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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sub-shift drive shafts used for the transmission of agricultural
machinery are manufactured using the cutting process; therefore, they fail
frequently owing to the heavy loads and impacts associated with intensive
agricultural work. This paper presents an analytical study to improve the
durability of the sub-shift drive shaft via axial hot forging with a mold. A
maximum axial load of 141 tons was required to forge a ø45 × 365 mm
SCM420 round bar in a ø45 (ø74) × 303 mm mold through heating at 1000℃.
During forging in the axial direction, metal flow lines were well-formed along
the gear-forming shape. Thus, the durability of the shaft was improved during
the gear-forming process, and the weight of the raw material was reduced by
58% compared with that under the cutting process.

고 있다[1-6].

1. 서 론

최근들어 농기계 산업에도 고성능 농기자재의 개발을 위한 활발
기존 부품들의 가공 방법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기계적 성질이

한 연구가 진행되고, 이는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술을 뒷받침할

우수한 부품 생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공법의 하나로 단조 성형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절감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트렉터의 대형

가공법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부품 생산에 활

화 및 고성능화, 강인한 견인력으로 많은 농작업 효율을 향상시키

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성형이 이루어지면 냉간단조,

고 있다. 그러나 트렉터는 다양한 작업기를 이용하는 로더 작업과

고온에서 이루어지면 열간 또는 온간단조로 구분된다. 단조

일반적인 경운작업 등 다양한 작업환경 및 특성으로 인하여 변속

(forging) 성형공법은 양질의 기계부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

기의 부하 변동이 심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고하중 및 충격 등이

문에 커넥팅 로드, 기어, 플랜지 등의 생산에 이용되고 자동차, 항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7-10].

공산업 등 기계산업 뿐만 아니라 첨단 전자산업의 부품 생산에까

이처럼 농기계는 다양한 형태의 작업과 험난한 지형 등에서 주

지 이용된다. 이로서 전 세계 제조 산업의 경쟁력향상에 중요한

행과 다양한 농작업들이 수행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충격으로 구동

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단조기술의 정립과 다양한 형상의 고정

및 동력 계통 부품의 형상 변형 또는 파손으로 농기계의 고장을

도 단조 성형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또한 단조성형 공정

빈번하게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엔진 동력을 다양한 속도로 변환

및 금형 개발을 위한 성형해석 기술을 이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

시키는 농기계 미션 부품인 부변속 구동축 기어부는 험로 주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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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ventional processing

(b) Machining after forging
Fig. 2 Sub-shift drive shaft material specifications according to
machining methods
Fig. 1 Sub-shift drive shaft with agricultural machinery transmission

해서 기어 가공부의 단류선 끊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소재의 성
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최종적으로 기어가공 및 정밀가

작업시의 충격에 대한 강한 내마모성과 내구성을 확보할 필요가

공에 의한 제품을 완성할 수 있는 형상의 단조성형이 가능한

있다. Fig. 1은 본 연구의 대상인 K사 트랙터의 트랜스미션에 사용

SCM420 환봉 소재의 직경과 길이 등의 치수를 결정해야 한다.

되는 부품인 부변속 구동축(sub-shift drive shaft)의 형상이다. 제

단조성형을 위한 소재의 치수 결정을 위해서 우선 성형하고자 하

작 방법은 SCM420 (합금강) 환봉 소재에 대해서 외경 절삭가공과

는 완제품에 절삭 여유를 부여하여 단조 제품 설계를 실시하고,

기어가공, 열처리 및 외경 연마 공정으로 부품을 완성하게 된다.

설계한 형상에 대해 총질량을 구한다. 이때 절삭이 이루어지는 직

그러나 이와 같은 절삭가공 방법은 특히 내구성을 요구하는 기어

경 치수를 기준으로 열간단조의 경우 10/100 ~ 15/100 mm, 냉간

부분 소재의 단류선(metal flow line) 끊김으로 인해 충격에 취약

단조의 경우 5/100 ~ 10/100 mm 정도의 여유를 두고 총질량에

하고, 내마모성 및 내구성이 떨어지게 도고, 많은 절삭으로 인한

맞춰 소재의 길이를 계산하여 정하게 된다.

소재 로스(loss)가 많게 된다[11].

Fig. 1-①′의 제품 가공에 있어서 기존 절삭가공 방식에 의한 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기계 트랜스미션용 부변속 구동축에 있

품 생산시의 절삭과 기어 가공전의 원소재의 규격(좌측)과 절삭부

어 기존의 절삭가공 제작시 고강도 농작업 하중에 따른 부하 및

분(우측)을 Fig. 2(a)에 나타냈고, 단조성형에 의한 원소재 규격과

충격에 약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소재의 부분가

절삭부분 (b)와 같다. (a)의 경우 큰 기어가공에 적합한 소재 직경

열에 의한 냉･열간 단조성형 공정 및 금형을 개발 적용하여 부변

이 필요하므로 많은 부분이 절삭되어 재료 손실이 심하게 발생하

속 구동축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해석적 연구이다. 단조성형 제조

게 되어 원가 상승과 단류선이 끊김 특히 충격하중에 영향을 많이

공법을 이용할 경우 기어부가 가공되는 부분의 단류선 끊김을 방

받는 기어 가공부에서 심하게 된다. 이에 비해 축의 평행부 보다

지하여 구동축 전체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절삭가공을 줄여 소

직경이 큰기어의 외경 가공 여유를 고려한 형태로 사전에 단조성

재의 소모를 줄일 수 있다. 기업에서 보유한 200 ton급 프레스를

형을 실시하여 기어 가공부분을 형성할 경우, 원소재의 체적을 줄

이용하여 기어가공이 될 부분의 열간 단조를 위한 성형해석을 실

일 수 있고 동시에 절삭가공 부분을 줄어 재료 손실 감소로 원가절

시하여, 최적의 부분가열 온도와 열간 및 냉간 단조 조건 등을 파

감이 가능하고 단류선 끊김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제품의 강도 향상

악하여 실제 성형 시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단조 공정 및 금형

이 가능하다. Fig. 3에 부변속 구동축 제품의 기어 가공전의 단류

개발과 소재 규격 등 단조성형 조건을 설정하는데 소요되는 많은

선 비교를 나타내었다. 기어가공부를 비교해 보면 (a)는 원소재에

시간과 개발비 등을 절감하고, 제품 성능향상과 개발기간을 단축

대서해서 기존 절삭가공에 의해 기어부 내부까지 전체적으로 단류

할 수 있다.

선이 끊어지게 되지만, 큰기어가 가공되는 부분을 단조 성형하여
제품 가공 용 소재를 형성할 경우인 (b)와 같이 기어가 가공되는

2. 부변속 구동축 가공

부분의 내부에도 단류선이 끊기지 않고 연결되어 제품의 내구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Fig. 1의 ①′과 같은 형상의 부변속 구동축의 내구성 향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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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ventional material

(b) Material after forging

(a) Material setting

Fig. 3 Comparison of metal flow lines of materials according
to Sub-shift drive shaft processing method

(b) Preform

(c) Forging completed

Fig. 5 Shape of analysis

(a) Material setting

(b) Preform

(c) Forging completed

Fig. 6 Mesh generation

가열하는 열간단조에 의해 ø45 (ø74) × 303 mm로 단조 성형한
후에 절삭 가공하여 부품을 생산하게 된다.
소형프레스를 이용한 합금강을 성형하기 위해서는 성형부를 가열
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적합한 가열온도와 성형 하중 및 성형조
Fig. 4 Sub-shift drive shaft forging process and modeling

건 등의 파악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형되는 소재의 규격을 고려하여 성형 금형 및 공정 설
계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성형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3. 축방향 열간 단조 성형해석

가열온도에 대해서 성형해석을 실시하였다. 가열 온도별 성형해석
결과를 토대로 200 ton 급 프레스로 단조 성형이 가능한 적절한
가열 온도를 설정과 단조하중 검토에 활용한다. 성형해석 S/W는

3.1 모델링 및 성형 해석 방법
농기계 변속기용 부변속 구동축의 완제품 생산을 위해서 기어가

MFRC AFDEX를 사용하였으며, 축대칭 성형으로 1/4 모델을 이

공 후 완제품 생산시의 소재 손실 절감과 내구성 향상을 위한 소재

용하여 3D 성형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재는 Fig. 1의

인 Fig. 3(b)를 축방향 열간 단조를 통해서 소재형상을 제작하기

기어 가공부를 중심으로 1/3정도를 부분 가열한 소재를 사용하여

위해서 200 ton 급 소형프레스에서 성형에 적합한 소재의 가열조

최소의 공정으로 공정 이동 및 원가 절감이 가능하도록 공정을 설

건과 하중분석을 실시하고, 응력 및 단류선 변화 등을 검토하였으

계하여 단조성형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단조 공정은

며, 이를 바탕으로 성형 금형 및 공정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소재가 장착된 후 예비성형과 완제품이 연속적으로 성형되는 1개

하게 된다.

의 공정으로 Fig. 4와 같이 설계되었다. 가열 온도 조건 및 하중을

부변속 구동축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ø75 × 303 mm,

분석하기 위해 소재 부분가열 온도는 250℃, 900℃, 1000℃로

10.5 kg의 환봉 소재를 이용하여 절삭가공 방식에 의해 중량 2.2

설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1100℃ 이상 가열하면 소재의

kg 완제품을 생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ø45 × 365 mm, 4.4 kg의

탈탄현상으로 인한 피막형성과 연성증가로 좌굴발생 등의 문제로

환봉에 대해 ø74의 기어 가공부가 형성되는 1/3정도의 일부분만을

단조공정이 불가능하므로 소성변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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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열을 온도대인 1000℃와 900℃를 설정하였고, 냉간 단조 시
소재의 소성변형에 의해 소재온도가 200-250℃로 상승함으로 가
열 온도를 250℃로 설정하여 필요 하중을 비교 검토하였다.
단조 대상 소재인 Fig. 4(a)를 상･하형 금형에 안착 후 금형에
접촉하는 조건(#0)으로 상부 금형을 50초간 수직 방향으로 1
mm/s로 서서히 하강시키면서 예비(#1)성형 및 완제품(#2) 성형
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해석하였으며, ø45 mm 소재
가 상형 및 하형 금형에 접촉하고, 소재의 대칭면에 symmetry
condition을 적용하였으며, 금형과 소재 사이의 마찰계수( friction
coefficient)는 0.1 kgf/mm이다. 성형 소재가 금형 사이에 놓여

Fig. 7 Changes in the number of elements and nodes according
to the molding process

접촉하는 3차원 모델링을 Fig. 5에 나타내었으며, 재료의 탄성계
수(elastic module)와 포아송 비(poissons’s ratio)에 대한 물성을
상수로 입력하고, 가열부분은 3가지 온도값으로 설정하였다. Fig.
6에 단조 성형해석에 사용된 원소재 및 공정별 요소 분할(mesh)
상태를 나타내었으며, 해석과정에서 요소(element)수는 최대
1,705개에서 최소 1256개의 사면체 요소(tetrahedral element)로,
질점(node)수는 최대 1,872개에서 최소 1133개로 Fig. 7과 같이
변하게 된다.

3.2 성형해석 결과 및 고찰
Fig. 8은 온도별 해석 결과에 따른 요구되는 최대하중을 보면
250℃에서 691 ton, 900℃에서 170 ton, 1000℃에서 141 ton
정도의 하중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성형해석 결과

(a) 250℃

200 ton급 소형 프레스를 이용한 단조공정을 진행할 경우 소재를
1000℃로 가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1000℃ 이상으로 가열한다면 단조가 보다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
할 수도 있겠지만 과도한 가열시 소재 내부에서 발생하는 탈탄 현
상으로 소재 외부에 피막이 형성되고, 소재 가열부의 연성이 증가
하여 금형 지지부의 좌굴로 인한 편심이 발생하게 되어 성형공정
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단조성형 해석 결과로 Fig. 9에는 단조성형 과정의 성형소재의
(b) 900℃

응력 분포로서 (a)는 예비성형이 완료된 시점 약 25초, (b)는 성형
이 완료된 시점으로 약 50초에서의 y축 방향의 주응력을 나타내었
다. 예비성형의 경우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부분의 소재 볼록한 부
분의 외측에서 최대 62.7 MPa을 나타내며, 성형이 완료된 경우
기어가 가공될 부분의 외측 하단모서리 부분에서 최대 114.4 MPa
의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성형 완료 후 가장
변형율이 큰 부분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며, 본 성형 소재에서는
기어 구성부분의 하형 금형 하단부 모서리에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변형율 속도와 유효 변형율 속도 분포를 Fig. 10과 Fig.

(c) 1,000℃

11에 나타내었다. 분포도에서 알 수 있듯이 예비성형 및 완제품성

Fig. 8 Forging load by material heat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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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form
(a) Preform

(b) Finished molding
Fig. 9 Distribution of principal stress for sub-shift drive shaft

(b) Finished molding
Fig. 11 Distribution of effective strain rate for sub-shift drive
shaft

(a) Preform

(a) Preform
(b) Finished molding
Fig. 10 Distribution of strain rate for sub-shift drive shaft

형 완료 후 소재의 기어가 가공될 부분으로 소성변형에 의해 직경
이 확장되는 부분의 중앙과 부분과 상･하형 금형이 접촉하는 모서
리 부분에서 유효 변형율 속도가 높게 나타나며, 예비성형을 지나
완제품성형이 진행되면서 변형율 속도가 커지는 영역이 확장됨을
알 수 있다. 변형율 속도가 높다는 것은 변형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상･하금형 내부에 접촉상태의 소재는 유효 변형율

(b) Finished molding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었고, Fig. 12(a)와 (b)의 우측

Fig. 12 Shape of metal flow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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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질점 속도(nodal velocity)가 일정하게 대칭적으로 유지

[4] Kim, H. Y., Kim, J. J., Kim, N. S., 1993, An Analysis of Hot
Closed-Die Forging to Reduce Forging Load, Journal of the

됨으로서 성형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KSME, 17:2 2970-2981, https://doi.org/10.22634/KSME.1993.

Fig. 11의 좌측 그림은 단조성형 중의 단류선의 변화 예측을 나

17.12.2970.

타내었다. 단조성형 완성품에서 알 수 있듯이 큰 기어가 가공될
부분의 형상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류선이 끊기지 않고

[5] Kang, B. K., Yon, J. H., Cheong, J. N., Jeong, H. H., Lee, W.

성형이 양호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절삭만으로 가공할

S., Han, S. H., Choi, W. M., 2018, Development of A

경우와 비교할 때 단류선의 연결이 유지되어 기어부의 내구성 및

Plate-type Cold Forging Manufacturing Process and Finite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Element Analysis for Producing Thrust Washer of Automotive
Engine, J. Korean Soc. Manuf. Technol. Eng., 27:1 46-56,
https:/doi.org/10.735/ksmte.2018.27.1.46.

4. 결 론

[6] Jung, C. H., Hong, M. S., Jeon, Y. H., 2018, Impact Force and
Surface Deformation Measurement of Micro-forging Process

농기계 트렌스미션 부변속 구동축 단조성형을 위한 SCM420 환

on AISI 4140 Specimen, J. Korean Soc. Manuf. Technol. Eng,

봉에 대해 가열 온도를 달리하는 조건으로 부분 가열하여 2D 단조

27:5 466-471, https:/doi.org/10.7735/ksmte.2018.27.5.466.

성형해석을 수행한 결과, 200 ton급 프레스를 이용한 단조 성형시

[7] Kim, D. C., Kang, Y. S., 2009, Case Study of Accelerated Life

소재의 부분 가열 적합 온도가 1,000℃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

Test Method for Agricultural Tractor Transmission, J. of

ø45 × 365 mm의 환봉을 ø45 (ø74) × 303 mm로 성형시 최대 축

Biosystems Eng., 34:5 325-330, https://doi.org/10.5307/JBE.

하중이 141 ton으로 예측되어 실제 단조에 사용될 프레스 용량에

2009.34.5.325.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8] Sa, J. S., Ahn, T. K., Kang, T. W., 2019, Characteristics of

성형시 소재의 변형율 속도가 일정하게 대칭적으로 분포함으로

Vibration due to Various Constant Velocity Joints of the Drive

서 성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축방향 단조 성형시 기어

Shaft, J. Korean Soc. Manuf. Technol. Eng., 28:1 23-30,

가공부의 성형 형상을 따라 단류선이 잘 형성되었으며, 이는 기어

https:/doi.org/10.735/ksmte.2019.28.1.23.

가공부에서 단류선이 끊기지 않고 연속됨으로서 기어 가공에 따른

[9] Kim, J. G., Park, K. J., Lee, D. K., Shin, M. S., Oh, J. Y., Nam,

기어의 내구성 및 내마모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J. S., 2020, Analysis of Agricultural Tractor Transmission using

또한, 환봉 소재를 절삭 및 기어 가공으로 생산하는 기존방법에

Actual Farm Workload, J. of the KSMPE, 19:11 42-48,
https://doi.org/10.14775/ksmpe.2020.19.11.042.

비해서, 축방향 단조 성형 후 절삭가공과 기어를 가공하는 방식으
로 완제품을 생산할 때 원소재의 중량 58%인 6.1 kg의 소재를

[10] Kim, T. J., 2018, Strength Analysis of Driving Gear of 50kW

절감할 수 있어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 동시에 원재료 생산과 절삭

Class Tractor Considering to Usage Ratio, Master Thesis,

가공 시간 단축 등으로 탄소 배출 저감효과도 기대된다.

Chungnam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11] Cho, Y. T., 2019, Improved Strength of Sub-shift Drive Shaft
Gear by Hot Axial Forging, KSMPE Autumn Conference,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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