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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압출은 소성가공 공정 중 대표적인 부피성형공정 중의 하나로

서 과거 주조 및 절삭 가공 등에 의해 생산되던 많은 제품들이

경제적 환경적 요인과 강도 향상을 목적으로 압출 공정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압출 금형 설계 및.
성형성에 대하여 많은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효율적인 제품생산을 위해 실질적으로 요구

되는 압출 공정 시 소재에 걸리는 하중을 측정하고 이를 비교분석

한 내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하중을 측정하기 위해 최근 상용되고 있는 로드셀은 고하중을

측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복잡한 구조와 높은 설치비용,
국내 기술력 미흡 등의 이유로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용 하중센서로.
는 측정이 불가능한 고하중 압출압력의 측정을 구현하기 위해

압출기의 Frame에 Strain gage를 부착하는 방법을 통해 압출압력
을 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용 로드셀을 이용한 압출하중 출력.
값과의 교정 작업을 통해 측정결과의 유효성을 확보하였다.

본론2.

의 원리2.1 Strain gage
는 년 에 의해 개발되었고 사용의 편리Strain gage 1936 Simmons

함과 높은 정밀도 때문에 각종 기계나 구조물의 응력 측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출력 감지소자 및 산업현장에서 정밀측.
정용 센서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1]

는 저항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 부착된Strain gage , Strain gage
구조물에 외력이 가해지면 변형이 발생하고 그 변형에 대응하여

저항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즉 는 길이의 작은. Strain gage
변화를 그에 상응하는 저항변화로 변환하는 일종의 저항체이며

를 사용하여 변형도를 전기적인 신호로 측정하고 기록Strain gage
할 수 있다 단 저항체는 고유저항의 값이 크고 온도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형률과 저항의 변화량.
사이의 관계는 아래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 .

  




(1)

위 식 에서 은 평형상태일 경우 의 저항 은(1) R Strain gage , RΔ
변형에 의한 저항의 변화량, Gf는 를 나타낸다Strain gage Factor .

Fig. 1 Composition of the Wheatstone Bridge

변형률 변환에 이용된 에 대한 회로도를Wheatstone bridge
과 같이 나타내었다Fig. 1 .[2]

측정방법2.2
상기 의 원리를 바탕으로 압출 하중에 대해 민감하도Strain gage

록 압출기 축의 최대 좌굴 지점이라고 판단되는 지점에Column
및 방향으로 를 부착하여Longitudinal Lateral Strain gage Fig.2

와 같이 하중측정용 회로를 제작하였다 이와같이 제작된 회로는.
부착 방법 및 부착 상태 그리고 저항 값의 오차에, Strain gage
의해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보정하기 위해 와Offset SIG+
간의 전압을 가 되도록 타입의 가변저항SIG- 0.000mV Multi-Turn

을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압출기와, DAQ(Data Acquisition)

모듈 사이의 거리가 멀어 케이블을 통한 노이즈가 정밀한 압출하

중 측정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류 출력 타입의 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Amplifier . Strain
의 저항변화를 통한 미소 전압의 증폭된 신호를 상용gage PLC

또는 카드를 통해 취득할 수 있었다DAQ .

Fig. 2 Electrical network for measurement of the loads

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접압출기 의 형상이Fig. 3(a) (600Ton)
며 는 압출기, Fig. 3(b) 에Frame 를 부착한 모습을 나타Strain gage
낸다 의 부착상태는 접착 표면의 조도에도 영향을. Strain gage
받게 되므로 부착하기 전 접착되는 부위에 을Sand paper machine
이용하여 연마하였다 이와 같이 부착된 로부터 압출. Strain gage
하중을 얻을 수 있었고 변위계로부터 압출거리와 속도에 관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압출 하중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용 로드셀을200ton

부착한 후 이에 대응하는 값을 측정하여 를Strain gage Strain gage
이용하여 측정된 값의 정밀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약 까지의 출력 값과 상용 로드셀 출력 값을200ton Strain gage
비교 분석하여 실하중 교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수차례의 이상 고하중 압출 공정을 통하여400ton Strain
를 이용한 압출하중 측정방법의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gage

다.

를 이용한 고하중 압출압력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Strain gage .
A study on measurement method of the high extrusion pressure using strain 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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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Schematic view of the testing apparatus

(a) Direct Extruder, (b) Surface-attached Strain gage on direct extruder

압출압력 측정결과2.3
와 같은 직접압출기 를 이용하여Fig. 3(a) (600Ton) Magnesium

합금계열인 의 가지 소재에 대해 실험AZ31, AZ61, AZ80, AZ91 4
을 수행하였다 실험조건은 의 고정 압출온도에서. 350℃

의 압출속도에 대해 수차례 반복적인 실험1.3mm/sec, 6.7mm/sec
을 통하여 와 같은 변위 하중 선도를 얻을 수 있었다Fig.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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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trusion pressure - Stroke curves of various types of
Magnesium alloy (a) Extrusion velocity = 1.3mm/sec (b) Extrusion

velocity = 6.7mm/sec

결론3.

본 연구에서는 상용 로드셀을 사용하여 측정이 어려운 고하중

의 압출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압출기 에 를 부착Frame Strain gage
하여 압출하중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제 본 연구와 같이 압출기와 같은 소성가공.
장비에 의 활용이 가능함을 증명하였으며 본 연구에서Strain gage
사용된 소재의 특성 및 압출의 특성과 유사한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실제 산업현장에서 압출압력을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방법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작업의 재현성

및 고효율 등의 효과로 인한 생산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이 방법을 통하여다른 소재의 소성가.
공 공정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며 또한 다른 고하중,
소성가공장비에도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강대임 스트레인게이지를이용한응력측정및응용 대한, “ ”,
기계학회지기계저널: , 1993, 33(7), pp.661-670
박태근 양민복 백태현 와 변환기를이용한2. , , , “Strain gage A/D
하중 변형률측정장치제작 한국정밀공학회 년도춘계, ”, 2006
학술대회논문집, 2006. 5, pp. 293 ~ 294 (2pages)

3. 서영원 정하국 나경환 윤덕재 합금 의열간정수, , , , “Mg (AZ31)
압압출특성에관한연구 한국소성가공학회 년도춘(II)”, 2005
계학술대회논문집, pp.144~147

272


	메인 메뉴
	이전 페이지
	===============
	CD-ROM 검색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