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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etch-flangeability, which is the ability of sheet steels to be deformed into complex shapes, is a critical formability property 

in automobile body parts. In this study, the center-hole for hole expansion test, which is normally used to evaluate the stretch-

flangeability of sheet steels, was prepared by both punching and 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 (EDM) methods. Hole 

expansion ratio (HER) of punched hole was far lower than the HER of EDM drilled hole because of damage/crack in hole-edge 

due to punching process. The effect of hole-edge condition on HER was quantified by mechanical, fractographic and geometric 

factors. Based on these factors, the empirical equation used to determine HER for various sheet steels was derived using non-

linear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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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자동차 내외판 및 구조재료 

강판류의 고강도화를 통해 차체를 경량화하고 연비 

향상과 탄소저감을 목표로 수많은 연구를 진행해왔

다. 최근 590 MPa 급 이상(dual phase, DP)강부터 980 

MPa급 복합상(complex phase, CP)강, 심지어는 1 GPa

을 넘어서는 TRIP(transformation induced plasticity)강, 

TWIP(twinning induced plasticity)강까지 초고강도강

(advanced-high-strength steel, AHSS)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1-5]. 강판을 차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강도와 더불어 성형성이 확보되어야 하

는데, 장출성, 플랜지성, 굽힘성 등의 여러 성형특성

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균일 연신을 넘어 극한 변형의 수용 수준을 나타

내는 성형특성을 신장플랜지성(stretch-flangeability)이

라 한다. 일반적으로 고강도강에서는 이 신장플랜지

성이 다른 연신특성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 보통 

강판의 고강도화는 미세조직을 페라이트와 같은 연

성기지(soft phase matrix)와 베이나이트, 마르텐사이트

와 같은 강한 상(hard phase)을 복합적으로 구성함으

로써 가능해지는데[3,5], 파괴특성과 관계된 신장플

랜지성의 경우 상간 경도차로 인해 계면에서 기공

이 발생하기 용이해지면서 신장플랜지성이 열위해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TWIP강의 경우, 오스

테나이트의 단상으로 구성되었음에도 초고강도강판 

중 신장플랜지성이 가장 낮은데, 이는 TWIP 강의 높

은 가공경화지수와 음의 변형률 속도 민감도(strain 

rate sensitivity, SRS)와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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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플랜지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구멍확장(hole expansion) 기법이다. 이는 강판 중앙부

에 구멍을 타발한 뒤 다양한 형상의 펀치를 상승시

켜 구멍의 플랜지를 확장시켜 변형 한계를 측정하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9]. 이때 구멍을 타발하는 방

법에 따라 신장플랜지성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

는데, 이는 타발 시 플랜지 부근에 가공경화 정도가 

다양하고 플랜지 단부의 표면이 거칠어져 파단시작

점(fracture initiation site)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 따라서 강판의 미세조직적 측면 뿐만 아니라 

타발 시 구멍확장률(hole expansion ratio, HER)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구멍확장성을 확

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상강부터 복합상, 그리고 여러조

성을 가지는 TWIP강에 대한 구멍확장률(hole 

expansion ratio)을 실험적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타발

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방전가공과 펀치가공을 

통해 구멍을 제작하였고, 타발로 인한 플랜지의 상

태가 구멍확장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고

찰하였다. 최종적으로 구멍확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인자를 고려하여 구멍확장률을 통계적으

로 예측할 수 있는 회귀모형을 구성해보았다.  

 

2. 실험방법 
 

2.1 소재 정보 및 일축 인장 실험 

본 연구는 Hyper Burring 이라 불리는 페라이트 단

상강(HB), 페라이트-베이나이트강(Ferrite-Bainite, FB), 

복합조직강(CP)과 15%, 45% 냉간 압연을 진행하였

거나 추가적인 원소가 첨가된(-Al,-V, -Al-V) 고망간 

TWIP강(high Mn TWIP steel, HMnS)을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ASTEM E8 standard 규정 하에 시편을 

서브사이즈로 제작하여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인장

시험의 방향은 압연방향(RD)에 평행하게 수행되었

다. 강재의 종류별 인장 물성과 기본 미세조직 정보

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2.2 구멍확장시험 (hole expansion test) 

구멍확장시험은 ISO/TS 16630 (Metallic materials-

Method of hole expanding) 규격 하에서 진행되었다. 먼

저 구멍은 방전(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 EDM)가

공과 펀칭가공으로 제작되었다. 펀칭가공에서 펀칭

기와 다이(die) 간 반지름의 차이를 두께로 나눈 개

념인 클리어런스를 모두 16%으로 통일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후 구멍확장은 타발 시 발생하는 버

어(burr) 발생부를 위로 향하도록 거치한 뒤 R25 mm

의 원추형 펀치를 상승시키면서 진행되었다. 이때 

구멍확장률은 아래의 식과 같이 초기구멍 직경( 0D  )

과 최종 구멍 직경(
fD  )의 차이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식으로 평가하였다. 

0 0( ) / 100(%)fHER D D D= −         (1) 

Materials YS(MPa) UTS(MPa) U.EL(%) P.EL(%) T.EL(%) 
Average grain 

size(μm) 
Phase 

HB 738 789 11.5 11.5 23.0 4.64 α 
FB 762 834 8.4 9.5 17.9 4.03 α+B 
CP 1026 1134 5.5 9.3 14.8 5.8 α+B 

HMnS 556 976 42.6 4.6 47.2 4.34 γ 

CR HMnS 15% 923 1161 22.5 4.6 27.1  γ 

CR HMnS 45% 1497 1593 2.11 3.54 5.65  γ 

HMnS-Al 438 897 57.5 9.2 66.7 5.23 γ 
HMnS-V 641 1215 51.2 9.5 60.7 3.18 γ 

HMnS-Al-V 657 1027 41.2 6.3 47.5 6.33 γ 

Table 1 Tensile properties, average grain size and phase of the investigat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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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fD 는 플랜지 파면에 균열이 완전히 관

통하는 즉시 펀치의 상승을 중단하였을 때의 구멍 

지름이다. 

 

2.3 펀칭가공된 구멍 파면 상태 평가 

펀칭가공된 구멍 파면의 표면 거칠기(surface roughness)

는 공초첨현미경(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VK-X110, Keyence, Japan)을 통해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초점현미경을 활용하여 구멍 파면 기하학

적 형상을 반영하여 구멍확장의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FEA)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EBSD를 

통해 확보한 미세조직 이미지와 인장시험 결과를 

경계조건으로 하여 미세조직의 변화를 추적하는 듀

얼스케일(dual-scale) 기법을 활용하였다[11,12]. 구멍 

부근의 가공경화를 측정하기 위해 구멍 부근에 조

성된 전단영향부(shear affected zone, SAZ)에 경도를 

구멍 부근에서 방사형으로 측정하였다(the Dura Scan 

70, Emco-test, Austria). 

 

3. 결과 및 고찰 

 

3.1 구멍 제작 방법에 따른 각 소재들의 
구멍확장률 비교 

Table. 2에 각 소재들에 대하여 펀칭가공된 시편의 

구멍확장률(HER)과 방전가공된 시편의 구멍확장률

(HER0)을 도시하였다. 실험 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펀칭은 다양한 클리어런스 조건에서 수행하였

는데, 16% 클리어런스 조건으로 펀칭된 시편의 구멍

확장률을 대표값으로 하여 Table. 2에 도시하였다. 방

전가공된 시편의 구멍확장률은 소재 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방전가공된 구멍의 파면 상태는 모든 소

재들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방전가공된 시편의 구멍

확장률은 미세조직 및 인장 물성과 같은 소재의 고 

유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펀

칭된 시편의 구멍확장률은 방전가공된 시편의 구멍

확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문헌들을 

살펴보면 방전가공된 시편과 달리 펀칭된 시편은 

펀칭 공정에 의해 구멍 부근에 변형이 가해지고 구

멍 파면에 균열(crack)이 생성되기 때문에, 펀칭된 

시편의 구멍확장률이 방전가공된 시편의 구멍확장 

률보다 낮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13-14]. 이상의 내

용을 고려할 때 펀칭 공정에 의해 구멍 부근에 가 

Table 2 HER results of punched samples and  

machined samples 

 

해진 변형 및 구멍 파면에 생성된 균열이 소재의 

구멍확장성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펀칭된 구멍의 파면(fracture surface)은 롤오버 영역 

(roll-over zone), 전단 영역(sheared zone), 파단 영역

(fractured zone), 버어(burr)로 나뉘어 진다. 롤오버 영

역은 펀치가 시편 표면에 닿을 때 표면이 펀칭 방

향으로 말리면서 형성되고, 그 아래에서 전단 변형

(shear deformation)이 발생하여 전단 영역이 형성된다. 

전단 영역의 아래 부분에서는 불안정한 파단이 발

생하여 파단 영역과 버어가 형성된다. 

구멍확장시험 시 구멍의 바깥쪽 가장자리에 해당

하는 파단 영역에 더 큰 변형이 가해지기 때문에 

파단 영역에 존재하는 균열이 전파되면서 구멍 두

께 방향으로의 파단을 야기하게 된다[12]. 따라서, 

펀칭 시 파단 영역에 가해진 변형 정도와 파단 영

역의 표면 거칠기(surface roughness) 정도가 방전가공

된 시편과 펀칭된 시편의 구멍확장률 차이를 유발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2 펀칭에 의해 파단 영역에 가해진 변

형량 정량화 

Fig. 1에는 각 소재들의 펀칭된 구멍 파면 부근에

서 측정한 경도와 펀칭된 시편의 구멍확장률을 도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재들은 각기 다른 

기계적 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멍 파면 부근

Materials 
Punched sample Machined sample 

HER(%) HER0(%) 

HB 61.2 ± 2.69 180 ± 1 

FB 51.5 ± 4.17 138.3 ± 26 

CP 23.7 ± 1.75 86.6 ± 2.9 

HMnS 49.6 ± 1.75 115 ± 3.8 

CR HMnS 15% 56.6 ± 1.73 90.2 ± 0.5 

CR HMnS 45% 35.8 ± 9.45 42.1 ± 1.6 

HMnS-Al 44.8 ± 2.08 123 ± 1.9 

HMnS-V 18.6 ± 1.26 54 ± 1.6 

HMnS-Al-V 30 ± 2.2 77.2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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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측정한 경도가 유사할 지라도 소재의 강도 및 

성형성에 따라 구멍 부근에 가해진 변형 정도는 상

이하게 된다. 따라서 구멍 파면 부근의 경도를 등가

소성변형률(equivalent plastic strain)로 환산하여 구멍 

주위의 변형 정도를 정량화하였다.  

먼저, 파단 영역 부근에서 측정한 경도(𝐻𝑓𝑟 )와 유

동 응력( 𝜎𝑓𝑟 )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2)을 이용하여 

경도를 구멍 파면 부근에 가해진 유동응력으로 환

산하였다. 

     

 90.7 2.876fr frH = − +   (2) 

 

다음으로 Fig. 2와 같이 각 강종들의 인장 곡선을 

식(3)에 표현한 mixed Swift Voce 식을 이용하여 피팅

한 후 환산된 유동 응력(𝜎𝑓𝑟 )에 상응하는 등가소성변

형률(𝜀�̅�)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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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방법으로 계산한 각 소재들의 파단 영역에

서의 등가소성변형률과 구멍확장률을 Fig. 3에 도시

하였다. 펀칭에 의해 파단 영역에 가해진 변형률이 

클수록 구멍확장시험 시 가해지는 변형을 수용하기

가 어렵기 때문에, 등가소성변형률과 구멍확장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15], 실

제 분석 결과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각 소재 별로 펀칭 공정에 의해 파면에 생긴 균열

의 정도나 파면의 기하학적 형상이 상이하기 때문

에 파단 영역에 가해진 변형량만으로 구멍확장률과

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된다.   

 

3.3 파단 영역의 표면 거칠기 정량화 
펀칭된 구멍의 파면을 공초점현미경으로 촬영하

여 얻은 이미지를 Fig. 4(a)에 도시하였다. 펀칭 공정

에 의해 구멍 표면에 전단 영역과 파단 영역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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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riation of HER of punched samples with 

microhardness of transverse direction surface 

for fracture zone right next to the hole edge 

Fig. 2 Experimental True stress-true plastic strain 

curve of HB steel(black line) and fitted true 

stress-true plastic strain curve of HB steel using 

the mixed Swift-Voce hardening model(red 

line) 

Fig. 3 Variation of HER of punched samples with 

strain applied to the fracture zone by pun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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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된 것이 관찰됐다. 파면의 표면 거칠기를 관찰하

기 위해 Fig. 4(b)에 파면의 3D height map을 도시하였

다. 전단 영역은 표면 높이가 균일한 반면, 파단 영

역은 표면 높이가 매우 불균일 한 것으로 보아 표

면 거칠기가 큰 것으로 관찰됐다. 파단 영역에는 펀

칭 동안 많은 미소 기공(micro void) 및 미소 균열

(micro crack)이 형성됨에 따라 표면 거칠기가 커진 

것으로 사료된다[11]. 파단 영역에 존재하는 미소 기

공이나 미소 균열은 구멍확장시험 시 파단시작점

(fracture initiation site) 역할을 하여 구멍확장성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표면 거칠기를 정량화하기 위해 Neighbor Roughness 

Distribution (NRD)라는 파라미터를 도입하였고, 식 (4)

과 같이 NRD를 표현하였다. 

 

 ,

1

1 N

adj k

k

NRD h h
N =

= −  (4) 

여기서 h는 특정 픽셀의 높이를 의미하고, ℎ𝑎𝑑𝑗.𝑘는 

특정픽셀로부터 10번째로 인접한 픽셀에서의 높이

값을 나타내며, N은 공초점현미경으로 관찰한 이미

지의 전체 픽셀 개수이다. 10번째로 인접한 픽셀과의 

높이 차이를 NRD값으로 정의한 이유는 가까운 인

접 픽셀과의 높이 차이로 NRD값을 정의할 경우 해

당 영역에 균열이 존재하더라도 높이 차이가 저평

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Fig. 4(c)에는 식(3)을 이용하

여 HB 시편에서 각 픽셀들의 NRD값을 계산하여 

얻은 NRD 사상(mapping)를 도시하였다. 전단 영역

은 전체적으로 낮은 NRD값을 가지는 반면 파단 영

역은 펀칭 공정 중 생성된 균열 근처에서 높은 

NRD값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NRD값이 표면 거칠기를 정량화하는 파라미터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 소재들의 파단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픽셀의 

NRD값을 계산하여 평균값을 구하였고, 파단 영역의 

평균 NRD값에 따른 구멍확장률을 Fig. 5에 도시하였

다. 파단 영역의 NRD값과 구멍확장률은 음의 상관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구멍확장

시험은 펀칭 공정에 의해 파면에 가해진 변형량, 파

면의 균열의 정도 및 파면의 기하학적 형상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Fig. 5와 같이 

NRD와 구멍확장률 간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관찰되

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3.4 구멍의 기하학적 형상이 구멍확장률
에 미치는 영향 정량화 

Fig. 4(b)를 보면 전단 영역에 비해 파단 영역의 

표면 높이가 더 낮고, 파단 영역의 가장자리로 갈수

록 표면 높이가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단 영역과 파단 영역의 구멍 반지름이 다르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구멍의 반지름이 불균

Fig. 4 (a) Laser scanning confocal microscope(LSCM) 

image of punched hole edge surface for HB steel, 

(b) 3D height map of punched hole edge surface 

for HB steel, and (c) NRD map of punched hole 

edge surface for HB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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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기하학적 형상이 구멍확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

다. Fig. 6(a)와 같이 구멍 파면이 평평한 방전가공된 

구멍의 경우와 Fig. 6(b)와 같이 구멍 파면의 전단 영

역에 비해 파단 영역의 반지름이 더 큰 펀칭된 구

멍의 경우를 비교하였다. 구멍 파면의 형상을 제외

한 모든 물성은 두 경우에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구멍확장률이 55%일 때 구멍 주변에 가해진 변형 

분포를 Fig. 6(c)와 Fig. 6(d)에 도시하였는데, 구멍 파

면의 반지름이 불균일한 Fig. 6(d)의 경우 구멍 파면

의 파단 영역에 더 적은 변형이 가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펀칭된 구멍의 기하학적 형태가  

구멍확장시험 중 파단 영역에 가해지는 변형을 적

게 하여 소재의 구멍확장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멍의 기하학적 형상을 

전단 영역과 파단 영역의 구멍 반지름 차이(radius 

difference)로 표현하였고, Fig. 7에 전단 영역과 파단 

영역의 구멍 반지름 차이에 따른 구멍확장률을 도

시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구멍 파면의 기하학

적 형상에 따라 파단 영역에 가해지는 변형 정도가 

상이한 것을 분명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멍

확장률과 반지름 차이 간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관

찰되지 않았다. 이는 구멍확장률이 하나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성형성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3.5 비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한 구멍확장률

예측 

펀칭 중 파단 영역에 가해진 변형량, 파단 영역의 

표면 거칠기, 그리고 펀칭된 구멍의 기하학적 형상

을 변수로 하여 방전가공된 시편의 구멍확장률 대

비 펀칭으로 인해 구멍확장률이 감소되는 비율

((HER0-HER)/HER0)을 비선형회귀식으로 예측한 결

image of punched hole edge surface for HB steel, 

(b) 3D height map of punched hole edge surface 

for HB steel, and (c) NRD map of punched hole 

edge surface for HB steel. 

Fig. 6 Schematic representations of the hole edge 

fabricated by (a) electrical discharging 

machined and (b) punching. And (c-d) true 

strain distribution at hole edge considering the 

shape difference 

Fig. 5 Variation of HER of punched samples with 

average Neighbor Roughness Deviation(NRD) 

of fractur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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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식(5)에 나타냈다.  

 

 

0.24 0.0350

0

0.39 0.024

0.16

f fr

specimen

HER HER
NRD R

HER

RD

t


−

= +  

− 

 (5) 

먼저 첫 번째 항의 𝜀𝑓는 Fig. 3에 나타냈던 파단 

영역에 가해진 등가소성변형률이다. 두 번째 항의 

NRD는 파단 영역의 평균 Neighbor Roughness 

Deviation 값이며, Rfr은 파면 전체에서 파단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표면 거칠기가 큰 파단 영역의 

비율이 클수록 파단 영역에 존재하는 미소 균열이 

구멍확장시험 시 파단시작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NRD값에 Rfr 값을 곱한 형태로 식

을 구성하였다. 세 번째 항의 RD는 Fig. 5에 도시하

였던 파단 영역과 전단 영역 간의 구멍 반지름 차

이이고, tspecimen은 시편의 두께이다. 시편의 두께가 매

우 큰 경우, 파단 영역과 전단 영역 간의 반지름 차

이가 구멍확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것으로 사

료되어, 반지름 차이 값을 시편의 두께로 나누어 식

을 구성하였다.  

식(5)를 HER에 대해 정리하여 식(6)에 나타냈다. 

 

 

0.24 0.035
0[1 (0.39 0.024

0.16 )]

f fr

specimen

HER HER NRD R

RD

t

= − +  

− 
 (6) 

파단 영역에 가해진 등가소성변형률과 파단 영역

의 NRD값의 경우 음의 계수를 가지는데, 이는 펀칭

으로 인해 구멍확장률이 감소하는데 기여하는 요인

임을 의미한다. 반대로 반지름 차이 값의 경우 양의 

계수를 가지는데, 이는 펀칭으로 인해 구멍확장률이 

증가하는데 기여하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즉, 앞서 

예측하였던 각 요인들과 구멍확장성 간의 상관관계

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8은 식(5)를 이용

하여 예측한 구멍확장률과 실험으로 측정한 구멍확

장률을 비교한 결과이다. 실험값과 예측값 간의 결

정계수(R2)은 약 0.8이고, 평균절대오차(MAE)는 약 

14%로 회귀식이 유의함을 검정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페라이트 단상강, 페라이트-베이나

이트강, 복합조직강, 고망간 TWIP강에 대하여 펀칭

된 시편의 구멍확장률과 방전가공된 시편의 구멍확

장률 간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요인으로, 펀칭에 의해 구멍 부근에 가해진 

변형량을 분석하였다. 소재 별로 기계적 물성이 상

이한 점을 고려하기 위해 구멍 부근에서 측정한 경

도값을 유동응력으로 환산한 후 mixed Swift-Voce 식

을 이용하여 등가소성변형량을 계산하였다. 다음으

로, 펀칭 공정에 의해 표면에 미소 균열 및 미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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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ariation of HER of punched samples with 

radius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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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생성됨에 따라 야기되는 표면 거칠기 증가를 

정량화하였다. 공초점현미경을 통해 얻은 이미지를 

분석하여 NRD라는 파라미터를 정의하였고, 균열이 

존재하는 영역에서의 NRD값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펀칭공정에 의해 형성되는 구멍의 기하

학적 형상이 구멍확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해석 결

과로부터 구멍의 파면이 평평한 경우에 비해 구멍 

파면의 반지름이 불균일한 경우 파단 영역에 가해

지는 변형량이 적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펀칭된 

구멍의 기하학적 형상은 전단 영역과 파단 영역의 

반지름 차이로 표현하여 분석하였다. 상술한 요인들

을 변수로 하여 구멍확장률을 예측하는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회귀식의 결정계수는 약 0.8, 평균절대

오차는 약 14%로 회귀식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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