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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공 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부품을 생산

할 수 있는 가공법 중의 하나로 단조(forging)를 들 수 있다. 단조

는 다양한 다이(die) 및 공구로 소재에 압축 하중을 가해서 소성변

형을 통해 부품을 생산하는 체적 소성가공법이다. 이는 일반적으

로 상온 상태에서 성형이 진행되는 냉간 단조, 고온 상태에서 진행

되는 온간 또는 열간 단조로 구분되며, 성형이 이루어진 후 추가적

으로 물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열처리, 치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작업 또는 표면 특성을 얻기 위한 기계 가공 등 마무리 작업을 거쳐 

부품을 완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단조 성형은 양질의 부품을 대량

으로 생산하기 용이며, 전형적인 단조부품으로는 자동차엔진부품, 

터빈 디스크, 기어, 볼트, 각종 기계와 철도 및 수송기계에 들어가

는 구조용 부품과 항공 산업에서 첨단 전자산업의 부품 생산에까

지 이용되고 있다. 이는 단조 시 다이 내부에서 금속의 흐름과 금속 

결정 구조의 조절이 가능하여 단조제품은 뛰어난 강도와 인성을 

가지며, 큰 하중이 작용하거나 극한 상황의 적용에서도 신뢰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제조 산업의 경쟁력향상에 중요한 기술로서 

자리메김하고 있다. 고정도 단조 성형 기술 개발 및 정립을 위해서 

성형해석을 이용한 단조 공정 및 금형 개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

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6].

최근 농기계 산업에서도 구조용 부품의 내구성 및 신뢰성 향상

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트렉터는 다양한 작업기를 

장착한 상태로 주행하면서 농작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농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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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최근 대형화 및 다양한 작업기의 장착으로 사용 빈도가 높고, 
작업 수행 특성상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실제로 농작업시의 작

업 종류, 상황 및 속도 등 작업 조건에 따라 부하 변동이 심하고, 
빈번한 충격 발생 등으로 가혹도가 수십배로 증가하게 된다[7-10]. 
이는 동력 전달 계통 부품의 변형 및 파손으로 농기계의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동력을 전달하는 변속기 구동축의 

내구성 및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미션부품인 부변속 구

동축(sbu-shift drive shaft)의 강한 내마모성 및 내구성 확보가 필

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농기계 변속기 구성부품으로 부변속 구동축

을 대상으로 하였고, 적용 개요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이는 국

내 대기업인 K사 트랙터에 사용되는 트랜스미션 부품으로 내구성 

향상을 위한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인 성형해석을 바탕으로 기어 

및 마무리 가공을 위해 Fig. 2(b)와 같은 예비 성형품(preform)을 

제작하는 것으로 큰 기어 성형부를 가열한 후 축방향 열간 단조에 

의한 부피 성형가공을 실시하게 된다[11,12]. 이는 성형품의 형상을 

따라서 소재의 단류선(metal flow line)이 연결되어 끊김을 최소화

함으로서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절삭가공에 따른 소재 손실(loss)
을 줄이고자 하였다. 

2. 부변속 구동축 성형조건
2.1 부변속 구동축 

트렉터의 변속기는 주변속부와  부변속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변속부와 연결된 동력 취출축(power take-off, PTO)을 통해 로

터리 및 수확 작업 등을 위한 다양한 작업기를 구동하게 된다. 작업 

조건에 따라 변속부의 기어비를 조합하여 적절한 동력을 전달하게 

된다. 변속부 축에는 기어가 가공되어 있으며 사용 빈도 및 수명과 

내구성이 요구됨으로서 SCM420, SCM822H 등의 소재가 사용

되고 있다.
기존에 부변속 구동축 제작은 SCM420(Cr-Mo합금강) 환봉 소

재를 원주 방향의 선삭 및 정밀 가공 후 기어를 가공하여 완제품이 

제작되던 방식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품의 기어부 내구성과 신

뢰성 향상을 위해서 기어가 가공되는 부분을 Fig. 2(b)와 같은 형

상으로 소재를 예비 성형하는 온간 및 열간 단조 공정을 개발하고

자 한다. 환봉 소재에 대해서 절삭가공에 의한 형상 및 기어부 가공

방식은 Fig. 3(a)와 같이 단류선 끊김으로 인해서 내구성 및 내마

모성이 떨어져 농작업 시 빈번히 발생하는 부하 변동에 따른 반복

적인 충격하중으로 기어부가 취약하게 된다. 또한 Fig. 2(a)처럼 

큰 기어 가공부 때문에 원소재의 직경이 큼으로서 절삭량이 많아 

소재 손실(loss)이 많다. 그러나 부피성형 가공(bulk forming)인 

축방향 열간 단조에 의해 기어 가공부가 성형된 예비성형품 소재

를 이용할 경우 Fig. 2(b)와 같이 소재의 직경이 작아 소재 중량을 

줄일 수가 있고, 기어 가공부에서도 연결된 단류선을 유지할 수 

있어 부변속 구동축 제품의 내구성 향상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즉 고강도 농작업에 따른 고하중, 빈번한 변속으로 인한 하중 

변화 및 충격에 따른 고부하 충격에 취약한 기어부를 기존 절삭가

공만으로 제작하던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Fig. 1 A sub-shift drive shaft with agricultural machinery 
transmission

(a) Conventional processing

(b) Machining process after forging preforming

(c) Material shape before gear machining
Fig. 2 Sub-shift drive shaft material specifications according to 

machining methods

     

 (a) Material machined  (b) Forged material
Fig. 3 Comparisons of metal flow lines according to processing 

methods in sub-shift drive shaf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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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의 부분가열에 의한 축방향 열간 단조성형 공정 및 금형 개발

을 위한 성형해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진행하였다[12]. 실제 단조 성

형 테스트를 위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150 ton급 프레스를 

활용하였다. 성형해석을 통해 최적의 부분 가열온도와 열간 및 온

간 단조 조건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단조 공정에 적용

함으로서 소재 규격, 단조 공정 및 금형 개발 등 성형조건 설정에 

필요한 많은 시간과 공정 및 금형 개발비의 절감과 개발기간을 단

축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기어가공 후 생산되는 완제품 제작을 

위한 예비 성형품의 내구성 향상과 재료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2.2 단조 성형해석 결과[12]

부변속 구동축용 소재 SCM420의 부피 성형에 필요한 단조 공

정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수행한 공정별 성형해석에 적용

한 소재의 형상을 Fig. 4에 나타내었다. (a)는 상·하형 금형에 소재

를 안착한 후 금형에 접촉하는 조건(#0)에서 상부 금형을 50초간 

수직 방향으로 1 mm/s로 서서히 하강시키면서 예비(#1) 성형 및 

완제품(#2) 성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해석하였다. 경계

조건으로 ø45 mm 소재가 상형 및 하형 금형에 접촉하고, 소재의 

대칭면에 symmetry condition을 적용하였다. 성형해석을 위한 

S/W는 MFRC AFDEX를 이용하였으며, 3D 열간 및 온간단조 

성형해석을 통해 성형에 따른 물성 변화 평가를 수행하였다. 
ø45×348 mm, 4.4 kg 환봉 소재의 기어 가공부가 성형되는 1/3부

분을 가열하여 온간 및 열간 축방향 단조를 실시할 때 소재의 비대

칭성으로 좌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열온도 및 금형, 단조 

조건 등을 제어함으로서 단조 성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소공정 이동에 대한 공정 설계, 단조 구간별 온도 탄성 변형량과 

금형 각도, 단조 변형 R값, 금형과 제품 간의 마찰에 의한 금형의 

손상 등을 고려하여 초경 Gread 1~Gread 9의 SKD-61 재질을 

설정하였다. 또한 소재의 부분 가열을 위한 가열 길이 및 깊이, 온
도와 가열시간 등의 최적 조건을 확인하였다. 또한 직경이 큰 소재 

전체를 가열하여 수평 방향으로 실시하는 열간 단조 해석 결과 

1,000 ton 이상의 대용량 장비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플

래시 발생으로 트리밍 등의 추가 공정이 필요하게 된다.
선행연구 결과[12]와 Fig. 5의 축방향 단조를 위한 소재의 가열온

도 및 상형 금형 하강 속도별 요구되는 하중을 검토한 결과 

1,000oC에서 최대 141 ton의 하중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어 기

업에서 보유한 150 ton급 소형 프레스로도 충분하게 성형이 가능

할 것이다. 1,100oC 이상으로 가열하면 보다 더 용이하게 성형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1,100oC 이상 가열시 소재의 탈탄 현

상으로 인한 피막형성과 연성 증가로 좌굴 현상 발생에 따른 단조 

공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예비성형품 소재의 단조 공정

에 있어서 소성변형의 최적 가열온도를 900~1,000oC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1,000oC가열, 상
형금형의 하강 속도 및 다양한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성형해석을 

실시한 결과, 유효 변형율 분포와 성형하중 변화에 있어서 예비성

형 1단계 공정은 Fig. 6에 성형완료 2단계 공정을 Fig. 7에 각각 

 

(a) Material setting        (b) Preforming        (c) Forged completion
Fig. 4 Shapes of forging analysis

Fig. 5 Load by heating temperature of material for a forging

Fig. 6 Effective strain distribution and load of preform

Fig. 7 Effective strain distribution and load of complicated 
p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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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2.3 단조 성형조건
부변속 구동축의 기어 가공전 소재를 축방향 단조성형을 위한 

단조 공정 및 금형 개발에 필요한 선행연구인 성형해석 결과로부

터 환봉 소재의 규격, 부분 가열온도, 상형 금형의 하강 속도, 윤활 

조건 및 성형부의 금형 모서리 R값 등 최적의 성형조건을 Table 
1과 같이 확인하였고, 이를 실제 단조 성형 테스트에 적용하였다. 
또한 예비 성형품 단조를 위한 소재는 Cr-Mo 합금강인 SCM420
으로 규격은 ø45.3×348 mm, 4.4 kg의 환봉이다. Fig. 8(c)의 청

색 점선 부분이 ø75×28 mm로 큰 기어 가공에 필요한 규격이다. 
열간 단조를 위하여 소재의 1/3정도 만을 가열하는데 가열온도는 

1,000oC로 설정하였으며, 소재 가열을 위한 가스(LPG) 머플로

(muffle furnace)는 Fig. 9(a)와 같다. 로내부는 27리터로 크기는 

300×300×300 mm, 최대 1,100oC까지 가열이 가능하다.

3. 축방향 온간 및 열간 단조 성형 테스트
Fig. 8은 K사 농기계용 밋션의 부변속 구동축의 내구성 및 신

뢰성 향상을 위해서 2단계의 축방향 온간 및 열간 단조 공정과 

부피성형 및 소재 치수 변화 과정을 나타내었다. 기업이 보유한 

150 ton급 소형 프레스를 사용하여 Fig. 8(a)의 ø45.3×348의 

SCM420 환봉 소재로 기어를 가공하기 전의 예비성형품인 Fig. 
8(c)와 같은 최종형상을 성형한다. 성형해석을 통해 소재의 가열 

조건과 하중 분석을 실시하였고, 응력 및 변형율의 분포 및 집중

과 속도, 단류선 변화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단조 금형 

제작 및 공정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변속 구동축의 온간 및 열간 단조 성형공정에 Table 
1 조건을 적용하였다.

성형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성형품의 단조 테스트를 수행하

기 위해서 SCM420 환봉 소재를 Fig. 10과 같이 준비하였다. 이는 

기어가공 전 단계인 정밀가공으로 Fig. 2(c)의 형상을 가공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단조 성형공정에 의해서 Fig. 8(c)와 같은 규격

의 부변속 구동축 가공용 예비성형품 성형이 가능한 소재 직경 및 

길이 치수는 유한요소 성형해석 결과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Fig. 
9(b)는 본 단조공정 테스트에 사용한 협력기업 보유 150 ton 프레

스이다.
단조성형을 위해 먼저 원소재의 좌우 1/3정도를 세라믹 지그 사

이에 끼워 단열하고, LPG 토치로 소재 중앙부분을 30초 정도 

1,000oC까지 가열하였다. 성형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금형

을 Fig. 11과 같이 프레스에 금형을 장착하였다. 머플로에서 가열

된 소재를 장착된 하형 금형에 안착시킨 후 상형 금형을 하강시켜 

소재에 접촉시킨다. Fig. 4(a)와 같이 소재가 안착된 상태에서 상

부 금형을 50초간 수직 방향으로 1 mm/s로 서서히 하강시키면서 

(b)와 같이 1단계 예비 성형과정을 28초 정도 진행한 후, 몇 초간 

하중이 제거되었다가 18초 정도 추가적으로 하중을 가하여 (c)와 

같은 최종 완제품을 성형하는 연속 공정으로 진행하여 예비성형품

을 성형하였다.

     

(a) LPG muffle furnace   (b) 150 ton press

Fig. 9 Device for worm and hot forging of the sub-shift drive 
shaft

Fig. 10 SCM 420 solid bar material before forging

     

   (a) #0 material       (b) #1 preform        (c) #2 finished forming
Fig. 8 Changes in material size for forging process of the sub- 

shift drive shafts

Table 1 Process conditions and material properties in forging 
Analysis

Material SCM420
Material temperature 1,000oC

Monotonic strain R value 0.5~20 [mm]
Mold material SKD-61
Descent speed 1 [mm/s]

Friction coefficient 0.1
Press 150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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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성형이 완료된 예비성형품과 기어가공 전 단계의 정밀 가공 

제품을 Fig. 12에 나타내었고, Fig. 2(a)처럼 절삭가공에 사용되는 

10.5 kg, ø75×303 mm 규격의 환봉소재와 절삭가공 후의 제품은 

Fig. 13과 같다. 이런 환봉 소재를 선삭 및 정밀가공한 우측의 제품

에 기어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처럼 Fig. 10의 ø45×348 mm, 4.4 kg의

SCM420 환봉을 축방향 단조성형으로 Fig. 12(a)와 같은 ø45 
(ø74)×303 mm 규격으로 예비성형품을 성형한 후 Fig. 12(b)와 

같이 정밀가공한 후 2.2 kg의 기어가공 전단계 형상의 제품을 생산

함으로서 약 58%의 소재 절감이 가능하였다. 또한 단조 성형을 

위해 1,000oC의 부분가열 후 단조 성형을 실시함으로서 열처리 

효과 및 조직이 치밀해지고, 단류선이 연결되어 절삭가공으로 인

한 끊김이 최소화됨으로서 제품의 강도가 증가하여 내구성이 향상

될 것이다. Fig. 14는 원소재의 가공품과 단조 성형한 예비성형품

의 기어 가공부를 중심으로 단류선을 확인한 사진이다. (a)처럼 가

공한 경우는 기어가공 예정부분에서 단류선이 끊어졌지만, 단조성

형시 (b)처럼 단류선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개발된 단조 금형 및 공정에서 단조 성형이 양호하게 잘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농기계 부변속 구동축의 내구성 및 내마모성 향상을 위해서 성

형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축방향 온간 및 열간 단조 공정과 금형을 

개발하여 단조성형에 의한 기어가공 전 단계의 예비성형품을 성형

하였다. 이는 기어부의 내구성과 내마모성 향상을 통한 완제품의 

신뢰성을 향상과 소재의 손실을 줄이는 새로운 공법을 제안할 수 

있었다. 개발된 단조공정은 기업에서 보유한 150 ton 급 유압프레

스로 무난하게 성형이 가능하였으며, 성형 해석와 거의 동일한 공

정으로 성형이 가능하였다.
Table 2에 기존 절삭 가공법과 열간 단조 후 기어 가공전 형상으

로 정밀 가공 후 완성된 제품인 Fig. 12(b)와 Fig. 13(b) 의 경도를 

비교한 결과로 원소재의 경도가 165.0 Hv이고, 1,000oC 가열 후 

단조 성형된 소재는 173.4 Hv로 5% 정도 상승하였으나 거의 유사

(a) Raw material

(b) After forged preforms
Fig. 14 Metal flow lines for specimen

Fig. 15 Specimens from heated parts for forged preforms

Table 2 Comparison of hardness between general materials and 
warm and hot forging materials

Specimen
(SCM 420)

Vickers hardness (Hv10)
1st 2nd 3rd Avg.

General 165.1 164.8 165.2 165.0

Forging
material

#1 172.0 177.2 172.3 173.5
#2 171.6 175.6 176.4 174.5
#3 177.3 172.7 172.8 174.3
#4 174.8 173.2 172.0 173.3
#5 172.8 171.6 170.4 171.5

Total avg. 173.4

 

Fig. 11 Compress forming mold of lateral forging

▶
    (a) After forging          (b) Precision machining

Fig. 12 Preform for machining of sub-shift drive shaft after 
forging

▶
    (a) Raw material          (b) Precision machining

Fig. 13 General products by turning and precision mach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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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준으로 원소재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Fig. 15
는 Table 2의 단조 성형제품의 가열부분의 경도시험용 시험편을 

나타내었다. 단조성형 테스트 결과, 개발된 온간 및 열간 단조 공법

은 제품 양산 적용이 가능하고, 단류선이 끊기지 않아 기어가공 

후 열처리하는 최종 부변속 구동축 완제품의 내구성 및 내마모성 

향상이 가능하고, 양산시 제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재 손실을 58% 정도 줄일 수 있어 원가 절감이 가능한 

공법으로서 완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SCM420 Cr-Mo 합금강을 이용한 농기계 부변속구

동축 생산에 있어서, 기존 절삭가공에 의한 생산을 축방향 온간 

및 열간 단조성형 방식으로 개선하여 제품 성능을 향상하고자 하

였다.
선행연구의 단조 공정설계 및 금형 개발을 위한 성형해석 결과를 

토대로 성형 단조 금형 제작과 공정 조건을 적용한 온간 및 열간 

단조 성형 테스트를 통해 제안한 단조 공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ø45×348 mm, SCM420 환봉을 개스 머플로에서 소재 중앙부 일

부를 1,000oC로 가열한 후 기업보유 150 ton 프레스를 이용하여 

ø45(ø74) ×303 mm로 단조 성형이 가능하였다. 성형해석 결과에

서는 141 ton의 하중 요구가 예측되었지만, 실제 성형 테스트에서 

78 ton 정도가 소요되어 보유한 프레스로 용이하게 작업이 가능하

였다.
제안한 공법은 소재의 부분가열과 1단계 예비성형 후 하중을 제

거한 다음 다시 하중을 가하는 2단계 공정으로 진행함으로서 소재

의 좌굴 가능성을 제거하였고, 기어가공부를 따라 단류선이 연결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축방향 온간 및 열간 단조 공정 설계 

및 금형 개발이 적절하게 잘 수행되었으며, 설계 치수의 단조품의 

생산이 가능한 공정임이 검증되었고, 기어부의 강도 향상에 따른 

내충격 및 내마모성 향상으로 제품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개발된 단조 공정을 이용한 예비성형품 제작 후 

완제품 생산시 원소재 중량 58% 절감으로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 
동시에 원재료 생산과 절삭가공 시간 단축 등으로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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