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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numerically and experimentally investigated on thermal strain analysis of aluminum alloy 
casting mold using metal foundry. To predict the numerical result of thermal strain in Al alloy casting 
mold during the cooling process, it is performed the investigati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stress 
and displacement based 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Al alloy. In results of this study, Al alloy 
casting mold represented rapidly cooling graph during initial 20minutes after beginning cooling process, 
therefore value of stress and displacement is rapidly changed during initial 20minutes after beginning 
cooling process. In addition to, temperature distribution obtained by experiment confirmed 
corresponding pattern then compared numerical analysis with experiment. These results are distribute to 
make the effective and the high precision casting m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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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열전도도(W/m․℃)
 : 열전달률(W/㎡․℃)
A : 단면적(㎡)
∞ : 외기온도(℃)

1. 서 론

타이어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타이어 금형의 

정밀도와 내구성은 타이어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인으로서 타이어의 트레드(Tread)부의 형

상을 결정지으며1), 트레드의 형상은 제동력, 주행

성능 및 소음 등을 결정짓는 부분으로서 타이어

의 핵심 기술이다. 타이어 금형을 이용하여 타이

어를 제조하는 기술에는 분리방법에 따라 Full 
type 금형과 Sectional Type 금형으로 나눌 수 있

다. Full Type 금형은 타이어를 수평 양분할 하는 

방식으로서 대량생산이 용이하고 균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금형을 

이형 시에 분할 부분에서 전단력이 발생하여 제

품에 손상을 주며 금형의 유지 및 보수에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등의 단점으로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복잡한 문양의 고급 타이어나 광폭 타

이어 제조에는 부적합하다. 반면, Sectional Type 
금형은 수직으로 6~8등분하여 제작 조립함으로써 

금형을 이형 시에 타이어 외경방향으로 금형이 

벌어지게 되어 트레드의 문양이 복잡한 고급 타

이어 및 광폭 타이어의 제조에 적합하다. 하지만 

Sectional Type 금형의 단점으로 타이어를 성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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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분할 부분 및 트레드부에서 고무 Flush가 발

생하기 쉽기 때문에 높은 정밀도의 금형이 요구

되며 금형의 제작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90년대 이후, 일반 연강 

금형에서 알루미늄 합금 금형으로 대처하고 있으

나 금형의 응고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 수축량 

그리고 응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반

적인 D/B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이어 금형 제작과정에서 금형의 

냉각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 응력 그리고 변위량 

등을 정확히 예측하고 실험을 통하여 수치해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 값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서 타

이어 금형의 열변형 제어를 위한 D/B를 구축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금형의 응고과정에서 수축으

로 인해 금형 정밀도가 낮아지는 현상2),3)의 발생

을 최소화하며 응고에 따른 치수오차 및 제작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Al 합금을 이용한 타이어 

제조용 금형의 온도분포를 유한요소법(FEM)을 

이용하여 예측하고 K-Type의 Thermocouple을 이

용하여 금형의 냉각과정에서의 온도분포를 측정

하였다. 그리하여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 값과 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 값을 비교, 
분석하여 Al 합금 금형의 열변형 특성을 알아보

고자 한다.

2. 이론해석

열은 물체 내에 온도차가 있으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이를 식으로 

Fourier's의 열전도 법칙에 의하여 를 정리하면,

   (1)

이때, 2차원 열전도 현상을 고려하고 재료를 

등방성 재질로 고려하면 다음 (2)식과 같이 표현

이 가능하다.

   (2)

대기와 접하고 있는 전도체에서 열전달이 발생

한다면, 그 대기는 내부 온도와 압력차에 의해 

대기 중에서 발생되는 자연대류에 의한 유동이 

발생할 것이며, 이때의 대류열손실에 대한 열전

도 기본 미분 방정식을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3)

위 (3)식의 모든 항들을 대류 열전달에 의한 열

유동을 제외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4)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3. 수치해석 및 실험방법

 3.1 수치해석

본 연구에서는 Al 합금을 사용한 타이어 금형

의 열변형 특성을 파악하고 열변형을 제어하기 

위하여 유한요소법을 적용하여 금형의 온도분포, 
응력 및 변위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수치

해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은 Al 합금의 물성값

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1은 해석을 위해 금형주

조장치와 Al 합금 금형을 2차원 모델링하여 

Mesh하였고, 타이어 금형에서 높은 정밀도를 요

구하고 있는 트레드부에 3곳의 측정 지점을 정하

여 각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응력 그

리고 변위량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Al 합금의 용

해 온도는 약 640℃이나 주입 시 용탕의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거나 금형의 온도가 낮으면 Al 합
금 Ingot의 유동성이 낮아져 타이어 금형의 형상

을 갖추지 못하므로4) Al 합금의 주입 온도는 

680℃로 과가열하여 주입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

다.

3.2 실험 장치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에서 사용한 Al 합금

(AC7A)을 사용하여 실험하였으며, 실험장치의 형

상은 수치해석과 동일하게 설계하였으며 각 구성

장치의 온도조건을 수치해석의 조건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금형의 형상은 Fig. 2와 같은 형상이

며 Ingot 주입 시에 용탕 주입구가 위를 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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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Al alloy for tire mold

Fig. 1 Initial temperature and measurement points 
of each device for numerical analysis

Fig. 2 Experimental devices for temperature 
measurement of Al alloy mold

중력주조방식으로 설계하였으며, 금형주조기의 

온도가 낮을 시 Al 합금이 주입되는 동안 고온의 

Al 합금과 상온의 금형주조기 및 코어와의 열평

형을 이루기 위하여 Al 합금이 급격히 냉각되어 

유동성이 나빠질 것을 감안하여 금형주조기와 코

어를 예열하였으며, 금형주조기는 약 250℃, 코어

(석고)는 약 100℃의 온도로 예열하였다. 또한 Al 
합금 Ingot을 냉각과정에서의 유동성 저하로 인한 

정밀도 감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680℃로 

과가열하여 주입하였다. 금형 내의 온도변화 측

정을 위하여 SUS 튜브관을 사용한 K-Type의 열

전대를 사용하였으며, 열전대의 위치는 트레드 

중앙 부분의 각 3지점을 정하여 트레드 중앙 부

분의 온도변화 이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치한 열전대의 위치는 수치해석에서 지정한 위

치와 동일하고 수치해석과 같은 조건으로 진행하

였으며, 금형주조기 내에서 냉각이 이루어지는 

20분 동안 1분 간격으로 3지점의 온도변화 이력

을 측정하였다. 열전대에서 얻어지는 기전력은 

DA100 (Data acquisition unit)을 사용하여 온도를 

산출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수치해석 결과

4.1.1 온도분포 결과

금형주조기에 Al 합금 Ingot을 주입한 후 고온

(680℃)의 Al 합금, 저온(250℃)의 금형주조기와 

코어(75℃)와의 열전달로 인하여 냉각 초기 20분
간 급격한 냉각이 이루어진다. Al 합금의 열전도

와 각 구성장치간의 열전달로 인하여 냉각 과정

동안 각 측정 지점에서의 온도분포가 다르게 나

타난다. 이에 1번 지점과 3번 지점은 2번 지점보

다 다소 빠른 냉각 곡선을 나타내며 초기 냉각과

정에서 약 30℃의 온도차를 나타내는 것을 Fig. 3
의 그래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Table. 2는 20분 동안 5분 간격마다 각 측정 

지점의 온도분포 결과 값을 나타낸 것으로서 시

간이 흐를수록 각 지점간의 온도 차가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Temperature distribution of measurement 
points in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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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lue of temperature distribution in 
measurement points

4.1.2 변위 결과

본 수치해석은 온도분포 해석 값을 기초로 하

여 Al 합금이 냉각되는 과정에서의 변형을 예측

하여 보았다. 트레드에서의 각 측정 지점에서 온

도 분포가 각기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변위 값도 

지점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Fig. 4에서 볼 수 있

듯이 1, 3번 지점의 변위가 2번 지점보다 다소 

적게 나타났으며 1번 지점과 3번 지점 중에서도 

약간의 차이지만 다소 빠른 냉각을 보인 1번 지

점에서 적은 변위 값을 보였다. 2번 지점은 1, 3
번 지점보다 변위의 값이 크게 나타났으며 Fig. 1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트레드의 형상이 곡선을 

이루고 있어 수축으로 인한 변형이 2번 지점에서 

크게 일어남을 예측할 수 있었다. 

Fig. 4 Displacement of measurement points in 
numerical analysis

Table 3 Maximum value of displacement in 
measurement points

Table 3은 각 지점마다의 최대 변위 값을 나타

낸 것이다. 그리고 약 20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의 변위 값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냉각 

초기 20분의 온도 분포로 인한 변형이 금형의 정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1.3 응력 결과

Figure 5는 냉각 초기부터 20분 동안의 트레드

의 측정 지점에서의 응력 값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온도와 변위의 변화에 의하여 나

타난 값으로서 앞의 변위 값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변위의 값이 작은 1, 3번 지점에서 다소 적은 

응력 값이 나타나고 있다. 변위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난 2번 지점에서 가장 높은 응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냉각 이후 20분에 

변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나 응력 값은 계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변형이 나타난 후 변형의 증가가 없더라도 

응력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며, 제품 생산 이후에 

잔류응력으로 인하여 제품의 정밀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이에 

온도분포를 균일하게 하여 변위와 응력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정밀도 향상에 기여하여야 하겠다.

Fig. 5 Stress of measurement points in numerical 
analysis

Table 4 Maximum value of stress in measuremen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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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온도측정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

험을 실시하였으며, 수치해석을 통하여 얻은 온

도분포 값과 비교․분석하여 수치해석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었다. Fig. 6에서 볼 수 있듯

이 각 측정 지점에서 냉각은 초기 2분 동안 더딘 

냉각을 보이다가 급격히 냉각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Al 합금 Ingot이 액상에서 응고되어가

는 과정 중에 잠열로 인한 온도 변화 현상으로 

추정된다. 그 이후 급격한 냉각 곡선을 그리며 

수치해석의 온도 변화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번 지점의 온도가 더디

게 냉각 되어 1, 3번 지점의 온도와 차이를 보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Temperature distribution by experimentation 
in measurement points

Table 5 Value of temperature distribution by 
experimentation in measurement points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으로 타이어 Al 합금 

금형의 트레드의 온도분포, 변위 그리고 응력의 

변화를 알아보았고, 수치해석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수치해석 결과 값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수치해석을 통하여 얻은 온도 변화에서 냉

각 초기 20분 동안 급격한 냉각이 이루어지며, 
균일하지 못한 온도분포는 변형을 일으키며 응력

을 발생시켜 정밀도 저하에 영향을 준다.

2) 트래드의 곡선 부분이 수축으로 인한 변형

을 가중시키며, 이에 따른 설계상의 보완이 시급

하다.

3) 실험을 통하여 수치해석 결과 값의 신뢰도

를 높였으며, 앞으로 수치해석과 실험의 결과 값

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3차원 수치해석을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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