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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의 대상은 자동차 스타팅 시스템용 
피니언기어(Pinion gear)로써 Fig.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일반적으로 3공정의 냉간단조에 의한 
외측 스퍼기어(Spur gear) 성형[1]과 이후 브로

칭(Broaching) 공정에 의한 내측 인볼류트기어

(Involute gear) 성형을 통해 제조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피니언기어 제조 시 브

로칭 공정을 없애고 내외치형을 동시에 성형할 
수 있는 냉간단조 공법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2. 공정안 설계 
 

Fig. 2 의 (a)는 Fig. 1 의 기존 1, 2 공정 후 3
공정과 기계가공 및 브로칭 공정을 하나의 단
조 공정으로 합쳐 적용시킨 공정 설계안이다. 
또한 각 공정 후 잔류응력의 제거를 위해 어닐

링(Annealing) 열처리 과정을 실시했기 때문에 
응력 및 변형은 다음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

므로 1, 2 공중 후 성형된 형상에 따라 최종 형
상이 결정된다. 

Fig. 2 의 (b)는 1, 2 공정 후의 예비 성형체

(Preform)들로 주요변수는 내부 직경과 Boss 부 
외부 직경의 크기이다. 여기서 예비 성형체의 
높이는 소재 투입량을 결정하므로 추후 문제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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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cess design of the cold fo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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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cess design in finite element system 

 
3. 공정 해석 및 검증  

해석대상인 피니언기어의 소재는 크롬-몰리

브덴강(SCM415H)이며 치형 수는 외측 11 개, 
내측 23 개이고 외경은 40.96mm, 내경 18.3mm
이다. 해석 시 마찰상수는 0.1 을 적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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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의 유동응력은  

0.139768.06s e= MPa [2] 
이며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DEFORM 
3D[3]를 사용하였다. 

3 공정의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시스템과 변
형이력을 Fig. 3 에 나타냈으며 기어의 대칭성

을 고려하여 1/11 Model 로 해석을 실시하였다. 
Fig. 4 는 유한요소해석 결과로 3 공정 후 성

형품의 단면 부 기어 형상과 유효 변형율을 나
타낸 것이다. Test 01, 02, 04 의 외측 및 내측 기
어 형상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호하게 
나왔지만 Test 03 은 내측 인볼류트기어 부에 
미성형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5 는 냉간단조 실험 과정을 나타내며 
Fig. 6 는 예측된 해석결과와 냉간단조 실험을 
통한 결과물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a)는 
외측 스퍼기어의 Chamfer 부 소재 겹침 현상, 
(b)는 Boss 부의 가공여유 치수인 26.2mm 에 
미치지  않는 치수불량 , (c)는  내측  인볼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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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ross-section shape of the 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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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d forg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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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our predictions with the 

 experiments 
 
기어의 미성형을 나타내며 (d)는 내외치형 치
수와 형상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d)의 동심도 
측정결과 0.07 ~ 0.08mm 로 동심도 요구치수인 
0.1mm 이내를 만족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Preform 형상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최적 공정 설계안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냉간단조 시험을 수행

하여 해석결과의 유효성을 검증하였으며 개발

한 내외치형 동시성형 냉간단조 공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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