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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체간의 을 고려한 3차원 소성 성형/확산 합의 

유한요소해석

3-D Finite Element Analysis of Superplastic Forming/Diffusion Bonding Processes 

with Consideration of Contact between Deformable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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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perplastic forming/diffusion bonding(SPF/DB) processes with inner contact were analyzed using a 3-D 

rigid visco-plastic finite element method. A constant-triangular element based on membrane approximation 

and an incremental theory of plasticity are employed for the formulation. The hierarchical search algorithm 

for the contact searching has been applied. The algorithms for contact force processing were designed to 

handle equally well contact between deformable bodies, as well as rigid bodies. The plate of three and 

four sheets for 3-D SPF/DB model are analyzed using the developed program. The validity for the 

analysis is verified by comparison between analysis, experiment and results in the literature.

주요기술용어(주제어) : Superplastic Forming/Diffusion Bonding(SPF/DB), Hierarchical Search Algorithm

1. 서 론

  Al이나 Ti계열의 합 은 특정 변형률속도와 특정

온도(0.8 Tm(melting point)) 범 에서 단면 수축이 

일어나지 않고 낮은 유동응력 하에서 큰 인장 연신

률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을 소성(superplasticity)

이라 한다. 소성 성질은 10㎛ 이하의 미세 결정립 

구조를 가져야 하고 재료 용해온도 간이상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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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가공시 10-3～10-5/sec의 느

린 변형률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확산 합(diffusion 

bonding)은 합하고자 하는 표면을 깨끗하게 하여 

불활성 분 기나 진공상태의 고온에서 양 표면을 

시켜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여 합시키는 공정이다.

  소성 재료의 성질과 확산 합의 특성을 목한 

소성 성형/확산 합은 여러장의 재를 겹쳐놓고, 

합이 필요하지 않은 부 에 이형재(stop off)를 도

포하고 부분 으로 합하여 성형시 이형재가 도포된 

부분은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공정으로 선택 으로 

합과 분리가 가능하기에 복잡한 구조물 제작에 용

이하다.

  소성 성형/확산 합 공정은 크게 그림 1과 같이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a)와 같이 확산 합을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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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후에 블로성형하는 Hollow Wide Chord Fan 

Blade 등과 같은 소재와 형의 을 다루는 성형

공정이고, 다른 하나는 (b)와 같이 재의 양끝을 먼

 확산 하고 외부 재를 블로성형한 후에 내부 

재를 성형하는 Cooler Outlet duct등과 같은 소재와 

형, 변형체(소재와 소재)간의 을 다루는 성형공

정이다.

  이러한 소성 성형/확산 합공정은 공정 수  생

산비의 감차원에서 항공/유도무기 분야의 실제 제품

제작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성공 인 소성 성형/확산 합을 해서는 재료의 

소성 성질을 유지하도록 압력을 제어하고 성형시 

부분 인 과도변형에 의한 성형난이도를 측하여야 

한다.

(a) Hollow Wide Chord Fan Blade

(b) Cooler Outlet duct(flighter aircraft)

[그림 1]  Superplastic forming/diffusion bonding

  오늘날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 에 따라 성형 측은 

유한요소법이 많이 사용되나, 유한요소해석시 이 

포함된 문제는 형의 형상이 복잡하면 소재와의 

치가 계속 으로 변함으로 하여 수치 인 모사에 

있어서 효과 인 처리가 어렵다.

  한, 탐색은 소재가 변형을 하는 동안 형

과 소재, 변형체간의 정확한 을 찾아내는 것

으로, 계산효율면에서 요하며 많은 알고리즘들이 

제안되었고, 체탐색 방법으로는 계층  탐색인 

Hierarchy-Territory 알고리즘, Spherical sorting 알

고리즘 등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 탐색은 계층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1～3].

  계층  탐색 알고리즘은 형의 형상을 일정한 

크기의 격자 형태로 나 어 탐색을 수행하는 방

법으로 다른 탐색법에 비하여 탐색시간이 짧다[4].

  형과 소재사이에서 발생한 들의 침투 상

을 처리하기 한 처리인 불침투 조건의 부과는 

크게는 벌칙함수법(penalty method), 라그란지 승수

법(lagrangian multiplier) 그리고 형과 소재의 운

동학  계를 이용하는 시행착오법(trial and error 

method)이 있다. 벌칙법은 DYNA3D[5] 등에서 사용

하 으며 경계간에 변 를 추 하는 방법으로 

으로 정되면 탄성의 강성을 증가시켜 조건을 

부여한다. 이 방법은 수식의 정식화  로그래 이 

용이하다는 은 있으나 증분하 이 무 크면 결함

이 발생하는 단 이 있다. 라그란지 승수법은 Zhong 
[1] 등이 사용한 방법으로 수학 으로 라그란지 미정

승수를 체 강성행렬에 도입한 것으로 응력과 변형

이 미소한 경우에 당한 방법이나 역이 클 경

우에는 미지수의 증가로 인하여 계산 효율성 측면에

서 불리하다. 시행착오법은 소재 이동과 형 움직임

의 상호 계에 따라 유한요소 방정식내에 직  제한 

조건식을 부과하여 얻어진 해가 조건을 만족할 

때 까지 축차 으로 해를 구해 나가는 방법으로 

설정의 용이성이나 방향의 변화에 한 유연

성이 좋으므로 재성형이나 변형 해석에 유리하다.

  Chang[6]은 탄-소성 해석의 변형체(소재-소재)간 

에서 master-slave법으로 탐색 하 고 소재가 

형(소재)에 할 경우 결합조건(tying condition)

을 용하여 변형체  문제를 처리하 다. Bellet[7] 

등은 변형체사이에 가상의 수직 벽을 세우고 이 수직

벽에 변형체가 미끄럼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다

상자 문제를 해석하 고 홍성석[8] 등은 소성 성형/

확산 합의 변형체간 에서 2차원으로 4장의 박

을 확산 합한 후에 평면변형으로 가정하여 합부의 

이동에 따른 변형체 간의 진행 상태를 보여주었

으며 Bellet[7]의 결과와 비교하여 소성 분야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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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착오법과 결합조건이 잘 용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행착오법과 계층  탐색법을 용

하여 형과 소재, 소재와 소재사이의 을 고려한 

3차원 강- 소성 유한요소법(SPFORM3D/DB)을 개

발하 다. 개발된 로그램으로 소성 성형/확산 합

의 3차원 모델인 3장의 재와 4장의 재형상을 해

석하고 각 해석에서 얻은 수치해석 결과를 실험  

기존문헌과 비교하 다

2. 유한요소 수식화

  공정해석에 이용된 강- 소성 유한요소법은 등방성

재료와 박막이론(membrane theory)에 기 한 삼각

형 요소를 사용하 다. 고온의 항온조건에서 소성 

재료는 유동응력이 변형률 속도에 매우 민감하여 유

효변형률 속도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고, 증분변형이

론(incremental deformation theory)과 가상일의 원

리(virtual work principle)로 부터 유한요소 방정식

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 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내부 항력, 는 압력, 는 소재가 

형에 하는 경계면에서 외력을 각각 나타낸다. 

(1) 식에 뉴턴-랩슨(Newton Raphson)법을 용하여 

고차 항을 무시하고 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2)

  , , 의 상세한 수식은 참고문헌 [8]에 잘 

나타나 있다.

3. 탐색  처리

가. 형과 소재의 

  탐색은 주로 재료의 한 이 형요소에 

하여 여부를 확인하는 탐색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는 형 체를 계층  구조로 나 어 탐색을 수

행하 고 형 체는 삼각형요소를 사용하 다.

  3차원에서 계층  구조는 고정된 체 형을 포함

하는 큰 상자(box)로 포장하고, 상자를 X, Y, Z 좌표

축에 하여 8개의 하부 박스로 나 고 이 하부 박스

들을 같은 방법으로 계속 나 어 간다. 로그램의 

기에 체 형을 단 한 번만 상자들로 나 어 두면 

해석의 매 단계마다 소재의 이 어느 박스를 통과

하는지 상자들을 추 하면서 재료 과의 상태

를 탐색하게 된다. 기존의 탐색 방법과는 다르게 

각 해석단계마다 탐색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탐색시간을 일 수 있다.

  이 방법을 2차원으로 설명하면 그림 2에서와 같이 

가장 큰 상자(Level=0)에서 재료 이 상자를 통과

하면 탐색을 시작하게 되며 단계를 낮추어 가며 

작은 상자들을 통과했는지를 검사한다. 마지막으로 

탐색한 가장 낮은 단계의 상자(Level=2)가 포함하고 

있는 한 요소가 바로 재료 과의 이 발생하고 

있는 형의 요소이다. 탐색에 한 상세한 알고

리즘은 참고문헌 [9]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 2의 (c)

에서 는 침투거리를 나타낸다.



(a) Level=0       (b) Level=1     (c) Level=2

[그림 2]  Schematics of contact searching

  그림 3과 같이 탐색에서 형(박스안의 단 하

나의 형요소)을 통과한 소재의 이 탐색되면 통

과한 소재의 치 (   )와 형표면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로 정의된 형표면 의 ()으

로 투 된다. 은 형을 통과하는  치 

좌표와 침투거리 , 그리고 각 방향의 단 벡터 을 

이용하여, 식 (3)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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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ool segment to find exact contact position 

and penetration

  정확한 과 침투거리 를 계산하기 해 그

림 4의 좌표계(natural coordinate)를 도입하면, 다

음과 같다.

   

          (4)



  하나의 형요소 에 의 치와 변 는 다음

처럼 한 보간함수(interpolation function)로 묘사

될 수 있다.

     

    

  

 

   

 

 

[그림 4]  Natural coordinate for tool segment

 




 ,  




 ,  




   (5)

  여기서, (, , )는 형요소를 표 하는 3개

의  , , 의 좌표와 변 이다.

  그러면, 식 (3)과 식 (5)를 이용하여 , , 와 

에 한 연립방정식을 풀어 이 발생하는 정확한 

()와 침투거리 를 구할 수 있다. 식 (3)과 

식 (5)를 이용하여 수식을 정리하면 식 (6)과 같다.

    

      (6)

    

  식 (6)을 다시 정리하면






  

  

  





















































(7)

로 나타낼 수 있고  침투거리 는 다음과 같다.



 

 





 

(8)

  여기서,

      
   
   

(9)

               

  같은 방법으로 , , 도 구할 수 있다.

  침투거리 가 0보다 크면 소재의 은 형안으

로 침투한 것이 되며 이 은 형의 표면으로 투 하

고 그 을 ()으로 하여 처리를 수행하게 

된다. 한 소재가 형 표면에 하게 되면 

에서는 마찰이 발생하고 형 의 은 선 

 수직 응력의 비에 따라 고착(stick)이나 미끄럼

(slip)으로 나 어지며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고착상태                        (10)

    : 미끄럼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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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마찰계수, 는 선력, 은 마찰력

이다. 의 선력 는 수정된 쿨롱마찰 법칙을 

용하면 다음과 같다.

 ∥∥


 (11)

  여기서, 는 선 변 가 0으로 근함에 따

라 마찰력도 완만하게 0으로 근한다.  의 

외력 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12)

  식 (12)를 식 (2)에 입하여 변형량 를 구할 

수 있다.

나. 변형체 간의 

  형과 소재, 변형체간의 탐색은 계층  

탐색 방법을 사용하 고, 그림 5와 같이 불침투 조건

에 따라 한쪽의 소재를 형으로 가정(이하에서, 

형 I(Tool I)라 함)하여 소재간의 탐색을 수행하

다. 3장 가 의 고정된 형과는 달리 형 I는 압

력증가에 따라 변형을 하므로 매 변형단계마다 변화

된 형상을 박스로 세분화하고 소재와의 을 탐색

하게 된다. 박스안의 단 하나의 요소( 형 I의 한개 

요소)를 통과하는 소재의 이 탐색되면 형 I의 

요소 표면 의 으로 투 한다.

  소성 성형/확산 합은 일반 으로 고온에서 성형

하므로 변형체 간의 은 결합조건(tying condition)

으로 가정하여 해석하 다. 변형 공정동안 그림 5에

서 처럼 변형체의 (C)는 형 I의 요소 표

면에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형 I의 

요소가 압력으로 인하여 변형하게 되면 을 

기 으로 요소의 면  변형만큼 같은 면 비로 

소재의 도 변형하는 것으로 하 다. 즉, 그림 5 

(a)의  C에서 (b)의 C'로 변형할 때 소재의 

변  ( ,  ,  )는 , , 를 사용하여 식 

(13)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deformable 

body 

element

contact point

 C(u,v,w)
k

i
j

Tool I
element

C'(u',v',w')

j

k

i






        (a)                     (b)

[그림 5]  Inter-sheet contact; (a) Just in contact (b) 

Application of contact after deformation 

(tying condition)

   

     (13)

   

  식 (13)을 사용하여 변환행렬 (transformation 

matrix)을 구성하면 식 (14)와 같다.

  =  
′   (14)

  소재의 변   와 형 I의 요소 

변  
′ 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   ]T (15)


′   = [   ]

T

       (16)

  여기서, 는 3×3 단 벡터, 0은 3×3의 0행렬이다.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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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의 변  ( ,  ,  )는 형 I의 요

소에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림 5의 (b)에서 형 I의 

요소 변 를 고려하여 변 벡터  를 표

하면 식 (18)과 같다.

  =  
′  (18)

  여기서 변환행렬 와  ,  ′는 다음과 같다.

   = [    ]
T

 ′  = [   ]T

 











  
  
  
  

 (19)

  식 (18)을 소재( 형 I 포함)의 체  수 N개

의 변 벡터에 포함하여 다시 나타내면 식 (20)으로 

표시할 수 있다.

   ′  (20)

  여기서, 는 변환행렬이며 와  ′는 다음과 

같다.

  = […   

         ]
T (21)

 ′  = […   
      ]

T

  식 (20)을 식 (2)의 체 계 행렬에 입하여 변환

하면 식 (22)와 같다.

   ′    (22)

  여기서, 양변에 를 곱하면 식 (23)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  ′  (23)

  여기서,

 ′ 
(24)

 ′

  소재의  변 ( ,  ,  )는 식 (22)에서 구한 

 ′를 이용하여 식 (20)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4. 공정해석

가. 형과 소재의 

  3장의 재 성형해석에 사용된 재료는 Ti-6Al-4V

로 응력  변형률속도 계는 다음과 같다[10].

 
    (25)

  최  변형률 속도값은 1×10-3/sec이며, 그림 6에 

최 압력 4MPa까지 가스를 주입할 수 있는 유입구

와 확산 합된 치(4곳)를 표시한 소재와 형의 

형상을 도시하 다.

   [그림 6]  Diffusion bonded sheet and initial die 

geometry

  성형 에 확산 합이 이루어지고 후에 소성 성형

이 이루어지는 공정으로 3장의 소재  하부 1장은 

형과 착되어 변형이 되지 않으므로 상부 2장의 

소재에 하여 해석하 다. 해석시 기 2장의 소재 

두께는 각각 2㎜, 확산 합되는 부분은 두께를 4㎜로 

하 으며 소재와 형사이의 경계면 마찰 계수는 0.3

으로 하 다.

  그림 7은 3장의 재 최종변형형상을 표시한 것으

로 3차원 외부 변형형상을 나타냈다. 최 압력 4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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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합된 심 부분(e)과 외부의 합부와 비

합부가 만나는 곳(f)에서는 소재가 형에 완 히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하부 의 변형보다 상

부 의 변형이 빠르게 진행된 결과이며, 그림 8은 실

험후의 최종 변형형상[10]과 해석후의 최종변형형상을 

서로 비교한 것으로서 체 인 변형형상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f

e

[그림 7]  Deformed shape of 3 sheet at final forming

    (a) Experiment            (b) Analysis

[그림 8] Comparison of deformed shape between 

experiment[10]and computation

나. 변형체 간의 

  그림 9에서 (a)는 기에 앙에 확산 합된 소재

와 형의 형상을 도시하 다. 4장의 원형 재의 변

형체간 공정해석에 사용된 재료의 구성방정식은 식 

(25)와 같고 최  변형률 속도값은 3×10-4/sec로 하

다.

  기 재의 두께는 0.74㎜로 하 고 소재와 형

사이의 경계면 마찰 계수는 0.3으로 하 다.

  체 으로 칭형상이므로 내부 2장의 소재만을 

고려하 다. 해석을 하여 3  삼각형 박막요소를 

이용하 으며, (b)는 체의 1/2모델로 1,600개의 

과 2,900개의 요소를 사용하여 유한요소 모델을 구

성하 다. 해석은 1/2과 1/4의 형상에 하여 수행하

다.

(a) Tool geometry and material

(b) finite element mesh

  [그림 9]  Diffusion bonded sheet and initial die 

geometry and finite element mesh

t=0sec

t=700sec

t=1,750sec

[그림 10]  Evolution of deformed shape at different 

forming times

  그림 10은 시간에 따른 변형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좌측에는 1/2을 해석한 결과를 우측에는 1/4을 해석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11은 앙 칭면에서 

소재간 이 진행되는 과정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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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변형 기에는 변형체가 형에 이 이

루어진 후 변형체간 이 진행되며, 로그램에 

용된 결합조건이 변형체간 에도 잘 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t=0sec

t=700sec

t=1750sec

   [그림 11]  Evolution of inner contact shape at 

different forming times

  그림 12는 시간에 따른 압력선도로서 해석결과와 

참고문헌 [7]의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냈으며, 차이가 

있는 이유는 압력제어 알고리즘의 차이로 단된다. 

압력이 최 값을 나타내는 시간은 1,700  정도로 일

치하나 참고문헌 [7]은 성형을 하여 일정시간 유지

시켰으며, 그림 13의 최  변형률 속도유지는 해석결

과가 참고문헌 [7]에 비하여 잘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그림 14의 5 곳의 치에서 두께분포를 측정

하여 표 1에 해석결과와 참고문헌 [7]값을 비교한 결

과 각 치별 측정값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참고문

헌 [7]에서는 ⑤의 치에서 0.3㎜의 두께감소로 다

른 부분에 비하여 심하게 나타났고 해석결과 한 이 

부분의 두께감소가 다른 치에 비하여 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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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Comparison of pressure-time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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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Comparison of eff. strain rate-time curves

⑤③① ④②

[그림 14]  Measuring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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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omparison of thickness of 4 circular sheet

Measuring Position

① ② ③ ④ ⑤

두께,

(mm)

Bellet's 

analysis[7]
0.65 0.55 0.62 0.52 0.44

SPFORM3D/DB 0.70 0.52 0.61 0.54 0.45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소성 성형/확산 합의 3차원 구조

물의 성형공정 해석을 하여 형과 소재, 변형체 간

의 을 고려한 3차원 강- 소성 유한요소 로그

램(SPFORM3D/DB)을 개발하 다. 이를 통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공정해석에서 계층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을 탐색하 고 소재의 이 최종 인 박

스 안에 있는 하나의 형요소를 통과할 때 소재

가 형에 하는 것으로 단하 다.

2. 수정된 마찰법칙과 경계조건을 용한 처

리인 시행착오법을 용하여 형과 소재, 변형체 

간의 을 해석하고 실험  문헌과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증하 다.

3. 항공/유도무기 분야에서 소성 성형/확산 합 성

형시 외부/내부의 형상 변화 측이 가능하며 복잡

한 구조물의 성형시 요구되는 기술 인 정보와 자

료를 제공할 수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과제로 수행되

었으며, 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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