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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ng forging process is more appropriate for high-length and thin walled ring, because it utilizes the forging press and 

hence does not require heavy-duty ring rolling mill. Although ring forging process is very simple and economic for 
facilities, the process is not efficient because of multi-forging-step and low material utilization. An effective ring forging 
process is developed using a hollow ingot. When a hollow ingot is used with a workpiece, the ingot can be forged into a 
final ring without multi-stage pre-forging process, such as, cogging, upsetting, and piercing, etc.. Finally it has advantages 
of the material utilization and process improvement because a few reheating and forging process are not necessary to 
make workpiece for ring forging. The important design variables are the applied plastic deformation energy to eliminate 
cast structure and make uniform properties. In this study, the mechanical properties after forging of hollow cast ingot were 
investigated from the experiment using circumferential sectional model. Also, the effects of process variables were studied 
by FEM simulation on the basis of thermo-visco-plastic constitutive equation. Applied strain is different at each position 
in length direction because diameter of hollow ingot is different in length direction. The different strain distribution 
become into a narrow gap by additional plastic deformation during diameter extens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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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링(Ring) 제품은 귀금속류에서 부터 구조부품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며, 소재로는 철계 합금
은 물론 Al, Cu와 난성형재인 Ti및 Ni합금계까지 
매우 다양하며 산업별 부품들도 매우 다양하다. 
이 가운데 대형 링 제품들은 대부분 구조부품으
로 사용되고 있으며 단순한 형상에서부터 복잡한 
형상의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형성하고 있다. 
구조용 부품 가운데는 풍력발전용 플랜지류, 터빈 

발전용 다이아프램(Diaphragm), 기어 림(Gear Rim) 
등이 있으며 화학 플랜트용 압력용기, 원자력 발
전 반응기용 압력용기 등과 같은 대형 링들이 대
표적이다.  
구조용 부품으로 이용되는 대형 링은 사용 환
경에서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대부분 무용접 링
(Seamless Ring)을 사용한다.  
무용접 링은 제조비용이 용접 링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지만 높은 신뢰성이 필요한 구조용 부
품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소성가공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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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fabrication process between 
solid ingot and hollow ingot 

 
 
 
 
 
 
 
 
 
 
정을 이용해 제조된다. 무용접 링을 제조하는 방
법으로는 여러 가지 소성가공 기술(압출, 분말야
금, 단조)이 이용될 수 있으나, 지름이 2,000mm를 
상외하는 대형 링의 경우는 링 롤링(Ring Rolling)
이나 링 단조(Ring Forging, Mandrel Forging)가 적합
한 공정 중 하나이다.        
이 가운데 링 롤링 공정은 상대적으로 링의 높

이가 낮은 제품을 성형하는데 적합하며 링 단조 
공정은 링 높이가 높은 제품에 적합한 특징이 있
다. 따라서, 높이가 높은 제품들이 대부분을 차지
하는 압력용기(화학 플랜트, 원자력 부품)용 대형 
링의 경우는 링 단조 공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며[1~5] 풍력발전기용 타워 플랜지 등과 같
이 높이가 낮은 부품은 링 롤링(Ring Rolling) 공정
을 이용하게 된다[6~7]. 
본 연구는 압력용기용 대형 링 제조에 사용되
는 링 단조 공정에 관한 것으로 종래의 중실 잉
곳(Solid Ingot)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복잡한 다
단계 공정을 중공 잉곳(Hollow Ingot)을 이용함으
로써 공정을 합리화시키며 제조원가를 절감하고 
가열공정을 상당 수 제거시킴으로써 친환경적인 
제조공정을 개발하고자 수행한 연구로서 중공 잉
곳을 이용할 경우 변경되는 공정에 대한 설계기
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중공 잉곳을 이용하는 
경우와 기존의 중실 잉곳을 사용하는 경우의 제
조공정도는 Table 1에서 비교하고 있다. 중공 잉곳
을 이용하는 경우는 4공정의 단조공정과 3회 이
상의 가열공정이 단축되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중공 잉곳을 이용하여 링을 단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구속조건은 중실 잉곳을 이용할 경
우 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소재의 소성
변형량과 그에따른 물성치의 저하유무에 대한 고
찰이다. 따라서, 중공 잉곳 소재 특성(조직, 변형

저항 등)을 분석하여 유한요소 해석용 물성치와 
단조품 특성 비교, 분석에 이용하였다.  
중공 잉곳을 이용한 링 단조공정에서는 중공 
잉곳을 기존의 단련공정(Cogging, Upsetting 등) 없
이 직접 링 단조공정을 거치더라도 요구하는 조
직과 물성치를 만족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단조 중 온도저하로 인해 추가적인 단
조 중 가열 공정의 필요성에 대한 예측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위해 중공잉곳을 이용
한 링 단조공정(길이증대, 절단, 지름증대)을 실제
와 동일조건(주중을 고려한 링 소재회전)하에서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각 단계별 변형율 분포와 
회전/가압조건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2. 링 단조 공정 분석 

 

2.1 중실잉곳과 중공잉곳 비교 

2.1.1 중실잉곳을 이용한 링 단조공정 

중실 잉곳을 이용하여 링을 제조하는 기존공정
은 Fig.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링 단조 공정 
이전에 잉곳에서 부터 총 4단계 공정(cogging, 
cutting, upsetting, piercing)을 거쳐 링(Ring)을 제조하
게 된다. 그 동안 각 공정간 3번의 가열공정이 필
요하다.  

 
 
 
 
 
 
 
 
 
 
 
 
 
 
 
 
 
 

Fig. 1 Forging processes on the fabrication of forged 
ring using solid in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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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실 잉곳에서 부터 최종 링 제조시까
지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과도함을 충분히 짐작
할 수 있으며 재료이용율이 매우 낮음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중실 잉곳을 이용하여 대형 링을 
제조 할 경우 60~65%(잉곳 40톤 기준) 수준의 낮
은 재료이용율을 나타내고 있다.  
 
2.1.2 중공잉곳을 이용한 링 단조공정 

중실 잉곳을 이용하는 기존공정과는 달리 중공 
잉곳을 이용할 경우는 Fig.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중공 잉곳을 가열 후 직접 링 제조를 위한 
단조 공정(Mandrel Forging)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중실잉곳을 이용하는 링 단조 공정(Fig.1) 이전에 
필요했던 4단계의 단조공정과 재가열 공정을 제
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중공 잉곳을 이용하여 직접 링 단조를 
수행할 경우 기존공정에서 자유단조 시 소재에 
가해지는 소성변형량이 삭제되는 만큼 링 단조품
의 금속학적 기계적 특성저하 발생 가능성에 대
해 주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중공 잉곳에서 일정
부분을 절단하여 총 4단계의 변형량을 가한 후 
각 부위에서 물성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로부터 얻게 되는 물성치는 중공잉곳

에 필요한 최소 임계변형량 설정에 이용할 수 있
는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만큼 길이방향(-L 방
향)과 반경방향(-T)에 대해 조직, 경도, 인장시험, 
충격시험 등을 통해 실제 링 단조공정 설계에 필
요한 데이터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Fig. 2 Forging processes on the fabrication of forged 
ring using hollow ingot 

 
 
 
 
 
 
 

Fig. 3 Model specimen to investigate variables of ring 
forging from hollow ingot 

 
2.1.3 잉곳 소재분석 

링 제조를 위해 사용된 소재는 저탄소강 소재
인 ASTM A266 Grade 2소재로서 화학조성은 Table 
2와 같으며 잉곳 상태에서의 조직은 Fig. 4에 나타
나 있다.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material for forged 
ring (ASTM A266 Grade 2) 

C Si Mn P S 
≤ 

0.26 
0.15 ~ 
0.35 

≤ 
1.70 

≤ 
0.025 

≤ 
0.025 

 
 
 
 
 
 
 
 
 
 
 

Fig. 4 Microstructure of cast ingot(ASTM A266 
Grade 2) 

 
2.2 모델 시험을 통한 중공 잉곳 물성변화 

분석 

중공 잉곳을 이용한 링 단조의 경우 중실 잉곳
과는 달리 코깅, 업세팅 공정과 같은 조직 단련공
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링 단조 공정 동안에 
중공 잉곳 내부에 부가되는 소성변형량과 변형에
너지에 의한 조직의 변화와 물성치가 요구 특성
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Fig. 5는 중공 잉곳의 일정 부분(Fig. 3)을 절
단하여 링 단조공정 시에 링에 가해지는 변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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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orged section and model specimen to investigate 
variables of ring forging from hollow ingot 

  
 
 
 
 
 
 
 
 
 
 

(a) after forging 
 
 
 
 
 
 
 
 
 
 

(b) after heat treatment 
Fig. 6 Material characteristics of model specimen 

after forging and heat treatment(thickness 
200mm) 

 
에 따른 조직과 물성치 변화를 분석한 모델을 나
타내고 있다. 중곳잉곳에서 1/6부분을 절단하여 
소성변형량에 따른 조직과 물성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두께 520mm의 절단 잉곳시편을 Fig. 5의 하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ASTM A266 Grade 2 
model specimen as-forged and as-heat-treated 

Properties as-
forged

(A) 

as-heat-
treated(B) 

Requirement
(ASTM 
A266) 

Y.S.(MPa) 255 290 ~250 
T.S.(MPa) 515 510 485~655 

EL.(%) 34 32 ~20 
R.A.(%) 63 61 ~33 

Hardness(HB) 141 140 137~197 
 
Table 4 Mechanical properties of ASTM A266 Grade 2 

model specimen after forging and heat 
treatment (Avg.) 

Thick
-ness

Dir. Y.S. 
(MPa)

T.S. 
(MPa) 

El. 
(%) 

R.A. 
(%) 

Hard
-

ness

500T
-L 297 500 26 37 138
-T 275 505 21 33 140

400T
-L 280 502 29 44 141
-T 275 497 26 39 133

300T
-L 279 494 30 49 136
-T 285 501 28 47 137

200T
-L 290 510 32 61 140
-T 270 480 20 55 139

  
단과 같이 계단형으로 단조함으로써 4가지(두께 
500, 400, 300, 200mm) 변형율에 따른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40톤 중공 잉곳 기준으로 200mm 두께 부위의 
잉곳 조직이 단조 후 변화된 조직은 Fig. 6(a)와 같

으며 단조 후 열처리(Normalizing+Tempering) 를 
거친 조직은 Fig. 6(b)와 같은 조직을 나타내고 있

다. 균질화 열처리는 650/800℃에서 8시간, 템퍼링

은 550℃에서 10시간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단조 후 조직은 침상의 주조조직이 아직 남아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열처리 후 균일한 조

직을 나타내고 있다. 열처리 전.후 기계적 성질은 
Table 3과 같이 큰 차이는 없으며 항복강도가 10% 
이상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3으로부터 단조품과 열처리품이 요구 물성

치를 만족하고 있으며 단조품의 열처리에 의한 
특성향상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용된 소재가 열처리에 의해 부위

별 품질을 균일화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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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다. 
Table 4는 단조와 열처리를 거친 후 시험한 결과

를 변형량에 따라 정리한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

다. 방향에 따른 특성분석을 위해 계단형 단조품

에서 잉곳 기준으로 길이방향과 반경방향으로 시

편을 가공하여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총 4단계로 
변형량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두께 500mm(변
형율 4%), 400mm(변형율 26.2%), 300mm(변형율 
55%), 200mm(변형율 95.6%)에 대해 방향별 특성치

를 나타내고 있다. 
소성변형량(단조압하량)에 따른 영향을 정리하

면 항복강도는 영향이 없으며 인장강도는 최대 
10MPa까지 증가되는 미소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

는 반면 연신율과 단면감소율은 변형량 증가에 
따라 뚜렷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연신율은 선

형적으로 증가하여 최대 10%까지, 단면감소율은 
35%이상 증가되고 있어 강도 뿐만 아니라 연성까

지 증가됨으로써 구조적 물성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경도와 충격치는 거의 동일한 값을 나

타내고 있다. 결국 소성변형에 의한 조직 치밀화

에 의해 연신율과 같은 변형저항성은 증가되고 
있는 반면 인장강도와 충격치 등의 강도특성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향후 유사한 대형 링의 요구사

항에 따라 단조공정 시 필요한 소성 변형량을 결

정할 때 이용될 수 있으며 FEM해석으로 공정을 
설계할 때 설계기준으로 유용한 데이터에 해당된

다. 
 

3. 유한요소해석 

 
중공 잉곳을 이용한 링 단조 공정으로 대형 압

력용기용 링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변수는 
잉곳 품질 이외에는 단조공정 동안에 발생되는 
소성변형량이 단조품의 물성치가 요구특성을 만
족하도록 할 수 있는 소성 변형량이 부가되는지
에 대한 정보와 단조공정 동안에 발생될 수 있는 
결함 발생에 대한 예측이 주된 사항이다.  
대형 링의 경우는 다른 대형 자유 단조품과 같
이 수십톤 이상의 중량물을 다루는 만큼 매우 중
요한 설계기준을 제공해주게 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원소재의 물성치를 열간 압축 재현성 
시험기를 이용하여 3가지 온도(900, 1,000, 1,200 )℃

와 변형율 속도(0.8, 8, 40/sec.)에서 직접 측정하여 
해석에 이용하였다. 자유단조 공정에서 소재의 온 

Table 5 Material properties of ASTM A266 Grade 2 
Thermal conductivity  35.5 W/m℃ 
Interface with a rigid die 
 Thermal transfer coefficient  

2,000 W/℃ 

Thermal Exchange co. with air  10 W/℃ 
Specific Heat  778J/Kg℃ 

 
 
 
 
 
 
 
 
 
 
 
 

(a) Flow stress (Temp. : 1,000℃) 
 
 
 
 
 
 
 
 
 
 
 

(b) Flow stress (Temp. : 1,200℃) 
 
 
 
 
 
 
 
 
 
 
 

(c) Microstructure (strain rate : 8/sec.) 
Fig. 7 Flow stress and microstructure measured by hot 

compression test of ASTM A266 Grade 2 in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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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가열온도인 1,250℃에서 단조 중 800℃부근

까지 저하되면 단조 가공성 향상을 위해 재가열
을 하게되며 변형율 속도는 부위별로 편차가 심
하지만 0.2~20/sec.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실험조
건 선정시 이를 고려하였다. 사용된 물성치는 
Table 5와 Fig. 7과 같다. 

측정된 유동응력 곡선으로부터 온도와 변형율 
속도에 대한 민감성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에서 
알 수 있듯이 온도 1,000℃에서는 항복응력이 
60MPa에서 120MPa까지 변형율 속도증가에 따라 
증대되고 있으며 1,200℃에서는 변형율 속도에 따

른 영향이 감소하여 3가지 변형율 속도에서 
40MPa 수준의 항복응력을 나타내고 있다. 더 높

은 온도에서 더 낮은 변형율 속도 의존성을 나타

내는 원인은 주조소재의 특징(Loose Structure)때문

으로 판단된다. 반면 900℃에서는 변형율 속도의 
차이가 0.8/sec에서는 50MPa의 항복응력을 8/sec.
와 40/sec.에서는 160MPa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변

형율 속도의 민감도는 1,000℃에서 뚜렷함을 알 
수 있었다. 
상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FORGETM을 이용하
여 해석한 유한요소모델은 중공 잉곳을 1,250℃로 
가열된 상태에서 (1) 길이 증대 해석을 수행 한 
후 (2) 내경 증대 공정을 해석하는 순으로 진행되
었으며 공정간에 단조품의 온도 저하에 의한 가
공성 저하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가열 공
정을 고려하여 3차원 해석을 수행하였다.  
링 단조 공정은 소재가 맨드렐(Mandrel)에 자중

에 지지된 상태에서 앤빌(Anvil)의 가압과 맨드렐
의 회전이 교대로 진행되면서 소성변형이 이루어 
진다. 따라서, 다단계의 가압과 맨드렐과 소재의 
회전, 앤빌의 가압이 각 단계별로 해석이 진행되
는 절차를 필요로 하며 매 단계(Step) 마다 해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을 사용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
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비정상상태로 해석을 수행
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배치(Batch)파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템플릿(Template)을 이용하
여 1개의 전처리 작업으로 전 공정을 해석할 수 
있게 하였다. 

Fig. 8은 중공 잉곳의 길이증대 공정과 내경 증
대 공정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Fig. 9 (a)는 Fig. 8(a)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 중
공잉곳을 평변형 조건하에서 길이를 증대시키는 공
정 후 지름 증대 공정을 위해 길이가 증대된 단조 

 
 
 

 
 
 
 
 

(a) 
 
 
 
 
 
 
 
 

(b) 
Fig. 8 FE model of ring forging using a hollow ingot 

(a) Length extension (b) diameter extension 
 
품의 압탕부와 끝단부를 절단한 후 지름 증대를 위
해 맨드렐 단조를 수행하는 과정의 수치해석 과정
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길이방향 증대공정에서 부
가된 부위별 변형율 분포는 절단된 모델로 내삽되
어 지름 증대공정에 연계되도록 하였다.  

Fig. 9(b)는 수치해석으로 수행된 길이방향 증대 
후 온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종단계시 실제 공
정과 동일하게 최저 80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최종 단계인 지름증대공정에 대한 해석결과는 Fig. 
9(c)에 나타나 있으며 부위별 변형율 분포를 나타
내고 있다. 
최종 대형링의 변형율 분포는 2.1~2.8수준으로 

길이 방향으로도 균일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최종제품의 부위별 균일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
러나, 맨드렐 단조의 첫번째 공정인 길이방향 증
대공정에서는 길이방향으로 유효변형율 분포 값
으로 1.3~2.6의 매우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Fig. 9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길이방향의 불균일
성은 지름증대 공정에서 균일화 되어 최종 제품
에서 균일한 분포를 얻게 됨을 Fig. 9(c)의 수치해
석을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중공잉
곳을 이용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부위별 불균일
성에 대한 발생 가능성은 수치해석 결과에서 임
계변형율(4S, 유효 변형율 1.386) 이상의 변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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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tal Process 
 
 
 
 
 
 
 
 
 
 
 
 
 
 
 
 
 
 
 
 
 

(b) Length Extension Process     (c) Diameter Extension Process 
Fig. 9 Effective strain distribution of ring forged from hollow ingot 

 
값과 길이방향으로의 작은 편차값으로 실제품 제
조결과에서 얻은 것과 같이 우수한 특성을 얻을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하고 있다. 
대형 주조잉곳을 이용한 자유단조 공정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은 공정변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한 비정상상태 해석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가능함을 링 단조공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4. 결 론 

 
높이가 높은 대형 링 제조에 적합한 소성가공 

공정인 링 단조 공정의 비 합리적인 부분을 개선
함으로써 생산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킴과 함께 합
리적 공정설계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성형공정 
기술을 개발하고자 중공 잉곳을 이용한 링 단조 
기술을 개발하였다.  
저탄소강인 ASTM A266 Grade 2 소재의 중공 잉
곳을 이용함으로써 전공정(코깅, 업세팅 등)없이 링
을 맨드렐 단조(Mandrel Forging)를 통해 직접 제조
할 수 있음을 제조된 링의 기계적 물성치 평가 결
과 확인하였다. 실험과 더불어 수치해석을 통해 분
석한 결과 유효변형율이 모든 부위에서 2이상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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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고 있어 주조조직의 가공조직화를 위해 
필요한 유효변형율이 모든 부위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실잉곳을 이용한 링 단조
공정과는 달리 초기 중공잉곳을 직접 링 단조에 이
용함에 따라 링의 부위별 변형율과 물성이 길이방
향으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실제 링 단조공정과 동일한 조건(가압-소재회전)하
에서 수치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대형 자유단조공정은 대형소재를 취부해야 하는 
문제에서부터 공정설계 등 작업조건에 대한 문제
점 파악 및 개선방안 수립이 자유롭지 못하여 경
험적 기술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소형 크기의 형단조 공정기술 보다 해석 및 모사
실험의 필요성이 더 중요한 요소가 많다. 그러나, 
주단조 공정의 기존에 해당되는 코깅(Cogging) 공
정과 함께 링 단조공정은 단순 반복공정(가압-소
재회전)을 거치기 때문에 전산해석을 수행하는 경
우에도 가압-소재회전의 반복공정에 존재하는 공
정변수(회전각, 가압량 등)를 실 공정과 동일조건 
하에서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보다 실제적인 
자유단조 공정관련 해석기술(열처리, 결함예측 등)
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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