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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열간 압연공정의 동력 전달용 커플링에 대한 최적화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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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ptimization on End Coupling as a Power Transmission Component for 

Aluminum Hot Roll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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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nd Coupling is main component of the aluminum hot roll process. The End Coupling is used

for transmission of rotational power with heavy-duty load. Fracture of the End Coupling cause serious

economic losses because an End Coupling is a very expensive component and it takes a long time to

repair it. Therefore, preventing the destruction of the End Coupling is essential for ensuring a long

mechanical life cycle. In this paper, the parametric study on the End Coupling was performed in order

to minimize maximum stress under operation loads. To verify the interference of spindle assembly with

modified End Coupling, kinematics simulation was performed by applying the various combination type

and dynamic boundary condition of the spindle assembly. The interference of optimized model was not

occurred during combination process and driving process. As a result of an optimum design for life

extension on End Coupling, the maximum stress of modified End Coupling was lower than that of the

initial model by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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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알루미늄 열간 압연 공정은 고객이 원하는 두께, 편

평도 및 물리적 특징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공정

이다. 급증하는 알루미늄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압연제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계적인 문제점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생산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열간 압연 공정 중 모터의 동력은 스핀들, 슬리퍼

메탈, 커플링을 통하여 압연 롤러에 전달된다. 모터

에 연결되어 있는 스핀들과 압연 롤러에 연결되어진

커플링은 열간 압연 부품의 동력 전달부의 주요 부품

이다.

이와 같은 주요 부품은 대형 구조물로써 파손시 교

체 기간 및 수리 비용 등의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

실을 야기한다. 따라서 주요 부품에 대한 구조적 건전

성이 확보되어 기계적 수명이 보장되어야 한다. 

압연 공정의 동력 전달부는 크게 상부 스핀들 조립

체와 하부 스핀틀 조립체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Fig. 1

과 같다. 하부 압연 롤러는 위치가 고정되어 회전하므

로 하부 스핀들은 회전 운동만을 한다. 상부 스핀들의

운전각 θ에 의하여 압연 두께를 조정하므로 상부 스

핀들은 회전 및 두께 제어를 위한 상하 운동을 한다.

상부 스핀들은 상하 및 회전 운동을 하므로 하부

스핀들에 비하여 파손 발생 빈도가 높다. 파손 부품

중 상부 롤러에 연결된 커플링은 스핀들의 각도가 증

가함에 따라 슬리퍼 메탈과의 접촉면 불일치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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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otation of top spindle assembly.



한국CAD／CAM학회 논문집 제17권 제1호 2012년 2월

2 이현승, 이영신

하여 소모성 부품인 슬리퍼 메탈의 교체 주기를 짧게

한다. 또한 커플링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스핀들

의 운전각이 커질수록 비틀림에 의한 영향이 커져 커

플링이 파손 된다. 이와 같은 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커플링에 대한 형상 최적화 설

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구조해석

2.1 해석대상

상부 스핀들 동력 전달부의 형상 및 부품명은 Fig. 2

에 표시하였으며, 해석 대상인 커플링에 대한 형상은

Fig. 3과 같다. 원통형 부분의 안쪽에 홈이 파여 있어

압연 롤러와 체결되고, 스핀들 방향으로 원통형 전면으

로 돌출된 부분이 슬리퍼 메탈을 지지 또는 동력을 전

달받는 부분이다. 돌출부의 갈라진 부위는 핀의 이동경

로이며, 핀의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커플링은 돌출부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핀들

의 회전에 의한 비틀림에 대하여 취약하다. 스핀들로

인한 비틀림은 구조적 불연속 구간에서 집중응력을

야기한다. 커플링의 구조적 불연속 구간은 원통형 몸

체와 돌출부가 연결되는 부분이다. 특히 돌출부는 외

팔보 형태를 띄고 있어 끝단부에서의 비틀림에 의한

영향이 크다. 이와 같은 취약부는 커플링의 파손사례

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Fig. 4는 커플링에 발생한

크랙으로 커플링의 원통형 몸체와 돌출부가 연결되는

구조적 불연속 부분에서 발생하였다. 압연 공정 중 크

랙을 찾아 수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며 이런 크랙

이 진전되면 Fig. 5와 같은 돌출부의 파손이 발생되어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진행된다. 이와 같은 크

랙 및 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불

연속 구간에서의 집중응력을 감소시켜 커플링의 구조

적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커플링의 취약부에 발생하는 집중응력을 감소시키

기 위해서는 구조해석을 통하여 형상 분석 및 최적화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구조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커플링에 대한 기계적 물성이 필요하며 Table 1

과 같다. 커플링의 재질은 SNCM-8(AISI 4340, 니켈

크롬 몰리브덴 강재)이다. SNCM-8은 저합금 고강도

Fig. 2. Configuration of top spindle assembly.

Fig. 3. Shape of End Coupling.

Fig. 4. Crack of End 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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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으로서 자동차의 차축, 비행기의 착륙기어 등 높은

강도를 필요로 하는 곳에 널리 쓰이는 재료이다.

2.2 유한요소 모델 및 경계조건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한 유한요소 모델 및 경계조건

은 Fig. 6과 같다. 커플링에 대한 유한 요소 모델은 4

절점 사면체요소를 사용하였다. 사전해석을 통하여 사

면체 요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이해가 없음을 확인

하였고, 최적화 설계시 요소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

하여 요소의 크기를 작게 하였으며 사용된 절점수는

157,297개 요소수는 778,051개이다. 구조 해석을 위한

경계 조건은 압연 롤러와 연결되어 지는 부분을 고정

하고 비틀림의 영향이 큰 돌출부의 끝단부에 회전 방

향 바깥쪽으로 접촉 면적 및 하중을 고려하여 200

MPa을 적용하였다.

2.3 구조해석 결과

커플링의 최적화 설계 전 초기 모델에 대한 탄성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7과 같다. 최대

응력은 771 MPa이며 발생한 부위는 Fig. 4와 Fig.5의

파손 부위와 동일한 원통형 몸체와 돌출부의 연결부

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연속 구간에서 발생하는 집

중응력을 분산 시켜야 커플링의 구조적 건전성을 확

보할 수 있다.

3. 최적화 설계

3.1 설계변수

커플링의 설계 변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초기 모델

에 대한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설계 변

수는 크게 4가지로 선정하였다. 

 Fig. 8의 설계변수 T는 슬리퍼 메탈과 연결되어

동력을 전달 받는 부분의 두께에 대한 변수이다.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커플링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설계 변수이다. 그러나, T의 값이

증가하면 스핀들과 커플링 사이의 한정된 높이를 갖

는 슬리퍼 메탈의 두께가 얇아지므로 슬리퍼 메탈의

구조적으로 취약해 질것이다. 따라서 슬리퍼 메탈의

두께를 고려하여 설계 변수 T의 값을 정하여야 한다. 

Fig. 9의 설계 변수 L은 핀의 이동 경로 깊이를 결

정하는 변수로써 L의 크기는 슬리퍼 메탈의 위치에

따라 변경되므로 결합 형상을 분석하여 크기를 제한

한다. 설계변수 L의 크기는 Pin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Fig. 5. Fracture of End Coupling. Fig. 6. FE-model and boundary conditions of End Coupling.

Fig. 7. Stress contour plot of initial model.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SNCM-8.

Material SNCM-8

Young's modulus ( GPa ) 202

Density ( kg/m3) 7850

Poission's ratio 0.29

Yield strength ( MPa ) 1129

Tensile strength ( MPa ) 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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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끝 단이므로 Pin의 크기 및 위치에 영향을 받

는다. 핀의 위치는 슬리퍼 메탈이 정하고 슬리퍼 메탈

의 위치는 스핀들의 운전각에 의하여 정해진다. L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비틀림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L

의 크기를 증가시킬수록 응력의 크기는 감소한다. 동

적 해석을 통하여 핀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

길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Fig. 10의 설계 변수 R1은 최대응력이 발생되는 부

분의 내부 곡률이므로 간섭을 고려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설계 변수이다. 설계 변수 R1의 크기를 증가

할수록 집중 응력이 분산되어 최대 응력이 감소한다.

R1이 증가하면 슬리퍼 메탈을 지지하는 부분이 감소

하므로 이를 고려하고 주변응력과의 비교를 통하여

R1의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Fig. 11의 설계변수 R2는 커플링의 슬리퍼 메탈과

연결되는 부분과 롤러와 연결되는 부분의 곡률의 크

기를 결정한다. 커플링의 슬리퍼 메탈을 지지하는 부

분은 두꺼운 판형이며, 롤러와 연결되는 부분은 원형

으로 연결부위에서 불연속적인 형상이며 회전력이 전

달되는 부분이기에 집중응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

한 집중응력으로 인하여 크랙 및 파손이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설계 변수 R2는 연결부의 곡률을 증가시

켜 불연속성에 의한 응력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한

다. R2의 변수 값이 한도 이상 커질 경우 스핀들과의

간섭이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R2의 변수 값을 제

한하여야 한다.

3.2 매개변수 연구

선정된 4개의 설계 변수에 대하여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계변수 T는 크기가 커질수록 슬리퍼 메탈 두께는

얇아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계변수를 설정하였으며,

슬리퍼 메탈의 두께를 7.5 mm 씩 줄임으로써 커플링

의 크기를 15 mm 증가시켰다. 초기 모델의 설계변수

T 값은 t mm이며, 증가된 T 값은 t + 15 mm이다. 변경

된 모델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 최대응력은 748 MPa로

초기 모델에 비하여 23 MPa (3%) 감소되었다.

초기 모델의 L은 l mm 이었으나 60 mm 크기를 증

가시켜 l + 60 mm 로 결정하였으며, 수정된 모델의 응

력해석 결과는 최대응력은 637 MPa이 발생하였다. 이

는 초기 모델에 비하여 134 MPa(17%) 감소된 응력

값이다. L의 값은 운전각도 6도 기준으로 체결된 모

델을 검토하여 l + 60 mm 까지 크기를 증가시켜도 간

섭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L의 최종 값은 l + 60 mm 로

결정하였다

설계 변수 R1은 최대응력이 발생되는 부분의 곡률

Fig. 8. Design variable T of End Coupling.

Fig. 9. Design variable L of End Coupling.

Fig. 10. Design variable R1 of End Coupling.

Fig. 11. Design variable R2 of End 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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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크기가 증가하면 최대응력을 감소시킬 수 있

다. 앞서 해석한 결과를 적용한 모델에서 R1의 크기

를 변경시켰다. 초기 모델의 R1의 크기는 r1mm 이므

로 2 mm 씩 증가한 모델에 대하여 응력 해석을 수행

하였다. 라운드의 크기 조정은 최대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의 집중응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이므로 주변응력

과의 비교를 통하여 라운드의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

다. R1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집중응력으로 인하여 최

대응력이 발생했던 부분의 응력이 낮아지면서 주변

응력과 비슷한 응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주변응력과의 비교 및 슬리퍼 메탈의 접촉면을

고려하여 R1의 크기를 11 mm증가한 r1+ 11 m로 선정

하였다. 수정된 모델에 대한 응력 해석 결과 중 응력

분포를 살펴보면 초기 발생했던 집중응력이 사라지고

최대응력 발생부위가 분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대 응력은 601 MPa로 초기 모델에 비하여

170 MPa(22%) 감소하였다. 

초기 모델의 R2는 r2mm이며 체결시 구조적 간섭

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R2의 크기를 정하여야 한

다. 앞서 수행한 설계변수를 적용한 상태에서 R2의 값

을 증가시켰으며, 증가시켰을 때 최대 응력 값만이 아

닌 Fig. 12에서 표시한 취약부의 응력 변화를 고려하

여야 한다. 초기 모델의 집중 응력부가 분산되어 낮아

지면서 표시한 부분에서의 응력과 비슷해졌기 때문이

다. 이를 고려하며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27 mm 증가

한 r2+ 27 mm로 선정하였다. 수정된 모델의 최대응력

은 579 MPa로 196 MPa(25%) 감소하였다.

설계변수로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구조 형상을 변경

시키는 변수가 두가지 추가된다. 추가되는 변수는 선

행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슬리퍼 메탈과 접촉하는 커

플링의 두꺼운 판형 형상의 길이와 커플링의 지름이

다. 커플링의 지름은 동적 거동을 통하여 최대한 변경

가능한 15 mm 증가 시켰다.

최종 선정된 최적화 모델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는

Fig. 13과 같으며 최대 응력은 567 MPa 로 초기 모

델에 비하여 204 MPa (26%) 감소하였다. 수정된 모

Table 2.  Summary of parameter study on End Coupling.

T ( mm ) L ( mm ) R1 ( mm ) R2 ( mm )
Max. stress

( MPa )

Reduce stress

Stress %

Initial design t l r1 r2 771 − −

T t + 15 l r1 r2 748 23 3 %

L t + 15 l + 50 r1 r2 637 134 17 %

R1

t + 15 l + 50 r1+ 2 r2 635 136 18 %

t + 15 l + 50 r1+ 4 r2 634 137 18 %

t + 15 l + 50 r1+ 6 r2 626 145 19 %

t + 15 l + 50 r1+ 9 r2 620 151 20 %

t + 15 l + 50 r1+ 11 r2 603 168 22 %

L t + 15 l + 60 r1+ 11 r2 601 170 22 %

R2

t + 15 l + 60 r1+ 11 r2+ 12 587 184 24 %

t + 15 l + 60 r1+ 11 r2+ 27 579 196 25 %

t + 15 l + 60 r1+ 11 r2+ 37 575 192 25 %

Diameter D + 15 mm 204 26 %

Optimum design t + 15 l + 60 r1+ 11 90 567 204 26 %

Fig. 12. Stress contour plot with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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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에 대하여 Fig. 14와 같이 ADAMS 및 CATIA를

이용하여 동적 해석 및 간섭 체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간섭은 발생하지 않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열간 압연 공정중 모터의 회전력을

전달하는 커플링에 대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수행된 결과를 토대로 4가지의 설계변수를 선정하여

변수 연구를 통한 커플링의 최적화 설계를 수행하였

다. 최적화 모델은 동적해석시 간섭이 발생하지 않았

으며 초기 모델에 비하여 26%의 응력 감소율을 나타

냄으로써 초기 모델에 비해 구조적으로 건정성을 확

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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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tress contour plot of optimal design.

Fig. 14. Interference check of optim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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