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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AA1100의 다축 단조와 다축대각 단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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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that forging routes (3 routes, A-C) exert on the development of deformation heterogeneity

in AA1100 was theoretically performed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Route A corresponded to a forging

process that involved from 1 to 6 passes through multi-axial diagonal forging (MADF); Route B corresponded

to a forging process that involved from 1 to 12 passes through the MADF; and, Route C corresponded to a

conventional multi-axial forging process in which the operations from 1 to 6 passes of the MADF were simply

repeated twice. From the aspect of strain uniformity developed on AA1100, Route B, which combined forging

operations to the direction perpendicular to the face of the workpiece and forging operations to the diagonal

direction of the face of the workpiece, was relatively advantageous compared with Routes A and C that only

involved forging operations to the direction perpendicular to the face of the workpiece. Routes A and C showed

a tendency toward regions where both the low and the high effective strains were restricted to specific regions

of the workpiece. The low and high effective strains created by Route B, on the other hand, tended to be

distributed over various regions of the work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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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후판, 로드 및 판재 형태의 재료를 대량생산하기 위한

가공법은 대부분 대칭-변형 공정에 기초하여 발전해 왔다

[1-3]. 여기서 대칭-변형 공정이란 금속 유동(metal flow)이

가공품(workpiece)의 중심 축 또는 중심 면을 기준으로 대

칭적으로 발생하는 공정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상용화된 대

표적인 대칭-변형 공정으로는 압연, 압출, 와이어 드로잉

등이 있다. 이러한 대칭-변형 공정을 사용하여 제조된 재

료의 기계적 성질은 동일한 합금계에서는 현격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공정 조건의 변화 만으로

혁신적인 기계적 성질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비대칭-변형 공정을

기본적인 특성으로 하는 강소성변형(severe plastic

deformation, SPD)의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SPD 기술을

이용하여 재료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최근 많

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4-14]. 비대칭-변형 공

정은 대칭-변형 공정과는 달리 가공품의 중심 축 또는 중

심 면을 기준으로 비대칭적인 금속 유동이 발생하면서 전

단 변형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이

런 특성 때문에 상당한 정수압(hydrostatic pressure) 하에

서 벌크 시편의 형상의 변화 없이 여러 사이클에 걸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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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적인 가공이 가능하여 대부분의 SPD 기술은 비대칭-변

형 공정에 근간을 두고 있다.

횡단면의 치수를 변경하지 않고 특정 각도에서 봉재 또

는 각재를 반복적으로 구부리거나 밀어내는 등통로각압축

(equal channel angular pressing, ECAP) [13,15]/등통로

각압출 (equal channel angular extrusion, ECAE) 가공법

[14,16-19], 수직으로 가압하면서 비틀림 회전을 가하는 고

압비틀림(high pressure torsion, HPT) 가공법 [20], 압연

후 판재를 절단하고 중첩하여 반복적으로 압연을 수행하는

누적압연접합(accumulative roll bonding, ARB)가공법

[21], 압연 롤을 지그재그로 소정의 각도로 배치하여 폭 방

향으로 전단 변형시키는 교차압연(cross rolling) 가공법

[22-24], 상/하부 롤의 크기 또는 원주 속도를 상이하게 하

여 전단변형을 유도하는 이속압연(differential speed

rolling, DSR) 가공법 [12,25-29]과 ECAP와 압연기술을

접목한 등통로각압연(equal channel angular rolling,

ECAR) 가공법이 개발되어 최근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변형 공정을 통해 기존의 대칭-

변형 공정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미세조직과 물성

이 보고되고 있으나, 가공 장치 복잡성과 가공 중 발생하

는 재료의 손실 때문에 대부분의 공정이 양산 기술로 발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비대칭-변형 공

정과는 달리 재료 손실이 없는 대칭-변형 공정에 기초한

가공 기술이 최근에 많이 소개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

적인 예가 다축단조(multi-axial forging, MAF) 가공법이다

[30-38]. 초기 MAF 가공법은 가공품을 회전시켜 가면서

다축으로 자유단조를 수행하거나 채널다이(channel die)속

에서 압축을 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MAF 가공

법은 기존 SPD 기술인 ECAP나 HPT 가공법에 비해 상

대적으로 시편 내부에 발생하는 변형의 균일성이 낮다는

단점이 보고되어 왔다. 최근에 대칭-변형 공정을 통해 각

공정 단계에서 재료의 손실이 거의 없고 공정이 무한히 반

복 가능하여 SPD를 비교적 쉽게 달성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가공법인 다축대각단조 (multi-axial diagonal

forging, MADF) 가공법이 본 논문의 저자들에 의해 개발

되었다 [39,40]. 

그림 1은 MADF 가공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

해 작성한 개략도이다. MADF 가공법은 한 사이클이 총

12 패스(pass)의 단조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MADF 가

공법의 1 패스부터 6 패스까지는 그림 1(a)에서 보여주듯

이 기존 MAF 가공법과 유사하게 단조 방향을 회전시키면

서 정육면체의 면에 수직하게 X, Y 및 Z 방향으로 면단

조(plane forging, PF)와 이후 원래 모양인 정육면체의 형

상으로 되돌리는 복귀-면단조(return-plane forging, R-PF)

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PF와 R-PF는 단조 방향에 수직인

한쪽 면의 변형을 구속시킨 채널-다이 압축(channel-die

compression, CDC)변형으로서, 단조 면에 따라 구속 면도

차례로 변경된다. 상, 하부 펀치, 다이 및 가공품과 함께

PF 및 R-PF에 대한 좀더 상세한 개략도를 그림 2(a)에

나타내었다. 그림 1(b)에 7 패스부터 12 패스까지 진행하

는데 펀치가 시편을 기준으로 어떻게 압축을 가하는지를

각각의 패스에서 새로운 시편 좌표계를 정의하여 나타내었

다. DF 7 패스부터 12 패스까지는 만곡다이(curved die)

를 사용하는데 가공품의 모서리를 위, 아래로 놓이게 한

후 면의 대각선 방향으로 압축을 가하여 육각기둥 형상의

가공품을 만드는 대각단조(diagonal forging, DF)와 그 후

원래 모양인 정육면체의 형상으로 되돌리는 복귀-대각단조

(return-diagonal forging, R-DF)로 구성된다. DF의 단조

방향도 PF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공품을 회전시켜 3개의 대

각선 방향으로 변경하면서 가공이 진행되며, PF와 마찬가

지로 단조 방향에 수직인 면의 변형을 구속시키는 CDC에

Fig. 1. Schematic diagrams of the MADF processing method for
easy understanding: (a) 1 pass ~ 6 pass and (b) 7 pass ~ 12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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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 이때 3개의 대각선 방향, 변형이 구속되는 방향

및 시편이 늘어나는 방향을 기준으로 새로운 좌표계(X´-

Y´-Z´, X´´-Y´´-Z´´, X´´´-Y´´´-Z´´´)를 추가로 설정하는 것

이 가능하다. 상, 하부 펀치, 다이 및 가공품과 함께 DF

및 R-DF에 대한 좀더 상세한 개략도는 그림 2(b)에서 확

인할 수 있다. 그러나 MADF 가공법을 이용하여 단조 공

정을 수행하는 경우 재료에 발달하는 변형의 불균일 거동

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이 연구에서는 단조 가공품의 변형 불균일성에 미치는

MAF와 MADF 가공법의 각각의 영향을 이론적으로 비교

하고자 다음의 3가지 단조 Route를 고려하였다. Route A

는 MADF 가공법의 1 패스에서 6 패스까지의 단조 공정

을 포함한 과정에 해당하며, Route B는 MADF 가공법의

1 패스부터 12 패스까지 모든 패스의 단조 공정을 포함한

과정에 해당하며, 마지막으로 Route C는 MADF 가공법의

1 패스부터 6 패스까지의 단조 공정을 단순히 2회 반복하

여 수행한 과정에 해당한다.

2. 유한요소해석

그림 3은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FEA)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초기 메쉬(mesh)의 모양을 보여준다.

초기 가공품의 크기는 한 변의 길이가 25 mm인 정육면체

로 설정하였다. 그림 4는 MADF 가공법에 해당하는

Route B의 FEA에 사용한 각 패스별 가공품, 펀치 및 다

이의 형상을 함께 보여준다. Route B에는 PF, R-PF, DF

및 R-DF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Route A

와 Route B에 대한 FEA를 위한 초기 형상에 대해서는

생략하였다. 93,924개의 tetrahedral 요소를 이용하여 초기

메쉬를 작성하였다. 비균일 메쉬(non-uniform mesh)를 가

진 자동 리메슁법(automatic remeshing scheme)을 FEA에

적용하였다. FEA에 필요한 AA1100의 유효응력-유효변형

률 곡선과 마찰계수를 결정하기 위해 높이 15 mm 직경

10 mm의 표준시편과 MTS Exceed Series 40의 만능기계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일축 압축 실험을 수행하였

다. 그림 5(a)은 압축실험으로부터 얻어진 AA1100의 유효

응력-유효변형률 곡선을 보여준다. 마찰계수는 무윤활 상

태에서 압축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압축 시편의 형상과 일

축 압축 실험에 대한 FEA 결과로부터 얻어진 압축 시편

의 형상을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그림 5(b)에서 보여주듯

이 쿨롱마찰계수(Coulomb friction coefficient)가 0.3인 경

우가 실험과 FEA결과가 가장 잘 일치하여 이 값을 단조

해석에 사용하였다.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DEFORM-3DTM을 이용

하여 단조 공정 시 AA1100에 발생하는 변형 거동을 이론

적으로 모사하였다. 본 해석에는 아래와 같은 강-점소성

(rigid-visco-plastic) 재료의 기본 지배 방정식 및 경계조건

을 사용하였다. 

 (1)

여기서 , , 와 는 각각 응력성분, 유효변형률

속도, 편차응력성분 및 변형률속도성분을 나타낸다. SF 는

힘이 작용하는 면, Fi 는 traction 응력 및 tj 는 경계면에

수직한 단위벡터를 의미한다.  변분원리(variational

principal)에 기초한 유한요소해석은 아래의 식을 기초로 하

여 수행되어 진다. 

(2)

여기서 V 는 가공품의 체적이고 K는 penalty 상수이며

매우 큰 양수의 상수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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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s of typical forging operations with top
and bottom punches, a die and a workpiece: (a) PF, R-PF and (b)
DF, R-DF.

Fig. 3. The initial mesh used to perform finite element analysis
(F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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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Von Mises 항복기준과

associated flow rule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and (3)

모든 단조공정이 채널다이압축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MADF 공정의 유한요소해석에서, 면단조는 7.5 mm 압축

단조를, 복귀-면단조는 원래의 정육면체가 되도록 수행하

였으며, 대각단조는 대각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11.06 mm

압축 단조를 수행 후, 정육면체가 되도록 복귀-대각단조를

수행하였다. 여기서 면단조 공정의 압하율은 면단조 평균

유효변형률이 대각단조각(diagonal forging angle)이 135o인

만곡다이(curved die)를 이용하여 대각선 길이방향으로 압

축하는 대각단조의 평균 유효변형률과 동일하도록 결정하

였다.

또한, MADF 공정을 해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단순화

하여 수행하였다: (1) 가공품의 재료모델은 강-점소성; (2)

펀치와 다이의 물성은 rigid; (3) 쿨롱마찰계수는 상수

(=0.3); (4) 가공품, 펀치 및 다이에서 발생하는 열은 무시

; (5) 가공품, 펀치 및 다이의 표면은 20 oC의 대기조건.

본 연구에서는 단조 공정에 대한 FEA 시 온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온도의 변화를 고려한 일축

압축에 대한 FEA 결과 최고 온도가 22.8 oC로 매우 낮은

정도의 온도 상승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6은 Route A, B, C에 포함되어 있는 각 패스 별

3차원 메쉬의 변화를 보여준다. 각 패스 별로 리메슁에 의

한 요소 크기의 변화가 심하게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R-PF와 R-DF 공정 이후 정육면체의 형상으로 복귀

되어 변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단조

σ 3

2
--- σ′ijσ′ij( )1 2⁄

= ε

·
2

3
--- ε

·
ijε
·

ij( )
1 2⁄

=

Fig. 4. Shape of a workpiece, punches and a die for each pass used in the FEA of Route B.

Fig. 5. (a) Effective stress-strain curve measured from uniaxial
compression test and (b) comparison of specimen shapes obtained
from uniaxial compression test and F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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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들은 자유단조가 아닌 구속단조이므로 각 패스 이후

가공품의 모든 면에 배부름 (barreling)현상은 발생하지 않

고 평평한 면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Route A에서 1 패스부터 6 패스 동안 가공품의 표면에

발달하는 유효변형률의 분포에 대한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가공 패스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공품의 모서리(edge)와 꼭

지점(vertex)에 유효변형률이 집중되는 거동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꼭지점 영역이 모서리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유효변형률의 분포를 보인다. 꼭지점 부근에서 최대

유효변형률의 값은 8.33 이었다. 그림 8은 Route B에서 7

패스부터 12 패스 동안 가공품의 표면에 발달하는 유효변

형률의 분포의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Route B에서 1 패

스부터 6 패스는 Route A와 정확히 동일하기 때문에 생

략하였다. 유효변형률이 높은 영역은 Route A와 달리 가

공품의 모든 모서리와 꼭지점에 집중되기 보다는 가공 패

스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모서리와 꼭지점 그리고 가공

품의 모든 면에 분산되어 발달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때

최대 유효변형률의 값은 12.4 이었다. 그림 9은 Route C

에서 7 패스부터 12 패스 동안 가공품의 표면에 발달하는

유효변형률의 분포에 대한 해석 결과이다. Route C는 가

공품의 모서리와 꼭지점에 유효변형률이 집중되는 Route

A를 그대로 2번 반복하여 가공한 것이므로, 가공품의 표면

에 높은 값의 유효변형률이 가공품의 모든 모서리와 꼭지

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꼭지

Fig. 6. Changes in 3D meshes for each pass included in Routes A, B, and C: (a) Route A, (b) Route B, and (c) Route C.

Fig. 7. Distribution of the effective strain developed on the surface of the workpiece during one to 6 passes in Rout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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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부근에서 최대 유효변형률의 값은 15.1 이었다. 그림 7

에 나타낸 Route B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Route C에서

발생한 최대 유효변형률의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각 Route에서 가공 패스가 진행됨에 따라

가공품 전체에 걸쳐 발달하는 유효변형률 평균값의 변화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Route A, B, C에 공통으로 포함

되어 있는 1 패스에서 6 패스까지의 평균 유효변형률은

동일한 값으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7 패

스부터 12 패스로 진행하면서 Route B를 겪은 가공품의

평균 유효변형률이 Route C를 겪은 가공품에 비해 상대적

으로 약간 크지만, 평균 유효변형률의 편차는 훨씬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공품 전체에 걸쳐 발달하는 유효변형

률의 평균 값은 대각단조와 면단조에서 차이가 미미했는데

이 결과는 단조시의 압하율을 설계할 때 이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보다 정확한 변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균 유효

변형률 값과 함께 가공품에 발달하는 변형률텐서 성분들의

분포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림 10에서 알 수 있듯이

유효변형률의 편차값이 크게 다르므로 , 유효변형률의 공

간 분포는 Route 별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Route 별로 가공품에 발달하는 유효변형률의 공간적

분포를 좀더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가공품 단면(section)

에 대한 유효변형률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3

Fig. 8. Distribution of the effective strain developed on the surface of the workpiece during 7 to 12 passes in Route B.

Fig. 9. Distribution of the effective strain developed on the surface of the workpiece during 7 to 12 passes in Route C.

Fig. 10. The average value of the effective strains developed
throughout the workpieces as the path progresses in each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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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으로 변형된 FEA 메쉬를 그림 11의 우측 상단에 도

식적으로 나타낸 방법으로 3개의 2차원 단면을 가공품의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수직하게 절단한 후 그 절단 면에

발달하는 유효변형률의 분포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11(a)은 Route A를 겪은 가공품의 X, Y, Z 단면에 발달

하는 유효변형률의 분포 결과를 보여준다. X 단면의 결과

를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유효변형률은 모든 가장자리의

중심에서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유효변형률은 단면의

중심과 귀퉁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Y 및 Z

단면의 결과를 보면 X 단면의 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단면 귀퉁이 좁은 영역에 유효변형률이 높은 영

역이 집중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림 11(b)에

Route B를 겪은 시편의 X´´´, Y´´´, Z´´´ 단면에 발달하는

유효변형률의 분포 결과를 나타내었다. X 단면의 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유효변형률이 발달하는 영역은 매우

좁은 영역으로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높은 유효변형률이

발생하는 영역도 가장자리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Y 단면의 결과를 보면 낮은 유효변형률이 발달하

는 영역은 매우 좁은 영역에 제한되어 있고 높은 유효변형

률을 갖는 영역이 두개의 귀퉁이를 중심으로 가장자리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Z 단면의 결과를 보면

낮은 유효변형률이 발달하는 영역이 다른 단면에 비해 약

간 넓어졌으나 높은 유효변형률 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아진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림 11(c)에 Route C를 겪은 가공의

X, Y, Z 단면에 발달하는 유효변형률의 분포 결과를 나타

내었다. X 단면의 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유효변형

률은 모든 가장자리의 중심에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유효변형률은 단면의 중심과 귀퉁이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결과는 그림11(a)에 나타낸 Route A의 결과와 매우 유사

함을 확인할 수 있다. Y 및 Z 단면의 결과를 보면 유효

변형률의 분포가 X 단면의 결과와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1(b)와 (c)를 비교해보면 Route B가 Route C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일한 유효변형률을 발달하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변형 거동의 차이는 Route C는 단

순히 PF와 R-PF공정만이 가공품을 변형하는데 적용되는

반면 Route B는 DF과 R-DF공정이 PF와 R-PF공정과 함

께 적용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Route C에서는 PF

과 R-PF공정에 의해 주변형률 방향이 서로 수직으로만 작

용되지만 Route B에서는 DF와 R-DF공정이 추가되어 주

변형률이 좀더 다양한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공품에 보다 효과적으로 균일한 유효변형률이 발달하는

Fig. 11. Distribution of the effective strain developed in the two-dimensional section of the workpiece: (a) Route A, (b) Route B, and (c)
Rout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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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2은 Route 별로 가공품에 발달하는 유효변형률과

각 변형률텐서 성분들에 대한 해석 결과를 분율로 정리하

여 나타낸 것이다. Route A와 Route C를 겪은 가공품의

유효변형률의 분포는 비정규분포로 일부 영역에서 매우 큰

유효변형률이 작용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Route C의

경우는 Route A를 겪은 가공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게

퍼지면서 큰 값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Route

B를 겪은 가공품의 유효변형률의 분포는 Route C를 겪은

가공품의 비해 상대적으로 분포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Route B가 Route C보다 가공품을

균일하게 변형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Route B를 겪은

가공품이 Route C를 겪은 가공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일

한 변형분포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Route A를

겪은 가공품 내부에 발달하는 변형률텐서 성분 크기의 분

율 분포는 0의 값을 중심으로 상이한 폭의 크기를 가지면

서 모두 대칭의 분포를 보인다. Route B를 겪은 가공품에

발달하는 변형률텐서 성분들의 분포는 Route A를 겪은 가

공품과는 달리 0의 값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발달하지 않

고 양 또는 음으로 약간 치우친 비대칭적인 분포를 보인다

. Route C를 겪은 가공품에 발달하는 변형율텐서 성분들의

분포는 Route A를 겪은 가공품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폭의

크기만 증가하고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PF과 R-PF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Route A를 단지

2회 반복해서 수행한 Route C의 경우에는 변형률텐서 성

분의 양과 음의 값이 유사하게 발생하며, 수직 변형률성분

뿐만 아니라 전단 변형률성분도 함께 비교적 큰 값이 발생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Route B의 경우에는 변형

률텐서 성분들 모두 양과 음의 값이 균등하게 발생하지 않

았으며 전단 변형률성분들이 Route A와 Route B에 비해

폭이 넓게 분포하므로 상대적으로 전단변형성분들이 강하

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Route B에서 관찰되는

상대적으로 강한 전단 변형률성분의 발달은 그림 10에서

보여준 약간 높은 평균 유효변형률의 영향을 준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가공품에 발달하는 변형 집합조직에도 큰 영

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공품의 변형 불균일성

에 미치는 단조 Route의 영향에 관한 FEA 결과의 정확성

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적인 연구와 변형집합조직

(deformation texture) 발달에 관한 연구는 추후에 별개의

논문들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4. 결 론

AA1100 가공품에 발달하는 변형 불균성에 미치는 단조

Fig. 12. Distribution of effective strain and strain tensor components developed in each workpiece by each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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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의 영향을 이론적을 고찰하고자 FEA를 사용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공품의 표면에 발달하는 유효변형률의 분포에 대한 해

석 결과에 의하면 PF와 R-PF공정만이 수행되는 MAF공정

의 Route A와 Route C의 경우에는 가공품의 모서리와

꼭지점에 유효변형률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PF와 R-PF공

정과 DF와 R-DF공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MADF공정

인 Route B의 경우에는 유효변형률이 높은 영역이 가공품

의 모서리와 꼭지점에 집중되지 않고 가공품의 면에 분산

되어 발달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공품의 중심을 기준으로 절단한 3개의 수직 단면에 발

달하는 유효변형률의 분포에 대한 해석 결과에 의하면

MAF공정인 Route A와 Route C를 겪은 가공품의 경우

3개의 수직 단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유효변형률은 모든

가장자리의 중심에서 집중되었고, 상대적으로 높은 유효변

형률은 단면의 중심과 귀퉁이에서 집중되어 발생하였다. 반

면, MADF공정인 Route B를 겪은 가공품의 경우 3개의

수직 단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유효변형률이 발생하는 영

역은 매우 좁은 영역으로 제한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유효변형률이 발생하는 영역도 가장자리 전체에 걸쳐 발생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유효변형률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이도 Route C 에 비해 작으므로 균일한 변형이 이루어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AF공정인 Route A와 Route C에서는 변형률텐서 성

분 크기의 분율 분포는 0의 값을 중심으로 상이한 폭의

크기를 가지면서 모두 대칭의 분포를 보였다. MADF공정

인 Route B의 경우에는 변형률텐서 성분들 모두 양과 음

의 값이 균등하게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단 변형률성분들이

Route A와 Route B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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