조건을 제시하였다.

Keywords : Spherical Spider, Finite Element Analysis, Process Design, Orthogonal Arrays, Cold Fo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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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딩넥 플랜지 생산을 위한 형상링 압연공정 개발
이득원1 · 강성욱1 · 박쌍용2 · 성낙문3 · 이찬주1, #

Development of Profile Ring Rolling Process for Welding Neck Flange
D. W. Lee, S. W. Kang, S. Y. Park, N. M. Sung, C. J. Lee
(Received Month Day, Year / Revised Month Day, Year / Accepted Month Day, Year)
Abstract(Times New Roman 11pt)
Recently, there is an increasing commercial interest in manufacturing welding neck flange with a complicated crosssectional shape directly by a metal forming process to reduce final machining cost. Profile ring rolling is one of the
advanced metal forming technologies to manufacture large or small seamless profile rings. In this study, a profile ring
rolling process for producing large-scale profile rings with an L-section for welding neck flange is developed.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profile rings for welding neck flange consists of a forging stage to make initial profile ring and a
profile ring rolling stage to make final shape of welding neck flange. In the forging stage, the raw material is formed to
initial profile ring for ring rolling. The forged initial ring are then formed to the final product shape in the profile ring rolling
process, which is designed to occur in a single pass to minimize the cycle time.
Keywords : Welding neck flange, Ring rolling process, Forging process, Profile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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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레이저 용융법으로 제조된 AlSi10Mg 합금의
공정변수-미세조직 상관관계 분석
최연택1 · 박정민1 · 김은성1 · 강문구2 · 주효문2 · 김형섭#

Relationship between process parameter and microstructure of
AlSi10Mg alloy additively manufactured by SLM
Y. T. Choi, J. M. Park, E. S. Kim, M. Kang, H. Joo, H. S. Kim
Abstract
In this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rocess parameters and microstructure of the AlSi10Mg alloy manufactured
by the selective laser melting (SLM) method was analyzed. The alloy was additively manufactured by using commercial
SLM machine (M2, Concept Laser GmbH, Germany). And process parameters (i.e., laser power, scan speed) were
optimized to construct a processing map for obtaining defect-free samples. Samples fabricated under optimized
conditions had a relative density of more than 99% with sound microstructure.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and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 analysi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microstructural change of the alloy according to the process parameters. As a result of microstructure analysis, it can be
found that cell structure was formed due to rapid heating and cooling during SLM, and Al-Si eutectic secondary phase
and Si particles were observed at the cell boundaries. The size of grain and solidification cells is enlarged by the increase
of laser power and decrease of scan speed due to increase of volumetric heat input.
Keywords: Additive Manufacturing, Selective Laser Melting, Aluminum Alloy, Microstructure, Process Parameter
Control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레이저 용융법을 사용하여 제조한 AlSi10Mg 조형체의 공정변수와 미세
조직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조형체는 Concept laser사의 M2 장비를 사용하여 적층 제조하
였으며, 건전한 조형체 제조가 가능한 공정지도 구축을 위해 공정변수(laser power, scan
speed)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최적화 조건으로 만들어진 sample은 99% 이상의 상대밀도를
가지며, 거시적 결함이 최소화된 건전한 미세조직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공정변수에 따른 조형
체의 미세조직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SEM, EDS분석을 수행하였다. 미세조직 분석 결과 입열
과 급속한 냉각의 반복으로 인해 cell structure가 형성되었으며, cell boundary에는 Al-Si
eutectic 이차상과 Si particle이 석출되었다. 또한, laser power가 증가하거나 scan speed가 감
소함에 따른 입열량의 상승으로 인해 grain과 cell structure의 크기가 조대화됨을 확인하였다.
1.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 교신저자: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직위: 고엔트로피합금센터 센터장. E-mail: hskim@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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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 Ti 합금 선재의 열처리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
계적 강도에 대한 연구
이효주1, Sam Yaw Anaman1, 최정묵2, 이근호3, 박이주3, 조훈휘1#

A study on the heat treatment effect of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i alloys
H. J. Lee, S. Y. Anaman, J. M. Choi, G. H. Lee, L. J. Park, H. H. Cho
Abstract
높은 비강도와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가진 타이타늄 합금은 항공용, 의료용 등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Ti-6Al-4V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타이타늄 합금의 조성으로서, 제조 공정 및 열처리 방법에
따라 다양한 미세조직 및 이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 조건에 따른
Ti-6Al-4V 합금 선재의 미세조직 변화를 전자후방산란회절(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EBSD)
현미경을 통해 분석한다. 선재에서의 열처리 조건이 미세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미세
조직적 특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경도 시험을 통해 열처리 조건에 따른 타이타늄 합금의 기계적 강
도 특성을 확인한다.

Keywords : Ti alloys, heat treatment,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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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용 이종 소재의 기계적 접합을 위한 FDS의
특성 및 체결 접합 강도 평가에 관한 연구
박은기1 · 김지훈2 · 김도연3 · 최정묵#

A study on the FDS characteristics and joint strength evaluation
for mechanical joining dissimilar materials of eco-friendly
vehicle
Eun Kee Park1, Ji Hoon Kim2, Do Yeon Kim3, Jeong Muk Choi#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이종 소재 판재 조합에 따라 여러 가지 사양의 FDS의 체결 조건을 최적화하고 각 조
합의 체결접합 강도 특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FDS는 판재를 고속/고하중으로 관통하여 체결 부위의 두께
를 증가시키고 내부에 암나사산을 가공하여 체결되는 기술 및 제품이다. FDS 체결 판재 조합은 상판 스
틸/하판 알루미늄, 알루미늄/스틸 2종을 비교하였고, 상판 Pre-hole 유무에 따른 체결 접합 강도를 비교
하였다. 또한, Pre-hole Size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였다. FDS는 체결 길이가 작은 판재 체결에 유리하며,
체결 접합 강도는 상판과 하판 조합 그리고 적용된 스크류의 사양에 의해 결정된다.
Keywords : Dissimilar Materials, Joint Strength, Flow Drilling, Eco-friendly Vehicle, Fastener, One-side Access,
Mechanical Properties

1.

서론

FDS는 Flow Drilling Screw의 약자로 편방향 접합이 가능한 기술이며,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얇은 판재는 타공 후 암나산을 만들어 스크류를 체결하면 체결길이가 작을 수밖에 없어 충분한
체결력을 형성할 수가 없다. Flow Drilling은 얇은 판재의 체결강도(체결길이)를 증가시키기 위하
여, 고속/고하중의 드릴로 판재를 관통하여 퓨넬(Funnel)를 형성, 체결부위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판재 간 접합을 위해서는 Flow Drilling 공정 후, 내부에 암나사산
을 가공하고, pre-hole이 적용된 상부 판재를 스크류로 조립하는 여러 단계 공정이 필요하다. 하
지만 그에 반해 FDS는 선 공정을 한 공정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선가공 생략 및 Cycle
time 단축에 유리한 기술/제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종 소재 판재 조합에 따라 여러가지 사양의 FDS의 체결 조건을 최적화하고
각 조합의 체결접합 강도 특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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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합, 선임
# 교신저자: ㈜진합, 상무. superjm@jinhap.com

2.

실험방법

판재 조합은 상판 스틸/하판 알루미늄, 알루미늄/스틸 2종으로 하였다. 또한 상판에 Pre-hole
을 적용하는 조합을 추가하여, Pre-hole 적용 여부에 따른 체결접합강도를 비교하였고, 여러가
지 Pre-hole size를 적용하여 그 영향을 평가하였다.
FDS M5, FDS M4, 고강도 FDS M4 사양을 적용하였다. FDS M5와 FDS M4는 침탄열처리를 적용
한 사양이며, 고강도 FDS는 고탄소강 소재에 오스템퍼링 열처리를 적용한 사양이다. 또한 FDS
체결 시 생성되는 퓨넬이 체결 접합 강도에 미치는 영향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 판재 조건에
절삭 탭핑하여, 동일 사양의 FDS를 체결하여 체결 접합 강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체결접합강도 평가는 Lap shear tension test와 Cross tension test를 진행하였고, 7개 평가후 최대, 최
소 데이터를 제외한 테이터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파단 모드가 스크류 파단인 조합에서는 비틀림 강도가 높은 사양의 스크류 적용의 조합이 높
은 체결 접합 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상판 Pre-hole 적용시 Lap shear tension test에서
pre-hole 미적용이, cross tenstion test에서는 pre-hole 적용 조합이 조금이라도 높게 체결 접합 강도
가 높게 나오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상판 pre-hole 적용 시, Lap shear tension test에서는 pre-hole
size가 작을수록 높은 체결 접합 강도를 보이며, cross tension test는 일정 크기 이상에서의 prehole size는 상판의 변형에 의하여 FDS의 head가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그 외에서는 하판
나사산 전단의 파단모드가 발생하며, 체결 접합 강도는 유사하다.

4.

결론

1) FDS는 체결 길이가 작은 판재/판재 체결에 유리한 체결 방법이다.
2) FDS의 체결 접합 강도는 상판과 하판 조합 그리고 적용된 스크류의 사양에 의하여 결정된
다, 상/하판의 순서가 변경되면, 체결 접합 강도도 변하며, 상판의 강도가 약하거나, 얇은 두께
판재의 조합이 높은 체결 접합 강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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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316L 분말 레이저 용융 적층 후 레이저 리멜팅과 초음
파 나노 표면 개질에 따른 표면 및 기계적 특성 변화에 관
한 연구
조승영1 · 백경윤2 · 박상후3 · 심도식#

Effects of Laser Remelting and UNSM on Surface of STS316L
Steel Built by Direct Energy Deposition
S. Y. Cho, G. Y. Baek, S. H. Park, D. S. Shim
Abstract
DED (Directed Energy Deposition)는 국부적인 영역에서의 적층이 가능하여 표면 강화와 제품 파손 시 보수
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적층된 표면은 매우 거칠기 때문에 반드시 후처리 공정 (Post-processing)이 요
구된다. 이러한 분말 용융 적층된 표면의 특성 개선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로 표면을 재용융시키
는 SLR (Surface Laser Remelting)과 초음파 나노 개질 기술 (Ultrasonic Nano Crystal Surface Modification, UNSM)
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한 실험으로, STS316L 분말을 DED를 이용해 적층하였으며, 적층된 표면에 동일한
장비의 레이저만을 이용하여 적층 표면에 재조사하였다. 그 후 UNSM을 적용하여, 각 단계별로 표면 및
잔류응력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때, SLR의 주요 변수인 레이저 조사 트랙 간 오버랩 (Overlap)을 0, 25, 50
그리고 75 %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UNSM 하중은 10, 30 그리고 50 N로 변화시켜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적
층된 소재의 표면 거칠기는 약 Ra 12.5 μm로 확인되었으며, SLR 오버랩 75 % 그리고 UNSM 하중 50 N이 적
용되었을 때 Ra 2.3 μm로 가장 낮은 표면 거칠기를 나타내었다. 표면 개질 전후의 표면압축잔류응력을 측
정하였으며, 그 결과 96.1 MPa의 인장 응력이 형성되어 있었던 DED 표면에 SLR 오버랩 0 % 그리고
UNSM 하중 50 N을 적용시킨 후에는 최대 615.8 MPa의 압축 응력이 표면에 잔류되었다. 이는 레이저 재용
융에 의한 재결정과 UNSM 적용에 따른 나노 결정화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추후에는 이러한 미세조직
에 대한 변화를, EBSD (Electron Back Scatter Diffraction)와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관찰
할 계획이다.

Keywords : STS316L, Surface modification, Laser remelting, Surface roughness, Hardness

1.

서론

DED (Directed Energy Deposition)는 국부적인 적층이 가능하여 제품의 파손 시 보수 및 표면 강
화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적층된 표면의 높은 거칠기로 인해 반드시 후처리 공정이 요구
된다. SLR (Surface Laser Remelting)은 DED와 동일한 장비에서 레이저만을 조사하여 표면을 개선
시켜주는 간단한 후처리 공정이다. 또한 초음파 나노 개질 기술 (Ultrasonic Nano crystal Surface
Modification, UNSM)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표면에 마이크로 딤플 (micro-dimple)을 형성시켜 표면
및 기계적 특성 향상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LR과 UNSM 공정의 조합으로 표면 및 기
계적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 한국해양대학교 조선기자재공학과, 석사 연구원
2. 광주대학교 기계금형공학부, 교수
3.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 심도식: 한국해양대학교 조선기가재공학과, 교수.
E-mail: think@kmou.ac.kr

2.

실험방법

STS316L 분말을 이용하여 DED 적층한 후 동일한 장비의 레이저로 중첩 (overlap) 조건을 4가
지 0, 25, 50 그리고 75 %로 변화시켜 SLR 하였다. UNSM 처리에서는 하중 10, 30, 50 N으로 변화
시켰다. 그 후 표면 및 기계적 특성 분석으로 SLR과 UNSM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표면 특성 시
험으로 Mitutoyo사의 SJ-410 장비를 이용하여 표면 거칠기(roughness)를 측정 하였으며, 기계적
특성은 압축잔류응력 (XSTRESS 3000, Stresstech) 측정을 통해 규명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SLR과 UNSM 적용에 따른 3차원 표면과 Ra 값 변화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Ra 12.5 μm로 거
칠었던 DED 표면에 SLR 오버랩 75 % 그리고 UNSM 하중 50 N을 적용시킨 결과, 최대 81.6 %까
지 거칠기가 개선되었다. Figure 2는 각 후공정 단계별 압축잔류응력 측정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
이다. 그 결과 96.1 MPa의 인장 응력이 형성되어 있었던 DED 표면에 SLR 오버랩 0 % 그리고
UNSM 하중 50 N을 적용시킨 후에는 최대 615.8 MPa의 압축 응력이 표면에 잔류되었다.

4.

결론

STS316L 분말로 적층한 표면에 SLR과 UNSM을 단독으로 적용시키는 것 보다 SLR 후 이어
서 UNSM 처리하는 방법이 표면 및 기계적 특성 향상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표면 특
성에서 SLR 오버랩 75 % 그리고 UNSM 하중 50 N 공정의 조합이 많은 개선을 가져왔다. 기계
적 특성 개선에는 동일한 UNSM 조건과 SLR 오버랩 0 % 의 공정 조합이 유리하였다. 이는 레
이저 재용융에 의한 재결정과 UNSM 적용에 따른 나노 결정화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추후에
는 이러한 미세조직에 대한 변화를, EBSD (Electron Back Scatter Diffraction)와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관찰할 계획이다.

Figure. 1. SLR, UNSM 기술 적용에 따른 표면 거칠기 변화

Figure. 2. 표면잔류응력 측정 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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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nel718과 WC 혼합 분말의 직접에너지적층에서
WC 함유량에 따른 적층소재의 인장 특성 평가
강현성1 · 백경윤2 · 심도식#

Tensile strength of Inconel718 Mixed with Different Contents of
WC Powder Build by Directed Laser Deposition
H. S. Kang, G. Y. Baek, D. S. Shim
Abstract
Inconel718은 니켈을 기반으로 한 합금으로 기계적 성질과 내열성이 우수하며, 다양한 환경에서도 잘 부식
되지 않아 여러 산업군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 제품의 수명이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수명과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종의 소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종의 분말을 혼합하여 직접에너지적층(directed energy deposition) 공정으로 제작된 소재의 특성 평
가에 관한 것이다. 내마모성, 습윤성 그리고 경도가 뛰어난 구형의 WC 분말을 Inconel718 분말과 혼합하였
으며, WC의 함유량을 0%, 20%, 40%로 변화시켜 적층 소재를 제작하였다. 적층된 소재의 인장시험 결과, WC
분말이 함유되지 않은 As-built Inconel718의 인장강도가 가장 높았고, WC 입자의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인장강
도와 연신율이 감소하였다. 이는 Inconel718 내부의 WC입자 주변에 발생한 균열이 적층 소재에 영향을 주었
기 때문이다. 향후 WC 입자내부와 주변 적층부에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예열을 진행하여 시편을
제작하고, 예열 전과 후의 기계적 성능을 비교할 계획이다.

Keywords : direct energy deposition, tensile strength, WC, Inconel718, sheard dimple

1.

서론

Inconel718은 니켈 베이스 합금으로 가공성과 용접성이 우수하고, 내식성과 내산화성이 좋아 고
온, 마모, 부식, 충격과 피로가 가해지는 환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Inconel718 소재를
DED 장비를 이용하여 레이저 적층 공정을 통해 보수, 표면 강화를 진행하는 선행연구가 많이 진
행되었다. 레이저 적층 공정은 레이저를 열원으로 사용하여 금속 분말과 함께 조사하여 금속 비
드를 형성하고 층을 쌓아 형상을 제작하는 공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품의 수명을 좀 더
늘리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마모성, 습윤성 그리고 경도가 뛰어난 WC를 선택하여
Inconel718 분말과 혼합한 뒤 DED 공정을 이용하여 적층하였다. 그리고 wrought Inconel718 소재와
적층한 시편의 기계적 성능을 인장시험을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직접에너지적층을 위해 DMT MX3(InssTek, 대한민국)을 이용하였고, 적층 조건은 선행 연구를 바
탕으로 최적화된 조건을 사용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적층 재료는 75~150μm의 입도 분포를 갖는
Inconel718과 WC 분말을 혼합하여 사용하였고, 모재는 Inconel718 소재를 사용하였다. 시편은
DED 장비를 사용하여 모재 위에 Inconel718 분말과 WC 분말을 중량비 100:0, 80:20, 그리고 60:40
의 비율로 혼합한 후 1.25mm의 높이로 적층하였다. 그 후, 적층부 1mm, 모재부 2mm의 두께를
가지도록 가공하여 ASTM E8규격에 맞춰 인장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인장시험은 각 시편마다 6개
씩 총 24번 진행하고 인장강도와 연신율을 측정한 후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Table 1. Parameters for DED processing
Laser Power(W)

900

Powder flow rate(g/min)

Contour : 4.5 / Pocket : 3.5

Laser traverse speed(mm/min)

850

Powder gas(L/mi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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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xial gas(L/min)

3.

8

결과 및 고찰

인장시험 결과, WC 분말의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인장강도와 연신율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다. 그리고 Fig. 1를 보면 Inconel718 분말을 적층한 시편의 인장강도가 가장 높고 wrought
Inconel718 소재의 연신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파단된 인장시험편을 관찰한 결과,
WC 분말의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시편의 표점 거리 밖에서 파단이 발생하였다. 이는 WC 입자 내
부와 주변에 발생한 균열 때문이다. 그 예시로 Fig. 2 (a)를 보면 WC 입자 주변 적층부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적층 공정 중 레이저 조사에 따른 소재의 용융과 냉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응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열응력으로 인하여 WC 입자 내부에 균열이 발생
하고, 인장시험과 같은 외부 응력이 WC 입자 주변부에 집중될 때 균열 주변부로 전파된다[1].
60:40의 비율로 혼합한 시편의 파단면인 Fig. 2 (b)에서와 같이, 적층부에서 타원형태의 딤플(dimple)
인 sheard dimple과 river-like pattern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장시험 중 상대적으로 단면적의 수축
이 작은 적층부에 비해 모재부의 단면적의 수축이 크게 발생하여 전단응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이
다.

4.

결론

Inconel718을 WC 분말과 혼합하여 적층한 결과, WC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강도와 연신율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WC 입자 내부와 주변 적층부에서 발생한 균열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WC 혼합분말 적층과정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적층 공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Jin-Sha Xu, Xian-Cheng Zhang, Fu-Zhen Xuan, Fu-Qiang Tian, Zheng-Dong Wang, Shan-Tung Tu, “Tensile properties
and fracture behavior of laser cladded WC/Ni composite coatings with different contents of WC particle studied by in-situ
tensile testing,” Mater Sci Eng A, Vol. 560, pp. 744-751, 2013.(doi,org/10.1016/j.msea.2012.10.028)

Fig. 1 Graph of stress-strain

(a)
(b)
Fig. 2 SEM images of as-built WC 40% / Inconel718 60%, a) surface image, b) tensile fracture

한국소성가공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Size-dependent partitioning을 이용한 원가절감형 고강도
고연성 low Mn경량철강 개발
배효주1 · 고광규1 · 박형석2 · 정재석3 · 김정기1 · 성효경1 · 김형섭4 · 설재복1 #

Development of low-Mn lightweight steels with
strength/ductility balance via Size-dependent partitioning
H. J. Bae, K. K. Ko, H. S. Park, J. S. Jeong, J. G. Kim, H. K. Sung, H. S. Kim, J. B. Seol
Abstract
We created a class of low-Mn lightweight steels with high strength/ductility balance for next industrial revolution. By
minimal Mn addition and low-tempering partitioning (LTP) process, simultaneous increment of tensile strength and
ductility of typical low-Mn lightweight steels with heterogeneous microstructure of metastable austenite grain sizes was
achieved. Its outstanding tensile strength/ductility balance with a strength of 1,118 MPa and ductility of 47%, surpasses
that of typical low-Mn transformation-induced plasticity (TRIP) steels, and medium-Mn TRIP steel. Further, our LTP
steel exhibits not only a low raw-materials cost as compared to high-Ni/Co maraging steels and Co-containing highentropy alloys, but also a low thermomechanical-processing cost as compared to high-Mn steels, while maintaining a
comparable tensile strength/ductility balance.
\
Keywords: 철강, 경량강판, 전위거동, 투과전자현미경

1.

서론

새로운 산업혁명의 발생과 함께 드론, 플라잉카와 같은 항공 교통수단에서의 차세대 기술 분
야가 출현되고 있다. 이 기술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더 높은 강도와 연성은 물론, 경량성을 겸
비한 구조 재료를 요구한다. 게다가 제조 단가 절감 및 CO2 배출양을 줄이기 위한 공정 기술
개발은 필수 사항이다. 한편,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중-, 고망간강은 높은 강도와 연성을 가진
경량 구조재료 후보로서 언급되고 있으나, 많은 양의 망간첨가에 의해 공정비용 증가로 새로운
공정 및 재료 개발의 필요성이 촉구되고있다. 그에따라 본 연구에서는 짧은 시간의 저온 템퍼
링을 실시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최대화하고, 망간 첨가량이 낮으면서 강도를 향상시킨 원가절
감형 페라이트계 경량 철강을 개발하였다.

2.

실험방법

1)합금 제작 과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합금의 화학적 조성은 다음 표 1 에 나타내었다. 저망간 원가절감형 합금
설계에 따라 Mn 은 2.8~3.0 wt% 첨가되었으며, 5.7 wt% Al 및 0.1 내지 0.3 wt% C 의 성분을 함유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Table 1. Chemical composion of specimen

C
0.1 ~ 0.3

Mn
2.8~3.0

Al
5.7~6.0

1. 경상국립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 K-금속센터
2. Hyundai Mobis Materials Research Team R&D
3. 두산중공업 Materials Technology Development Team
4.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 교신저자, E-mail: jb.seol@gnu.ac.kr

(wt%)

Si
<0.01

P
<0.01

Fe
Bal.

합금의 열처리 공정은 그림 1 에 나타내

었다. 1200℃에서 90 분 동안 용체화처리한 합금을 900℃ 내지 1100℃에서 55% 압하율로 열간
압연한다. 이후 650℃에서 60 분 동안 권취한 후 10℃/s 의 냉각 속도로 실온까지 공랭한다. 상
기 공랭한 합금을 70%의 압하율로 냉간압연을 진행한 후 850℃ 내지 950℃에서 90 초 동안 이
상영역 어닐링(intercritical annealing, ICA)을 실시한다. 10℃/s 의 냉각 속도로 430℃까지 냉각된
합금은 50 초 동안 등온 어닐링 진행 후 공랭한다.
상기까지의 과정은 광범위하게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열 처리 방식으로, 본 연
구에서는 공랭 된 합금을 300℃에서 10분 동안 저온열처리공정(LTP)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Fig 1. Heat treatment route and LTP processing

3.

결과 및 고찰

그림 2에 in situ TEM으로 관찰한 전위거동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LTP 열처리 방식이 전위
밀도가 손실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은 본 합금의 공칭 인장 응력-변형률 곡선을 나
타내고 있다. LTP처리로 인해 탄소가 0.3 wt%가 첨가된 합금의 항복강도는 610MPa에서 798
MPa로, 최대 인장 강도는 900 MPa에서 1108MPa로 증가하였다. 또한 총 연신율은 42.5%에
서 47%으로 증가하였다.

Fig 2. In situ TEM images

4.

Fig 3.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

결론

망간 첨가량이 낮은 원가절감형 경량 철강에 적용한 LTP 공정은 전위 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직을 안정시켜 강도와 연신율 향상에 효과적으로 작용한 열처리 공정인 것으로 관찰되
었다.

참고문헌
1. S. Jiang, H. Wang, Y. Wu, W. Liu, Z. Lu, et al, 2017, Ultrastrong Steel via Minimal Lattice Misfit and High-Density
Nanoprecipitation, Nature., Vol. 544, pp. 460–464. https://doi.org/10.1038/nature22032.
2. B. B. He, B. Hu, H. W. Yen, G. J. Cheng, M. X. Huang, et al, 2017, High Dislocation Density-Induced Large Ductility
in Deformed and Partitioned Steels. Science., Vol. 357, pp.1029–1032. https://doi.org/10.1126/science.aan0177
3. Y. Wei, Y. Li, L. Zhu, Y. Liu, H. Gao, et al, 2014, Evading the Strength–Ductility Trade-Off Dilemma in Steel through
Gradient Hierarchical Nanotwins. Nat. Commun., Vol. 5, pp. 3580. https://doi.org/10.1038/ncomms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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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 공정에 의한 Al 7075 의 기계적 특성 및 미세조직 변화
김효건 1, 하혜수 1, 이정섭 1, 손수정 2, 김형섭 2,3, 성효경 1, 설재복 1,#, 김정기 1,#

Mechanical property and microstructure changes of the highpressure torsion-processed Al 7075 alloys
H. Kim, H. Ha, J. Lee, S. Son, H. S. Kim, H. Sung, J. B. Seol, J. G. Kim,

Abstract

고압 비틀림 공정(Hot pressure torsion, HPT)은 강소성 가공 공정(Severe plastic deformation, SPD)의
하나로써 지속적인 회전에 의한 전단 변형을 부과하여 결정립 미세화 및 분말 치밀화를 통해 재료를
강화하는 공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Al 7075 합금에 HPT 공정을 진행하여 재료의 강도변화와 미세조직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HPT 공정 도중 발생하는 전단변형과 마찰열에 의해 결정립 미세화와 동적 재결정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에 따라 공정 turn 수에 따라 결정립 크기의 변화와 석출물의 생성이 관찰되었고,
미세조직 변화와 기계적 특성의 비교를 통해 turn 수가 높을수록 더 좋은 강도를 가지면서 동시에 연신율을
회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 결과를 통해 경량금속에 강소성 가공을 진행했을 때 결정립 미세화와 동적
재결정이 동시에 작용하여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획득할 수 있음을 보였다.

1. 경상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부 K-금속센터
2.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3. 포항공과대학교 고엔트로피합금 센터
# 교신저자: 김정기, 조교수 E-mail: junggi91@gnu.ac.kr / 설재복, 부교수 E-mail: jb.seol@g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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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무리 현상 방지를 위한 사출 속도 다단제어 방법론 개발
김미진1 · 최재혁#

Development of a Multi-Stage Control Methodology for
Injection Velocity to Prevent a Halo Surface Defect
M. J. Kim, J. H. Choi
Abstract
사출성형 불량 중 달무리 현상(Halo Surface Defect)은 제품표면에 동심원 형태의 띠가 나타나는 현상으
로 외관이 중요한 제품의 경우 필수적으로 방지되어야 하는 불량이다. 달무리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유
동선단속도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달무리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
기 위해 다단속도 제어 방법론을 개발했다. 먼저 대상제품을 단일 게이트 단속으로 충진시킨 후 유동선단
속도의 변화가 급격한 지점을 계산하여 이 지점을 다단속도 제어를 위한 제어점으로 선정하였다. 제어점
을 기준으로 충진속도 변경을 위한 구간을 정의하였고 각 구간에서 유동선단속도가 균일해지도록 충진속
도를 제어하여 수지선단속도를 균일하게 맞출 수 있었다.

Keywords : English Key Word: Injection Molding , Halo Surface Defect , Surface Defects , Multi-Stage Control of
Injection Velocity , Flow Front Velocity

1.

서론

사출성형 공정에서 다양한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표면 불량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고 외
관을 해쳐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달무리 현상(Halo Surface Defect)은 TV 백커버 등 얇은 두께의
제품 성형 시 자주 발생하는 결함으로 제품 표면에 달무리와 같이 환형의 띠가 나타나는 표면
불량이다. 사출성형 공정엔 사출 속도, 온도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공정 조건 변수들
이 있다. 달무리 현상은 수지선단속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 연관성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증명된 바가 있다. 달무리 현상에 관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원인 규명에 그칠
뿐이었고 그 해결책에 대한 연구 사례는 없었다. 용융 수지가 금형 내부로 주입되는 사출성형
공정의 특성상 충진 중 유로 단면적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는 수지선단속도의 변화로 직결된다.
수지선단속도의 급격한 변화는 달무리 현상과 같은 표면 불량과 더불어 충진 중 급격한 압력
편차, 응력 편차를 발생시켜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제품의
형상과 유동 패턴을 고려하여 사출속도를 적절히 제어할 필요가 있다. 실제 현장에선 사출속도
다단제어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 기준이 없기에 임의의 값대로 다단제어를 하거나,
아예 다단제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사출성형 공정 과정을 고려한 사출속
도 다단제어의 기준을 제시하고,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제시된 방법론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다.
1. 광주대학교 미래융합기술공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광주대학교 미래융합기술공학과, 조교수. E-mail:
jhchoi@gwangju.ac.kr

2.

실험방법

사출성형 해석 프로그램인 Moldex3D를 사용하

여 가로 210[mm], 세로 135[mm], 두께 2[mm]의 사각 시편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고 충진
동안의 유동 패턴을 확인하였다. 충진 과정을 Ram Position에 따라 10구간으로 나누었고, 충진
완료 시점을 제외한 9개의 포인트에서 유로 단면적값을 추출하였다. 이후 수지선단속도를 계산
하여 수지선단속도를 기준으로 다단속도 제어를 위한 제어점을 선정하였다. 수지선단속도의 변
화가 급격한 2개의 지점에서 충진 과정을 나누어 Table 1과 같이 3개의 구간으로 사출속도 다단
제어를 진행하였다.
Table 1. Flow Rate by Ram Position

Single-Stage Control

Multi-Stage Control

ΔRam Position [mm]

Flow Rate [mm3/s]

0 - 118

73.6

0 - 16

33.7

16 - 76

73.6

76 - 118

32.4

수지선단속도의 변화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지선단속도가 도출되는 Flow rate 값을
역으로 계산하였다. 각 구간별 유로 단면적의 평균값을 통해 계산된 Flow rate값을 Table 1에 나
타내었다. 방법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단제어를 적용시킨 해석 조건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사출속도를 단속으로 했을 때의 수지선단속도와, 본 방법론에 따라 다단제어를 했을 때의 수
지선단속도를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방법론을 적용시켰을 때 수지선단속도의 최대 변화량을
70% 감소(166.0[mm/s] → 50.1[mm/s])시킬 수 있었다.

Fig 1. Flow Front Velocity of Specimen with Single-Stage

Fig 2. Flow Front Velocity of Specimen with Multi-Stage

Injection Speed

Injection Speed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달무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지선단속도의 변화량을 감소시키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방법론을 사각 시편에 적용시켜 수행한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통해 본 방법론의 효
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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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간단조 성형공법을 이용한 항공용 Ti64 합금
체결부품의 제조공정에 관한 연구
조은빈1 · 금상원2 · 곽희만3 · 최정묵#

A Study on a Manufacturing Process using Warm Forging
Forming Method for Ti64 Alloy Aircraft Fasteners
E. B. Jo, S. W. Keum, H. M. Kwak, J. M. Choi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항공용 Ti 합금 체결부품에 대해 기계가공 최소화, 금형 수명 및 치수정밀도 극대화 등의 장점을 가지
는 온간 성형공법을 적용함으로써, 제조공정 상용화 기술개발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항공용 체결부품 제조를 진행하면
서 체결부품 및 시험평가 관련 규격인 NAS(National Aerospace Standard) 규격을 기준으로 제품의 품질을 만족하기 위한
제조공정 최적화 확립을 수행하였다. 항공용 Ti 합금 체결부품은 단조, 세척, 열처리, 전조, 가공 등 모든 공정별 규격
이 각각 존재하며, 특히 나사부의 정밀도가 상당히 높아 제품의 품질을 만족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제품의
규격별 단조 및 전조의 온도, 생산 조건 등을 DB화 하여 제작하고, 제품의 기계적 특성평가 결과를 만족시키고자 하였
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제품은 NAS 규격 요구사항 평가 항목인 치수정밀도, 나사산 형상, 야금학적 특성, 기계적 특
성(인장/전단/피로) 등을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규격에 만족하였다. 본 연구에서 온간성형 단조공법을 이용한 제조공
정 최적화 확립을 통해 항공용 Ti 합금 체결부품의 국산화 목표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develop commercialization technology for manufacturing process by applying a warm forming method that has
advantages such as minimizing machining, maximizing mold life and dimensional accuracy for aircraft Ti alloy fasteners. While
manufacturing fastening parts for aircraft, based on NAS(National Aerospace Standard) standards, which are standards related to fastening
parts and test evaluation, we established manufacturing process optimization to satisfy product quality. For aircraft Ti alloy fasteners, there
are standards for all processes such as forging, cleaning, heat treatment, rolling, and machining. In particular, it is very difficult to satisfy
the product quality due to the high precision of the thread part. Therefore, it was produced by making a database of forging and rolling
temperature, production conditions, etc. for each product standard, and to satisfy the mechanical property evaluation results of the product.
Finally, the manufactured product was evaluated for the NAS standard requirements evaluation items such as dimensional accuracy, thread
shape, metallurgical properties, and mechanical properties (tensile/shear/fatigue), and the evaluation results satisfy the standard.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goal of localization of Ti alloy fasteners for aircraft is possible through establishment of manufacturing
process optimization using the warm forming forging method.

Keywords : 64Ti합금, 온간성형공법, 제조공정, NAS 규격, 특성평가
후기 : 본 연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10081334)” 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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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스테인리스 극박판의 굽힘 특성 분석
백현우1 · 경준현1 · 전영배1· 송용호1 · 한채림1 · 이창환#

Analysis of Ultra Thin 304 Stainless Steel Sheet Bendbility
H. W. BAEK, J. H. KYUNG, Y. B. JUN, Y. H. SONG, C. L. HAN, C. W. LEE
Abstract
본 연구는 두께별 304 스테인리스의 거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축 인장 시험 및 굽힘 실험을 진행하였
다. 정확한 스테인레스의 두께별 물성치를 얻기 위해 UTM(Universal Testing Machine)과 DIC(Digital Image
Correlation)장비를 사용하였다. 스테인리스 극박판의 두께는 100µm, 80µm, 50µm, 30µm로 선정하였고 두
께별로 인장시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인장강도, 항복응력, 탄성계수, 연신율, 이방성 계수 등의 물
성치를 얻었고 두께가 얇아질수록 인장강도는 증가하고 연신율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께별로
각각의 연신율은 44%, 20%, 8%, 1.3%이고 인장강도는 1004MPa, 1205MPa, 1232MPa, 1879MPa 이다. 1축
인장실험 결과의 데이터 기반으로 상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고 실
험에서 얻은 결과값과 해석 결과값이 유사한 그래프 경향을 보였다.
인장시험으로부터 얻은 물성치를 활용하여 V-굽힘시험(목표각도 90°)을 진행하였고 각 두께별로 각도와
곡률을 측정하였다. 극박판 두께변화에 따라 80°(100µm), 89°(80µm), 98°(50µm), 109°(30µm)의 각도 결과값
을 얻었다. 이 중 두께 80 µm 판재에서 스프링백이 89°로 목표 각도(90°)와 가장 유사한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Keywords : Tensile Test(인장 시험), Bending Test(굽힘 시험), Ultra Thin Stainless Steel Sheet(스테인리스 극박
판)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 교신저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cwlee@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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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시트의 접촉부 각도와 나사 체결력에 의한 누설량 연구
김민경1 · 최은지2 · 백세웅3 · 정준환#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Leakage Rate by Contact
Angle and Bolt Torque of Valve
M. K. Kim, E. J. Choi, S. W. Baek, J. H. Jung
Abstract
밸브는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배관 자재이며, 특히 운전성을 가지는 장치로서 제
어기능이 불안하게 되는 경우나 구조적 손상, 누설 및 안전성 등에 대한 법적인 규제 또는 설계요건이 까
다로운 부품이다. 일반적으로 밸브의 누설을 저감을 위해 비금속(고무) 소재를 사용하지만 온도와 대상
유체 등의 사용 환경에 의해 비금속 소재의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비금속 소재를 사용
한 Sealing이 불가능할 경우 금속 소재간 접촉으로 Sealing을 진행한다. 하지만 금속 소재의 면-면 접촉으
로는 누설을 저감하기 어려우므로 접촉부의 각도차를 이용하여 면-선 혹은 면-점 접촉을 통해 누설을 저
감해야 한다. 또한, 나사 체결 방식의 밸브의 경우 누설저감을 위해 과도한 체결력으로 사용자가 제품을
결합하여 제품이 파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체결력의 선정은 제품의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인 볼트의 체결력은 볼트에 걸리는 축하중에 따라 계산되지만
상대적으로 복잡한 형상의 밸브의 경우 구조 및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적정 체결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누설저감을 위한 접촉부의 적절한 각도와 체결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시험 샘플
을 제작하여 누설시험을 진행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성과활용촉진(R&D)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입니다.
(과제번호 : P0013934)

Keywords : Valve (밸브), Seat (시트), Contact Angle (접촉부 각도), Bolt Torque (체결력)

1. 신화하이텍(주), 대리
2. 신화하이텍(주), 사원
3.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책임연구원
# 교신저자: 신화하이텍(주), 부장, sht@shhitec.com

한국소성가공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유연 다관절 멘드렐을 이용한 파이프굽힘 해석
누룰 아킬라 라자리1 · 전만수#

Analysis of precision pipe bending using flexible mandrel
N. A. Razali, M. S. Joun
Abstract
In this study, elastoplastic finite element analysis of a precision pipe bending process using flexible mandrel is
conducted, which was found from the literature. Multi-body analysis function is employed to deal with the flexible
mandrel, a ball and socket type chain. The components of the flexible mandrel as well as the pipe material are assumed to
behave elastoplastic.
Keywords : Pipe bending (파이프 벤딩), Flexible mandrel (유연 멘드렐), Finite element analysis(유한요소해석)

1. 서론
파이프 벤딩 공정에서 재료의 한쪽, 즉 바깥
쪽은 인장변형을 받고, 그 반대편은 압축변형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곡선 구간에서 파이프의
단면은 원형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볼-소켓 형태의 유연
다관절 멘드렐이 사용되고 있다[1]. Fang 및
Heng 은 ABAQUS/explicit 를 이용하여 유연 다관
절 맨들렐을 활용한 파이프 벤딩 공정을 해석하
였다[1, 2].
이 연구에서는 문헌에서 발굴한 유연 다관절
맨드렐을 이용한 파이프 벤딩 공정을 내연적 탄
소성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해석한다.

2. 유한요소해석
Fig. 1 은 유연 다관절 벤딩 공정의 해석모델의
기하학적 형상이다. 이 공정은 벤딩 금형, 클램
핑 금형, 가압 금형, 와이퍼 및 맨드렐 등으로
구성되며, 공정의 특징은 여러 조각으로 나뉜
부품을 볼-소켓 연결로 만들어진 맨드렐에 있다.
재료는 맨드렐과 함께 탄소성체로 간주하였다.
모든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마찰조건 등의 해석
정보를 Table 1과 2에 정리하였다.
1. 경상국립대학교 공학연구원, 연수연구원
2. 경상국립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학생연구원
# 교신저자: 경상국립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E-mail: msjoun@gnu.ac.kr

Center of
rotation

Bend Die
Wiper Die
Flexible
Mandrel
Tube

Clamp Die

Pressure Die

Fig. 1 Analysis model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AISI 1050
Properties

Units

Value

Minimum yield strength
Young’s modulus
Poisson’s ratio
Density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Strain hardening exp.
Strain reduction ratio

MPa
MPa
3
kgm/m

460
199 950
0.29
7833.4

1/°C

0.0000151

-

0.16723
0.01144

Fig. 2는 유한요소해석 해석결과이다. Fig. 2(a)
와 2(b)는 각각 유효변형률과 유효응력을 나타낸
다. Fig. 3은 맨드렐의 운동을 강조하여 나타낸
것이다.

[2]

L. Heng, Y. He, Z. Mei, S. Zhichao, G. Ruijie,
2007, Role of mandrel in NC precision bending
process of thin-walled tube, Int., J. Mach. Tools
Manuf., 47(7-8), 1164-1175.

(a) Effective strain
(b) Effective stress
Fig. 2 Finite element predictions
Table 2 Friction in various contact interfaces.
1
2
3
4
5

Contact interfaces

Friction coefficient

Tube – bending die
Tube – wiper die
Tube – pressure die
Tube – clamp die
Tube – mandrel

0.1
0.1
0.25
Sticking
Frictionless

3. 결론
이 논문에서는 다물체의 탄소성 유한요소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유연 다관절 맨드렐을 이용한
정밀 벤딩공정의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소재핵심 기
술개발-첨단뿌리기술(과제 번호: 20003950)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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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olution steps of bending with flexible mand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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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벤딩 공정에서 스프링백의 실험 및 해석
조민진1 · 김수진2 · 전만수2#

Experiments and analysis of spring back in L-bending
M. J. Cho, S. J. Kim, M. S. Joun
Abstract
In this study, a single-stage precision symmetric L-bending process is studied in a numerical and experimental manner.
The process is assumed plane strain. An elastoplastic finite element method is employed. The process to be studied is the
final stage of a progressive sheet metal forming process. The predictions a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s, revealing
that they are in good agreement with each other.
Keywords : L-bending, Single-stage, Spring back control, Elastoplastic finite element method, Experiment, Tooling

프로그레시브 판재성형 공정에서 정밀 L-벤딩
공정은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이다. 공정
중 고질적 문제는 재료의 상태나 공정의 조건에
따라 스프링 백(spring back) 또는 스프링 고
(spring-go)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이 L-벤딩 공
정은 굽힘공정과 일종의 사이징 공정으로 이루
어져 있다[1,2]. 사이징 공정에서 스프링 백을 통
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연구에서는 L-벤딩 공정의 설계기반을 구축
하기에 앞서 L-벤딩의 해석에서 스프링 백 및
스프링 고 현상에 관한 해석결과의 실험적 검증
을 목적으로 정밀 대칭 단일 공정 L-벤딩을 실
험적 및 해석적 연구를 실시한다.

2. L-밴딩 공정의 이론적 및 수치적 연구
Fig. 1 은 연구 대상의 프로그레시브 판재성형
공정이다. 실험의 주 대상은 마지막 공정의 대
칭 L-벤딩 공정이다. 재료의 두께는 1.98mm 이
며, 재료의 두께와 폭의 비율은 1:9 로 부피소재
의 판재성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재료는 냉
간압연으로 생산된 SPCC-S 강판이며, 실험적으
로 획득된 유동응력은 Fig. 2 와 같다.
1.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기계과, 조교수
2. 경상국립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 교신저자: 경상국립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E-mail: msjoun@gnu.ac.kr

L-벤딩 공정의 장비 및 금형을 각각 Fig. 3과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Fig. 1 Progressive process with L-bending
500

400

Stress [MPa]

1. 서론

300

Experiment
Optimized

200

100

0
0

0.1

0.2

0.3

Strain [mm/mm]

Fig. 2 Flow stress of SPCC-S.

0.4

0.5

Fig. 4는 60rpm으로 작동되는 80톤의 기계식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다. 이 공정의 특징은 Fig.
3(b)의 펀치와 스탭(step)에 있다. 이것으로 하중
을 통하여 스프링 백 또는 스프링 고를 통제한
다. 따라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해석은 평면변형 탄소성 유한요소법을 사용하
였다. 영률 및 포아송비는 각각 210 혬과 0.28 이
다. 해석결과는 Fig. 5 에서 보는 바와 같다.
Table 1은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하고 있
다. 해석결과와 실험결과는 특히 스프링 백 양
의 측면에서 잘 일치하고 있다.

(a)Mechanical press with die set

Table 1 Comparison of predictions with experiments
Section

FE
predictions

Expements,
averaged

89.97°

89.98°

89.97°

89.99°

18.07mm

18.02mm

18.07mm

18.01mm

3. 결론

(b)Tools or dies
Fig. 3 Experimental apparatus

이 논문에서는 정밀 대칭 단수 공정 L-벤딩
공정의 실험과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
과, L-벤딩 공정에서 중시되는 굽힘각도의 예측
결과는 실험결과와 공학적으로 정확하게 예측되
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단수 공정 정밀 L벤딩과 같이 최적의 공정설계 목적에 해석기술
이 긴요하게 접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
후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소재핵심 기
술개발-첨단뿌리기술(과제 번호: 20003950)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Fig. 4 L-bent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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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형 링롤링 공정의 프리폼 설계
김민철1 · 문호근2 · 전만수#

Preform Design in Symmetric Ring Rolling Process
M. C. Kim, H. K. Moon, M. S. Joun
Abstract
Many researchers investigated the preform of ring rolling process using backward tracing simulation[1, 2]. But they
didn’t consider preform shape as forging product. In this paper, the research about the preform design of symmetric ring
rolling process is presented. It finds the preform design considering volume arrangement of final product shape. And the
velocity profile of the main roll is made considering reduction area every revolution. It is predicted using the suggested
preform design and velocity profile and reviewed.

Keywords : Ring Rolling, Preform Design

1.

서론

링롤링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은 이음매가
없어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며, 자동차, 항공,
기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링롤링 공정은 소재(workpiece), 메인 롤
(main roll), 맨드렐(mandrel), 가이드 롤(guide
roll), 액셜 롤(axial roll) 등으로 구성된다[1~3].
잘못된 링롤링 공정 설계는 각진 형상, 피쉬
테일(fish tail), 비균일 높이등 다양한 불량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프리폼 및 메인롤의
속도 프로파일을 자동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2.

결론

이 연구는 링롤링 최종 체적 및 장비에서
성형가능한 내경 및 제품의 높이를 이용하여
프리폼의 외경 및 외경부 각도, 랜드부 길이,
내경 위/아래 부위 테이퍼 각도를 제시한다.
또한 계산된 프리폼의 외경, 내경을 기준으로
메인롤의 속도 프로파일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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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제조 기반 방산부품 적용에 대한 적층 시험
송진영1 · 김채환2,#

Build-up Test for Application of Defense Parts Based on
Additive Manufacturing
J. Y. Song, C. H. Kim
Abstract
일반적인 금속제품의 생산방법은 주조, 단조, 압출, 절삭가공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부품과 완성품을 제
조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제조공법은 다양한 3차원 형상, 소량 다품종 부품 생산 등에 기술적, 경제
적인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최근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 기술이 4차 산업혁명과 제
조업의 인터넷 혁명으로 불리우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또한 적층제조는 항공기 부
품, 의료용 부품, 방산 부품 등에 활용된 사례가 보고되면서 기존의 제조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층제조 DED(Direct Energy Deposition) 공정 기술을 방산부품 제조 및 유지, 보수에
적용하고자 하며, 전 단계로 적층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응력, 미성형, 내부 기공 등에 예상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최적 공정제어 조건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Keywords : Additive Manufacturing(적층제조), Direct Energy Deposition(고에너지적층), 방산부품
(Defense parts), Build Up Test(적층시험)

1. 실험방법
적층 공정에 따른 주요 인자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5개의 인자를 선정하고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실험조건을 배치하였으며, Overlap line 적층으로 시편을 제작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DED방식의 장비를 활용하여 실험조건에 의한 8회의 Build Up Test를 수행하였다.

Fig. 1 Overlap line products
분석결과 적층높이와 경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식별하였으며, 각 인자별 수준의 효율적 배
치로 최적의 공정제어 조건을 선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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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체 소성가공 공정의 해석 기술을 활용한
전단부 클래딩 압출공정 해석
엄재근1 · 전만수#

Analysis of an extrusion process of front end clad part using
multi-body metal forming simulation technology
J. G. Eom, M. S. Joun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elastoplastic finite element analysis of a forward extrusion process for extruded part with sheet
metal clad frontal using the multi-body metal forming simulation technology. During the forward extrusion, the sheet metal
is drawn by the material. The process thus consists of a cup deeply drawn with a cold extruded core exerting forming load
on a sheet metal.
Keywords : Multi-body Analysis Technology (다물체 해석기술), Sheet Metal Clad Extrusion Process (판재 클래드 압
출), Deep Drawing (딥 드로잉)

1. 서론
미래지향적 친환경 기술로 다양한 재료의 효율
적 사용 및 재사용 등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특수한 기능을 가진 재료의 사용과 부
위별 열처리 기술 등이 연구되거나 응용되어 왔다
[1].
이 연구에서는 다물체 해석 기술을 이용한 전단
부 클래딩 압출공정에 대한 해석 사례를 소개한다.

2. 해석 및 결과
그림 1은 다물체 해석 기능을 활용한 압출품 전
반부를 이종 금속으로 클래딩하는 전방압출 공정
을 해석한 결과이다. 가상의 공정에 축대칭 탄소성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였다. 압출재는 A6062이고, 판
재는 SUS304이다. 소재 간의 마찰계수는 0.3이고,
소재와 금형 간의 마찰계수는 0.05이다.

3. 결론
금속재료의 사용 규제와 친환경 생산 및 저비용
1. ㈜엠에프알씨 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
# 교신저자: 경상국립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E-mail: msjoun@gnu.ac.kr

생산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앞으
로 있을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조기술
과 관련 해석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시하였다.

그림 1. 전단부 클래딩 압출공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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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클린칭 공정의 해석 및 정성적 검증
Renganathan1 · 이득원2 · 이찬주3 · 전만수#

Analysis of twin-point clinching process and its qualitative
verification
R. Sekar, D. W. Lee, C. J. Lee, M. S. Joun
Abstract
In this study, a double clinching process is simulated using a three-dimensional elastoplastic finite element method.
The process was found from literature and catalog of the commercial product. The predictions a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s in the qualitative way, revealing the possibility of engineering using the simulation technology.

Keywords : Twin-point clinching (트윈 포인트 클린칭), Elastoplastic finite element method (탄소성 유한요소법),
Deformed shape (변형형상), Qualitative verification (정성적 검증)

1. 서론
2. 해석 및 검증
클린칭은 이종 재료의 접합 등의 목적으
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복잡재료 사
용의 증가로 용접이 불가능한 판재들의 접
합에 유용하다. 클린칭에 관한 연구[1,2]는
주로 축대칭 클린칭, 즉 싱글 클린칭(single
clinching)이 주를 형성하고 있다.
싱글 클린칭은 회전을 통제하는데 취약
하다. 물론 찍힘에 의존하여 구조적으로 회
전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용접과
같이 조립의 한계로 모든 방향의 하중과 모
멘트를 지탱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트윈
포인트 클린칭(Twin-point clinching)은 이
러한 목적에 적합하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에 근거한 트윈 포인
트 클린칭 공정에 대한 3차원 탄소성 유한
요소해석 결과를 소개하고 실험결과와 정성
적으로 비교한다.
1. ㈜엠에프알씨 기술연구소, 주임연구원
2. 경상국립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대학원생
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밀기계공정제어연구그룹, 수석연구원
# 교신저자: 경상국립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E-mail: msjoun@gnu.ac.kr

Fig. 1(a)는 문헌에서 발췌한 트윈 포인
트 클린칭의 결과이다. 이 결과에 대하여
펀치와 금형을 추정하여 공정해석을 실시하
였다. 판재의 유동응력은 Hollomon 수식으
로 표현되었으며, 상하판재가 동일하게 강
도계수와 변형경화지수를 각각 673.1MPa,
0.21567로 가정하였다. 소재 간 및 소재와
금형 간의 마찰계수는 0.25, 0.12로 하였다.
Fig. 1(b)는 해석결과이며, 실험결과와 유사
하다.

(a) Experiments

(b) Predictions
Fig. 1 Comparison of the predictions with experiments

3. 결론
이 연구에서 트윈 포인트 클린칭 공정의
유한요소해석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공
정은 기하학적 및 역학적으로 난해한 공정
으로, CAE 기술의 접목이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1] C. J. Lee, J. Y. Kim, S. K. Lee, D. C. Ko and B.
M. Kim, 2009, Design of mechanical clinching
tools for joining of aluminium alloy sheets, Mater.
Design, Vol. 31, No. 4, pp. 1854-1861,
https://doi.org/10.1016/j.matdes. 2009.10.064
[2] R. Sekar, M. S. Joun, 2018, Optimal design of
clinching process for maximizing joint strength,
Proc. Kor. Soc. Tech. Plast. Conf
[3] D. W. Lee, R. Sekar, C. J. Lee, M. S. Joun,
2021, Influence of friction between materials on
the axial direction pull force in single clin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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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브라켓 열간단조 공정의 최적화
문호근1 · 유재동2 · 전만수#

Optimization of a hot forging process of magnesium bracket
H. K. Moon, J. D. Yoo, M. S. Joun
Abstract
In this study, optimal design of a hot forging process for magnesium alloys is conducted using a rigid-thermoviscoplastic
finite element method considering anisotropic flow behaviors. The hot forging process of magnesium alloys is considered
a very difficult process because of the poor formability and the sensitivity to the temperature and strain rate. The optimal
forging condition and die design can be obtained from evaluation of the completeness of filling of material in die cavity,
forming load and distribution of effective strain.
Keywords : Optimal design(최적설계), Hot forging process(열간단조공정), Anisotropic flow behaviors(이방성 유동특
성), Magnesium alloys(마그네슘합금)

1. 서론

2. 마그네슘 합금 열간단조 공정

전기 자동차의 연비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위하
여 마그네슘 합금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알루
미늄이나 철계 합금에 비하여 비강도와 비강성이
높은 마그네슘 합금은 비중이 1.7로서 최대 30~50%
의 경량화를 이룰 수 있다. 마그네슘은 조밀육방
격자 구조(HCP)의 금속으로 제한된 슬립 시스템
으로 인하여 낮은 성형성과 유동의 이방성 등으
로 부품 상용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는
재료의 이방성을 고려한 단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마그네슘 브라켓의 최적 단조조건 설정
과 금형설계 최적화 사례를 제시한다.

전기차용 마그네슘 브라켓의 형단조 공정 해석
을 위해 소성가공전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FDEX-3D를 사용하였다. Fig. 1은 성형공정에서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입소재 및 금형의 설
계를 최적화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3. 결론
이 연구에서는 마그네슘의 열간단조 중 발생하
는 겹침(folding) 결함 문제를 해결하고 금형의 최
적화를 위하여 단조시뮬레이션 기술의 적용 타당
성을 검증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과제번호 P001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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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속 압연가공 및 정적 재결정된 저탄소강 EBSD 분석
나쉬라니사1 · 윤동근1 · 한다인1 · 김동주2 · 강지현1 · 고영건1,#

EBSD analyses of ultrafine-grained 0.18 wt.%C steel subjected
to differential-speed rolling and static-recrystallization
N. Nashrah, D.K. Yoon, D.I. Han, D.J. Kim, J-H, Kang, Y.G. Ko*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nnealing behavior of ultrafine-grained 0.18 wt.%C steel (low-carbon steel, LCS) fabricated
by differential-speed rolling (DSR) process. For this purpose, the samples processed by 4-pass DSR at roll speed ratio of
1:4 for the lower and upper rolls, respectively. They were annealed at temperatures from 698 to 898 K for 1 h. The
deformed samples exhibited a complex microstructure in the ferrite phase consisting of an equiaxed structure with a
mean grain size of ~0.4 μm and a lamellar structure with a mean lamellar width of ~0.35 μm. The texture evolved after
DSR deformation consisted of components with orientations belonging to the rolling texture and shear texture. After
static-recrystallization at temperatures lower than 798 K, the aspect ratio of the deformed grains tended to shift toward a
unit corresponding to the equiaxed shape, whereas the grains tend to be stable during annealing. In addition, grains with
low dislocation densities began to appear due to thermal energy input to the severely-deformed ferrite grains at
temperatures above 798 K, which would help produce equiaxed grains with ultrafine sizes. The strong fiber texture
consisting of α- and γ-components, which formed after deformation by DSR, tended to become weak with increasing
annealing temperature.
Keywords: 0.18 wt.%C steel, differential-speed rolling, static-recrystallization, EBSD

1.

연구결과 요약

(1) The textures evolved in the LCS sample after 4-pass DSR deformation consisted of components with
orientations belonging to the rolling texture and shear texture. During heat treatment at 773 K for 1 hour, an
ultrafine-grained microstructure with a ferrite grain size of ~0.8 m was obtained.
(2) The grain boundary misorientation of the ultrafine ferrite grains were evaluated quantitatively, and ~67%
of the boundaries were found to be high-angled boundaries of which was similar to deformed and annealed at
higher temperatures.
(3) The strong fiber textures consisting of alpha-fibers and gamma-fibers, which were formed after
deformation by DSR, tended to become more uniform. Continuous recrystallization during annealing of the
DSR-deformed LCS samples coupled with no significant appreciable change in texture and fraction of
HAGBs.
1. 영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대학원생 및 교수
2. 세아메카닉스 기술연구소, 연구소장
# 교신저자: 영남대학교, 교수. E-mail: younggun@y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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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I 필름을 이용하여 접합한 CF/PEKK 복합소재의 물성 평가
최현석1, 2 · 전용준2 · 이환주2 · 류상훈2 · 김동언# · 최우천1

Investigation on Adhesion Properties of CF/PEKK
Thermoplastic Composites Bonded by PEI Film
H. S. Choi, Y. J. Jeon, H. J. Lee, S. H. Ryu, D. E. Kim, W. C. Choi
Abstract
탄소섬유에 고분자재료를 함침하여 적층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는 뛰어난 비강도와 비강성에 기인하
여 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량부품에 적용되고 있다. 이중 고성능 플라스틱을 사용한 열가소성
복합소재는 열경화성 수지 기반의 복합소재에 비해 내열성, 파괴인성이 우수하며 가역반응으로 인해 수리
및 재활용과 접합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항공우주산업은 연비효율에 미치는 중량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비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항공기
는 제품 특성상 가혹한 압력조건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일체형 구조물에 비해 비교적 취약한 접합부의
접합강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Polyetherketoneketone (PEKK) /탄소섬유 열가소성 복합소재의
접합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단일겹침 접합시편을 제작하여 접합강도를 평가하였다. 이때 접합제로
Polyetherimide (PEI) 필름을 사용하였으며 소재 자체에 함침된 PEKK를 이용한 경우까지 3가지 경우를 비
교하였다. 시험 결과 PEI 필름 두께는 접합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재 자체의
기지재를 활용한 시편에서 높은 강도를 보였다.

Keywords : composite,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PEKK, PEI film, fusion bonding, single lap she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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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 적용을 위한 열연판 선단부 굽힘 설정 모델 개발
변상민#

Development of In-line Setup Model for Front End Bending in
Hot Plate Rolling
S. M. Byon#
Abstract
열간 압연 중 소재는 두께 방향의 변형 편차 요인으로 인해서 판의 선단부에 굽힘이 발생한다. 따라서,
변형 편차 요인과 선단부 굽힘 사이의 관계 모델을 확보하는 것은 선단부 굽힘을 제어하는데 있어서 매
우 중요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단부 굽힘 기울기와 변형 편차 무차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나
타낼 수 있는 이중−선형 설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변형부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인자로 형상 지수와 압
하율을 도입하였고, 두께 방향 비대칭 압연 인자로 무차원 온도 편차 및 롤 접선 속도 편차를 선택하였다.
열간 압연 공정에 해당되는 각 인자 별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고 설정 모델의 미정 계수를 결정하였다.
제시된 설정 모델로 예측한 선단부 굽힘 기울기와 개별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비교하여 본
모델의 예측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Keywords : Front End Bending(선단부 굽힘), Setup Model(설정 모델), Hot Rolling(열간 압연), In-line
Application(인라인 적용)

1.

서론

두께 방향으로 소재의 온도 편차 혹은 상하 롤의 주속(접선 속도) 편차로 인해서 열간 압연
중에 판이 상하로 굽는 현상이 존재 하는데 이를 선단부 굽힘[1~3]이라고 한다. 이것은 다음 압
연 패스에 판 취입을 방해하고 또한 롤 표면을 타격하여 롤 수명 및 압연기 전체의 손상을 유
발할 수 있다. 압연 현장에서는 선단부 굽힘을 미리 예측하고 혹시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대처
할 수 있는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인라인(In-line) 적용에 효과적인 이중−선형 설
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각 비−대칭 압연 인자별 선단부 굽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일련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제시한 설정 모델의 예측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모델로 예
측한 선단부 굽힘 기울기와 개별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비교하였다.

2. 설정 모델
Fig. 1(a)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중−선형 설정 모델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두께 방향
비대칭 압연 인자로 무차원 온도 편차(T/Tm) 및 상하 롤 주속 편차(V/Vm)를 선택하였다. 롤
바이트(Roll-bite)부의 변형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인자로 형상 지수(s)와 압하율(r)을 도입하였다.
그림에서 각 평면은 주어진 s 및 r 에서의 T/Tm와 V/Vm의 영향도를 나타낸다.
# 교신저자: 동아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E-mail: smbyon@dau.ac.kr

(a)

(b)

Fig. 1 (a) Schematic of setup model to predict FEB(Front End Bending) slope (b) Setup model obtained from a series of
finite element analysis for all combinations of shape factors(s=1.0, 1.5 and 2.0) and reduction ratios(r=0.1, 0.2 and 0.3).

3.

결과 및 고찰

설정모델 Fig. 1(a)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는 선단부 굽
힘의 기울기(Slope)를 나타낸다.
=(s, r)(T/Tm)+(s, r)(V/Vm)
(1)
본 연구에서 식(1)의 계수  및 는 다음과 같이 형상 지수(s)와 압하율(r)의 선형 함수를 제
안하였다.
(s, r)=a1s + a2r + a3
(2)
(s, r)=b1s + b2r + b3
(3)
위 식 (2) 및 (3)의 미지 변수 a1, a2, a3 및 b1, b2, b3는 다양한 형상 지수(s)와 압하율(r)의 조합
을 바탕으로 다양한 비대칭 압연 인자(즉, (T/Tm) 및 (V/Vm))에 대해 일련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적합한 값을 산출한다. Fig. 1(b)는 형상 지수 세가지 경우 및 압하율 세가지 경우의 각
조합에 대해서 비대칭 압연 인자 변화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식
(1) ~(3)으로 모델링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단부 굽힘 기울기와 변형 편차 유발 무차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인라인 상
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중−선형 설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설정 모델과 개별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두 모델 사이의 선단부 굽힘 기울기 편차는 30% 정도로
적용하기 간편한 설정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예측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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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인서트 사출 후 알루미늄 압출품-플라스틱 사출품
간 접합 강도 연구
김명섭# · 소범식1 · 차승훈1 · 주종현2

A study on the bonding strength between extruded aluminum
products and plastic injection products after injection of
aluminum inserts
M. S. Kim, B. S. So, S. H. Cha, J. H. JOO
Abstract
카울크로스 바는 승용차 운전석 인스트루먼트 판넬(Instrument panel) 하부에 장착되어 차체
좌우의 강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스티어링 칼럼(Steering column)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기
존 내연기관에는 강성확보를 위하여 스틸 재질로 제작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인 연비규제 강화
와 가솔린 가격 상승으로 연비 성능이 차량 판매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 되며 경량부
품 제조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적용하고자 하는 스틸과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경량소재
간의 이종접합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구성 부품들의 설계기술, 정밀 성형기술, 접합기술
등 관련 기반 기술을 총체적으로 고도화 시키고, 경량화에 수반되는 원가상승 요인을 최소화
시키는 기술개발이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인서트 사출 후 알루미늄 인서트-플라스틱 사출품 간 접합강
도 연구를 실시하여 다종소재가 적용된 카울크로스 바를 생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이종접합 기
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접합강도 향상을 위하여 알루미늄 인서트의 접합면에 표면개질을 통하
여 접착 표면적을 증대시키며, 표면개질 조건별로 접착제를 적용하여 접합강도를 평가한다. 레
이저 패턴 가공으로 표면개질을 진행하며 레이저의 폭과 깊이에 따라 인서트 사출 진행 시 플
라스틱과 접합되는 형상과, 접착제를 적용하였을 때 알루미늄-접착제-플라스틱의 각 계면의
접합되는 형상을 분석하고 접합강도를 평가하여 최적의 조건을 도출한다.

Keywords : Laser Beam Machining, Insert Injection M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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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컴프레셔 허브 다단 성형공정 설계에 관한 연구
이성윤1 · 이인규1 · 이상곤1 · 최용진1 · 정명식#

A Study on the Design of Multi-Stage Forming Process for
Automotive Compressor Hub
S. Y. Lee, I. K. Lee, S. K. Lee, Y. J. Choi, M. S. Jeong
Abstract
본 연구에서 적용된 차량용 부품은 공조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압축기(Compressor) 구성 부품 중 하나인
컴프레셔 허브로 복잡한 형상으로 인해 현재 소결공정으로 제작되고 있으나 값비싼 원재료(분말) 및 복잡
한 공정(분말 혼합, 성형, 소결 등)으로 최근 차량부품 산업에서 요구되는 생산성 및 단가 확보에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판재 유동기술을 이용하여 공정 단순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단가 확
보를 하고자 한다. 컴프레셔 어셈블리 허브의 형상은 내부에 단차와 내측기어가 있는 싱크(sink) 형상으로
형상이 매우 복잡하여 다단 공정을 통한 공정 설계 및 금형 설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기어 성형 전까지의 컴프레셔 허브의 다단 성형 공정을 설계 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유한요소 해석과 비교 분석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S/W는 DEFORM 2D를 이용하였으며, 해석
및 실험에 적용된 소재 SPCC 3t를 적용 하였다. 실험결과 유한요소 해석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
었으며, 판재 다단공정을 이용한 차량용 컴프레셔 어셈블리 허브의 생산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Keywords : Finite Element analysis, Multi-stage Forming, Normalized Cockroft-Latham, SPCC, Compressor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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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성형하중 계측 시스템 기반 냉간단조 금형수명 예
측 정밀도 향상연구
서영호1,#

A study on improving precision of prediction of die life for cold
forging based on real-time forming load measurement system
Y. H. Seo
Abstract
The cold forging process induces material deformation in an enclosed space, so a very high forming load is generated.
Therefore it is mainly designed as a multi-stage process, and fatigue failure occurs in forged die due to cyclic load. A
study was conducted to quantitatively predict the fatigue limit of cold forging dies, but there was a limit to field
application due to the large error range and the need for expert intervent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study was
conducted on the introduction of a real-time forming load measurement technology and an automated system for
quantitative prediction of die life cycle.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reduce the error range of the quantitative prediction
of die life cycle to within ±7%, and it became possible to use by non-experts by internalizing the die life cycle calculation
algorithm into an automated system.

Keywords : Cold Forging(냉간단조), Die life cycle(금형수명), Fatigue Diagram(피로선도), Real Time
Measurement(실시간 계측), Forming Load(성형하중)

1.

서론

단조금형은 높은 압축하중이 반복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피로파괴에 의해 파손에 이르러 작업중
단 및 교체에 따른 생산성 감소, 불량률 상승 등 공정비용의 상승으로 직결된다. 이에 제조현장
에서는 작업자의 경혐에 의존하여 금형수명을 관리하고 있지만 작업환경에 따른 변수가 많아
단조금형의 한계수명이 일정하지 않고 높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작업자의 경험에만 의존하여
한계수명까지 사용할 경우 금형파손의 확률이 높아지고, 단조공정의 빠른 생산속도(1ea/sec)를
감안할 때 품질 불량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반면 금형수명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금형수명을 한계치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형을 사용해야만 한다. 최근 연
구에서 피로이론에 근거하여 금형수명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조원가 예측이
가능하여 공정설계 단계에서 제조원가 절감을 실현하였지만, 제조현장에 널리 적용되지 못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금형수명의 정량적 예측 방법의 실질적 현장적용을 위해 기존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비전문가의 활용을 높
이기 위한 금형수명 정량예측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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