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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ocess comprising a hot extrusion process and a warm forging process was 

designed to form a T-shaped aluminum structural component with a high degree of 

difficulty by the plastic forming method. A circular cylindrical part was extruded with 

a hot extrusion process, and then an embossing part was formed with a warm forging 

process. The formability and the maximum load required for forming were then 

determined using a forming analysis program. The hot extrusion process was executed 

at 450 °C under the extrusion speed at 6 mm/s, while the warm forging process 

was executed at 260 °C under the forging speed at 150 mm/s. For both the 

processes, a condition by which friction would not be generated between the mold 

and the material was implemente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load required 

for hot extrusion was 1,019 tons, while the load required for the warm forging was 

534 tons. The T-shaped part was manufactured by using a 1,600 tons capacity press. 

The graphite lubricant was coated on the mold as well as the material. A forming 

experiment was performed under the same condition with the analysis condition. The 

measured values from the load cell were 1,210 tons in the hot extrusion process and 

600 tons in the warm forg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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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형상이 복잡한 금속부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

계가공 또는 주조공법으로 제작을 한다. NC 장

비, 5축가공기 등의 기계가공법은 정밀한 형상의 

제품을 제작할 수는 있지만, 가공시간이 길기 때

문에 대량생산을 할 수 없어 제조 단가가 높은 

단점이 있다. 주조공법은 제품의 가격, 형상, 기계

적 성질에 따라 금형주조 또는 사형주조 공법 등

을 적용하여 복잡한s 형상의 부품을 제조할 수 

있다[1,2]. 그러나 주조공법은 주조결함으로 인하

여 주조품의 기계적 성질이 소성가공법으로 제조

된 것보다 낮다. 수송기기에 적용되는 구조용 부

품의 경우에는 가볍고, 기계적 성질이 높으며, 제

조단가가 낮을 뿐만 아니라 생산속도도 높아야 

한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고 성형성이 

우수한 알루미늄 합금을 이용하여 소성가공법으로 

형상 난이도가 높은 구조용 부품을 제조하고 있

다 [3,4]. 

본 연구에서는 형상난이도가 높은 T형상의 알

루미늄 부품을 소성가공법으로 제조하기 위해서 

압출공정과 단조공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였다. 

기존 현장작업자의 노하우 방식으로 공정을 설계

할 경우에는 공정개발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

라, 시행착오에 따른 공정비용 및 금형비용 등 여

러 부분에서 많은 비용이 초래된다[5-8]. 그러므로 

CAE를 이용한 성형해석(강소성 해석)을 수행하여 

공정설계를 검증하였으며, 성형에 필요한 하중 값

을 도출하였다.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성형실험을 

수행하여 T형상의 부품을 제조하였으며, 해석결과

와 비교하였다.

2. 성형공정 설계

Fig. 1은 형상 난이도가 높은 T형상의 부품을 

나타낸다. 아랫부분은 원기둥 형태로서 높이가 57 

mm, 직경은 대략 Ф41.5 mm이다. 제품의 윗부

분은 대략 사각형태에 엠보싱 모양이며, 높이가 

49 mm이다. 성형 후에는 금형으로부터 제품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사각형 부분에는 3도의 구배, 

원기둥 부분에는 1도의 구배를 주어 설계하였다. 

UG 프로그램의 space finder 기능으로 측정된 부

피는 357,508 mm³이다. T형상 부품의 무게는 

대략 965 g으로 예측된다.

Fig. 1. Dimension of T shape part.

T형상 부품은 형상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

에 원기둥부분과 사각부분으로 나누어 공정이 이

루어져야 한다. 단조공법은 가장대표적인 소성가

공법으로서 소성가공은 체적일정법칙에 의해 변형 

전과 변형 후의 체적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금형

단조공법으로 원기둥 부분을 제조할 경우에는 대

량의 플래쉬가 발생된다. 플래쉬를 최소한으로 발

생되도록 하기 위해서 단조공법보다는 압출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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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원기둥 부분을 압출하여야 한다. 압출공정

을 통하여 제조된 형상을 단조성형을 위한 초기 

시편이라 하여 Blocker로 지칭한다. Blocker의 원

기둥 부분의 반대편은 온간 금형단조공법을 적용

하여 성형한다. Fig. 2은 T형상의 부품을 제조하

기 위한 성형공정을 나타낸다. 초기시편으로부터 

열간 압출공정을 통하여 원기둥부분을 압출하고, 

온간 단조공정을 통하여 원기둥 반대편의 엠보싱

부분을 성형하는 순서로 공정을 설계하였다.

Fig. 2. Schematic of forming process 

3. 압출공정의 성형해석 조건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s Method)을 수행

하고자 금형과 초기시편에 대하여 유한 요소 격자

망을 형성하였다. Fig. 3은 초기시편에 요소의 격

자망이 형성된 것을 나타낸다. 세 부분으로 나누

었으며, 각 부분마다 요소의 격자 크기를 각기 다

르게 설정하였다. 변형이 크게 이루어지는 원기둥

의 압출 부분은 요소의 격자 크기를 0.3 mm 설

정하여 가장 조밀하게 형성하였다. 원기둥 반대편

인 곡률이 형성되는 부분은 요소의 격자 크기를 

1 mm로 설정하였다. 압출되는 부분과 곡률이 형

성되는 부분의 중간 위치는 요소의 격자 크기를 

9.5 mm로 설정하였고, 다른 위치보다 상대적으로 

요소를 크게 형성하였다. 형성된 총 요소망의 수

는 1,800,000개 정도이다.

Fig. 3. Mesh generation of initial T shape 
specimen

압출비가 3.74로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압출될 

때 성형하중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

서 압출공정은 Al6061 소재의 용융점(660°C) 

70%에 달하는 450°C의 열간 공정을 적용하였

다. 450°C에서 Al6061 합금의 Elastic modulus

를 30 GPa를 적용하였고, 프아송비는 0.3(탄성)를 

적용하였다. 금형은 변형이 없는 강체로 가정하였

다. 고온에서는 변형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

동응력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고

온에서는 압출속도를 최대한 작게 설정해야만, 작

은 하중으로 압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압출속도는 6 mm/s로 작게 설정하였다. 변형이 

큰 부분과 작은 부분에서는 변형률 속도 차이가 

크기가 때문에 변형률 속도에 따른 진응력-진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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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커브를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원기둥 반대편 

부분은 약간의 압축만이 이루어지므로 변형률 속

도 0.1에 대한 값을 적용하였다. 원기둥이 압출되

는 부분은 변형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변형률 

속도가 최대 10배 높다고 가정하여 변형률 속도 

10에 대한 진응력-진변형률 곡선 값을 적용하였

다. 성형해석 도중에 변형률 속도가 0.1에서 10사

이의 값이 되면, 두 개의 진응력-진변형률 곡선으

로부터 값이 보간되어 적용된다. 

Fig. 4는 압출성형의 경계조건을 나타낸다. 경

계조건은 실제 성형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단조부 금형은 고정되어 있으며, 압출부 금형이 

움직이면서 시편을 압축하도록 설정하였다. 금형

과 소재의 온도는 450°C로 설정하였다. 압출부 

금형은 6 mm/s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원기둥 부

분을 압출하게 된다. 금형과 소재사이는 무마찰 

조건을 적용하였다.

Fig. 4. Boundary condition for extrusion process

4. 단조공정의 성형해석 조건

압출공정 해석을 통하여 성형된 Blocker로부터 

요소의 격자망을 형성하였다. Fig. 5은 Blocker에 

유한 요소의 격자망이 형성된 것을 나타낸다. 원

기둥의 반대편 부분의 엠보싱 성형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요소를 좀 더 조밀하게 형

성하였다. 엠보싱 성형이 이루어지는 부분의 요소

의 격자 크기를 1 mm로 설정하였고, 나머지 부

분은 요소의 격자 크기를 3 mm로 설정하였다. 

형성된 총 요소망의 수는 340,000개 정도이다.

Fig. 5. Mesh generation of blocker

엠보싱 부분은 금형에 의한 압축력으로 성형되

기 때문에 Al6061 소재의 용융점 40%에 달하는 

260°C의 온간 단조공정을 적용하였다. 금형과 

Blocker은 260°C로 예열되어 있는 조건으로 하

였으며, 성형이 지속되는 동안 소재의 온도는 

260°C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Blocker는 

Al6061 알루미늄 합금의 260°C에 대한 진응력-

진변형률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60°C에서 

Al6061 합금의 Elastic modulus는 상온의 값인 

69 GPa를 적용하다. 프아송비는 0.3(탄성)를 적

용하였다. 엠보싱 성형이 이루어지면서 변형률 값

이 증가하기 때문에 변형률 속도가 증가하게 된

다. 단조성형이 이루어지는 동안 변형률 속도에 

의한 유동응력 증가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조

속도는 150 mm/s로 낮게 설정하였다. 엠보싱 성

형이 이루어지는 동안 변형률 속도는 대략 2.5∼

7.5 범위 일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260°C

에서 Al6061 소재의 변형률 속도 0.1에 대한 진

응력과 진변형률 곡선 데이터와 변형률 속도 10

에 대한 진응력과 진변형률 곡선의 데이터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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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성형 중에 변형률 속도가 0.1에서 10

사이면 두 곡선에 대한 데이터로부터 보간되어 

적용된다.

Fig. 6은 엠보싱 부분을 성형하기 위한 금형과 

Blocker간의 경계조건을 나타낸다. 엠보싱 금형

은 고정되어 있으며, 이동식 금형이 움직이면서 

Blocker가 엠보싱 금형에서 압축되도록 설정하

였다. 금형과 소재의 온도는 260°C로 설정하였

다. 이동식 금형은 150 mm/s의 속도로 움직이

면서 Blocker를 엠보싱 금형의 공동부에 가압시

킨다. 금형과 소재사이는 무마찰 조건을 적용하

였다.

Fig. 6. Boundary condition for forging

5. 압출공정의 성형해석 결과

Fig. 7은 Blocker 형상으로 해석이 완료된 결과

를 나타낸다. 압출된 원기둥 부분은 변형이 상당

히 크기 때문에 요소 격자망의 형태가 매끄럽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압출이 완료되는 원기둥 

끝부분에서 띠 형태(화살표)가 형성되었다. 띠 형

태가 만들어진 이유는 압출부 금형과 단조부 금형 

사이에 틈이 있기 때문이다.

Fig. 7. Simulation result of extrusion process

Fig. 8은 Blocker가 성형될 때, 적용된 하중과 

변위의 값을 해석결과로부터 도출한 그래프이다. 

성형에 필요한 하중의 해석결과 값으로부터 성형 

실험에 사용될 프레스의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원기둥 부분이 압출되기 시작하면서 성형하중이 

급속하게 증가된다. 변위 값이 7.5 mm되면 원기

둥 부분이 완전히 성형되어 해석이 완료된다. 원

기둥 부분이 완전히 성형될 때 요구되는 하중은 

10,000 kN(1,019,368 kgf)이다. Blocker를 성형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19 tons 이상의 프레스 

장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재와 금형간의 마찰을 

무시한 해석결과이므로 실제로 Blocker를 성형하

기 위해서는 1,019 ton보다 더 큰 프레스의 용량

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Fig. 8. Load-displacement for simulation result 
of extrus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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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조공정의 성형해석 결과

Fig. 9는 원기둥 반대편 부분에서 엠보싱 성형

이 이루어진 해석결과를 나타낸다. 목표로 하는 

완제품의 T형상으로 성형이 완료된 해석결과이다. 

Fig. 1의 T형상 부품의 모델링처럼 엠보싱 부분이 

완벽하게 성형된 것을 볼 수 있다. Blocker에서 

형성된 띠부분은 엠보싱 성형공정을 거치면서 더

욱더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성형공정

에서 플래쉬가 유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성형공정에서 대량의 플래쉬가 발생될 것이라 예

측된다.

Fig 10은 엠보싱 부분이 성형될 때에 필요한 

하중과 변위에 대한 그래프로서 해석결과로부터 

도출한 것이다. 변위 값 3.0 mm 이후부터는 하

중이 급속하게 증가된다. 변위 값이 3.37 mm가 

되면 엠보싱 부분이 완전히 성형되면서 해석이 완

료된다. 원기둥 부분이 완전히 성형될 때 요구되

는 하중은 5,237 kN(533,843 kgf)이다. 엠보싱 

부분을 성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34 tons 이상

의 프레스 하중이 필요하다. Blocker 성형하는데 

필요한 최대하중(1,019 tons)보다 절반이상 작기 

때문에 Blocker를 성형하는 프레스 장비로도 엠보

싱 성형이 충분히 가능하다.

Fig. 9. Simulation result of forging process

Fig. 10. Load-displacement for simulation result 
of forging process

7. T형상 부품의 제조 조건 및 결과

성형해석 결과로부터 Blocker 성형하기 위해서

는 최소 1,019 ton 이상의 성형하중 요구되므로 

1,600 ton의 프레스 장비를 이용하였다. T형상 

부품의 제조 조건은 성형해석 조건에 동일하게 설

정하였다. 초기시편 및 금형을 450°C로 가열한

다. 초기시편은 전기로에 장입하여 예열을 실시하

며, 금형은 카트리지 히터 장치를 금형에 장착하

여 예열을 한다. 해석결과와 다르게 실제 실험에

서는 그라파이트 윤활제(마찰계수 0.3)를 금형에 

도포하였다. 이동식 금형이 시편과 접촉된 후에는 

프레스의 속도가 6 mm/s되도록 설정하였다. 프레

스 장치에 장착된 로드셀 장치로부터 측정된 최대 

하중 값은 1,210 tons이다. 해석결과보다 90 

tons 정도가 더 높다. 그 이유는 해석결과는 시편

과 금형의 윤활조건이 무마찰 상태이며, 실험결과

는 시편과 금형이 그라파이트 윤활조건이므로 실

제 실험결과에서 더 높은 하중이 소요되는 것이

다. Fig. 11은 열간 압출공정을 통하여 제작된 

Blocker를 나타낸다. 제작된 Blocker의 형상은 

Fig. 7의 해석결과의 형상과 거의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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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Blocker formed by hot extrusion process

제작된 Blocker의 사각부분(단면형상)에 엠보싱 

부분을 성형하기 위해서 Blocker 및 금형의 온도

가 260°C로 되도록 공냉시켰다. Blocker를 금형

의 엠보싱 공동부에 삽입하고, 프레스가 초당 150 

mm씩 하강되면서 Blocker를 압축하여 엠보싱 부

분이 성형되도록 하였다. 로드셀 장치로부터 측정

된 최대 하중 값은 600 tons이며, 해석결과보다 

66 tons이 높다. 이 또한 무마찰 조건(해석)과 그

라파이트 윤활조건(실험)에 따른 차이로 인한 것이

라 예측된다. Fig. 12은 온간 단조공정을 통하여 

제작된 T형상부품을 나타낸다. 실험결과가 해석결

과보다는 플래쉬가 과대하게 발생된 것을 볼 수 

있다. 실험결과는 매 실험마다 작업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윤활제를 도포한 상태, 

금형 및 소재의 온도, 작업자의 능숙도 등에 따라

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원기둥 부분과 

엠보싱 부분 사이에서 발생되는 플래쉬의 형상은 

매 실험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Fig. 12. T shape part formed by warm forging 
process

8. 결론

형상 난이도가 높은 T형상의 알루미늄 단조품

을 제조하기 위해서 소성가공 공정설계를 하였다. 

공정설계를 검증하고자 성형해석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다. 성형해석결과와 실험결과는 상당히 일치

하였다.

1) 초기시편을 450°C의 열간 압출공정을 통하

여 Blocker(단조공정 시편)을 성형하였다. 해석결과

에서 Blocker를 성형하기 위해서는 대략 1,019 

tons의 하중이 필요하였으며, 실제결과에서는 1,210 

tons 소요되었다.

2) Blocker를 260°C의 온간 단조공정을 통하

여 엠보싱 부분을 성형함으로써 T형상으로 성형을 

완료하였다. 엠보싱 부분을 성형하기 위해서는 해

석결과로는 534 tons의 하중이 필요했으며, 실제

결과는 600 tons이 요구되었다.

3) 해석은 무마찰 조건이며 실험은 그라파이트 

윤활조건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최대성형하중 값이 

두 공정 모두 약간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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