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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티탄 서브그룹 금속과 합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단조편제조방법 및 이를 위한 종합단조장비

요약

본 발명은, 금속을 컷팅하지 않고 원하는 형상으로 만드는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티탄 서브그룹 금속과 합금을 주

성분으로 하는 강괴(ingot) 및 예비적으로 변형된 강편으로부터 4해머블럭단조장치(four-hammer block forging de

vice)를 갖춘 종합단조장비를 이용하여 단조편(forged pieces)으로 제조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단조편을 생산하는 방법과 이러한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4해머블럭단조장치에 근거한 종합단조장

비를 제시하는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티탄 서브그룹 금속과 합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단조편에 있어서, 공정의 효

율, 금속수율, 단조편의 정밀도, 및 원형의 단면을 가진 단조편 표면의 품질 향상을 가져온다.

종래 기술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강괴 가열과정과 두개의 매니퓨레이터가 구비된 프레스에서의 단

조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단조과정은 4해머블럭단조장치가 4면에서 스웨이징 하는 몇 번의 단계 동안 진행되고, 

매 번 강편에 대한 스웨이징, 이송 및 기울기 조정이 이루어질 때 마다 강편의 길이 방향 횡면에서 금속의 추가적인 

거시 이동이 일어나는, 종래의 방법에 다음의 단계와 생산변수를 도입하여 보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즉, 상기 단

조과정은, 단조가 허 용되는 온도 범위에서 강괴를 한번 가열하는 동안 단조 압하율(reduction ratio)이 2.0:1 - 32.0:

1 이고, 한 개 이상의 4해머블럭단조장치에서 러프단조(rough forging)가 진행되는 첫번째 단계와, 단조 압하율이 1.

05:1 - 1.8:1 이고 매 스웨이징 마다 각 쌍의 해머블럭의 작동부가 강괴 단면 테두리의 40 - 100 % 를 둘러싸도록 

하는 캘리브레이팅단조(calibrating forging)가 진행되는 두번째 단계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종래 문제점에 대한 추가적인 해결방안은, 상기 러프단조의 최초 단계에서, 강괴를 고정시키는 매니퓨레이터가 4해머

블럭단조장치의 작업 영역으로 강괴를 한 번만 이송하고, 강괴의 단조된 부분이 다른 매니퓨레이터에 의해서 고정될 

때 까지, 몇 번의 스웨이징과 기울기 조정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종래 문제점에 대한 추가 해결방안은, 상기 러프단조를 수행하는 한 개 이상의 4해머블럭단조장치에서의 단조 전에, 

2해머블럭으로 강괴를 단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아울러, 종래 문제점에 대한 추가적인 해결방안은, 두 개 이상의 4해머블럭단조장치로 된 단조기구, 상기 단조기구를 

고정시키기 위한 잠금장치가 구비된 상부 및 하부 플레이트, 이동가능하며 상부면에는 상기 단조기구가 위치하고 적

절한 위치에서 상기 단조기구가 교체되는 기구테이블, 한개 또는 두개의 매니퓨레이터로 이루어진 종합단조장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를 도입함으로써 달성된다. 즉, 상기 기구테이블의 작업 영역에는 러프단조를 수행

하는 한개 이상의 4해머블럭단조장치와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수행하는 최소 한개의 4해머블럭단조장치가 배치되며, 

상기 러프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의 각 해머블럭 작동면은 해머블럭을 지지하는 면에 평행한 면과 135 

- 170°의 각도에서 이에 인접한 2개의 측면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

치의 각 해머블럭 작동면은 반복적으로 상호간에 근접하여 최종 단조편의 단면 형상을 형성하며,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의 해머블럭이 근접한 위치에서 상호간에 형성되는 공간의 면적은 러프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의 해머블럭이 근접한 위치에서 형성되는 공간의 최소면적에 비해 1.1 - 1.4 배 작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종래 문제점에 대한 추가적인 해결방안은, 원형의 단면을 가진 단조편의 캘리브레이팅단조시 이를 수행

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에 있어, 상호 대칭되게 배치된 동일한 2개의 해머블럭쌍에 돌출 형성되는 2개의 작동부가 

해머블럭 그루부(groove) 몸체로 형성되는 공간에 의하여 분리되며, 상기 해머블럭 그루부의 내측으로는 상기 해머

블럭쌍에 수직인 면에 배치된 또 다른 해머블럭쌍의 작동돌출부가 동작에 필요한 일정한 틈을 가지고 삽입되고, 상기

각각의 해머블럭의 작동면은 그 단면이 다양한 곡률반경을 가지는 오목한 곡선의 형상이며, 상기 2개의 작동부가 형

성되는 해머블럭의 작동면의 곡률반경은 상기 또 다른 해머블럭쌍의 작동면 의 곡률반경에 비해 1.05 - 1.25 배 큰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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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 티탄 서브그룹 금속과 합금의 단조편 제조방법 및 이를 위한 종합단조장비에 의하면, 작업 효율이 1.4 - 2.3 

배, 금속 수율이 2 - 15.2% 증가되고, 단조편 단면적의 공차 범위 감소는 2 - 5 배 이고, 또한 단조편의 표면의 품질

도 향상된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금속을 컷팅하지 않고 원하는 형상으로 만드는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강괴(ingot) 및 예비적으로 변형

된 강편으로부터 종합단조장비를 이용하여 단조편(forged pieces)으로 제조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이 때, 상기 

종합단조장비는 하나 또는 두개의 매니퓨레이터(manipulator)가 구비되고 4해머블럭단조장치(four-hammer block 

forging device)를 갖춘 유압의 단조 프레스로 이루어진다.

배경기술

본 발명은, 주로 티탄 서브그룹-티탄(titanium), 지르코늄(zirconium), 하프늄(hafnium)-금속과 합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단조편을 생산하거나 니오브(niobium)와 티탄 및 이들의 합금으로 된 단조편을 제조하는 기계 제작 및 금속산업

분야에 이용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금속이나 그러한 금속을 주 성분으로 하는 합금은 변형전이나 변형중에 고온에서 

가스를 흡수하여 산화되는 성질이 있다.

종래 핵발전 반응로의 코어에 사용되는 지르코늄 합금 강편(billets)을 제조하기 위한 생산공정이 제안된 바 있다.(Zai

movsky A.S., Nikulina A.V., Reshetnikov N.G. Zirconium Alloys In Nuclear Power Engineering. Moscow. Ene

rgoizdat. 1981. Pp. 51-71) 상기 생산공정은, 진공 아크나 전자빔 융해에 의한 강괴의 생산, 한정적인 크기를 갖는 

로드를 생산하기 위해 프레스나 해머로 미리 가열된 강괴의 단조, 상기 로드의 열간압출(extrusion)과 중간체(interm

ediate)의 냉간 압연(rolling) 및 최종 열처리로 이루어진다. 위의 공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단조편을 제조하는 방

법으로, 이는 강괴를 β상 온도(β- phase temperature)까지 미리 가열한 것을 지르코늄 합금이 β와 α+β상으로 

존재하는 온도에서 프레스나 해머에 의해서 단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강괴의 예

열이 진행된다.

현재 널리 이용되는 프레스나 해머로 단조하여 생산되는 단조편 기술은, 강괴의 길이 방향 횡면을 따라 금속 주형 구

조의 집중적인 변형 공정을 통하여, 대단히 높은 품질의 단조편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르코늄과 그 합금은 고온에서 격렬하게 산화되어, 물때(scaling)에 의한 금속의 손실이 발생되

는 문제가 있다. 또한 물때를 제거한 후에는, 단조편의 표면에서 기체가 포화된 것을 제거해야 한다. 이 때, 단조가 진

행 되기 이전 단계에서 강괴나 강편을 미리 가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정상에 요구되는 금속의 품질을 충족시키

기 위하여 제거되어야 할 가스포화층은 더욱 두꺼워진다.

종전에 제안된 티탄 합금 강괴를 단조하는 기술은, 강괴 재료의 다형변환(polymorphic transfortation)이 일어나는 

온도보다 150-250℃ 높은 온도에서 프레스나 해머로 강괴를 두들겨 피는 예비변형과정과 가열과정 및 방사단조기계

(radial-forging machine, RFM)에서 중간제품을 최종적으로 단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inventor's certificate 

USSR #1541867, cl.B21J/04, 1998)

해머나 프레스 단조후의 방사단조기계를 적용하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정밀한 단조 단면을 얻을 수 있어 단조편의 표

면 품질을 향상시킨다.

종전에 제안된 또 다른 단조편 생산방법은, 강괴 가열과정과 두개의 매니퓨레이터가 구비된 프레스에서의 단조과정

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단조과정은 4해머블럭단조장치(four-hammer block forging device)가 4면에서 스웨이징(s

waging) 하는 몇 번의 단계 동안 진행되고, 매 번 강편에 대한 스웨이징, 이송 및 기울기 조정이 이루어질 때 마다 강

편의 길이 방향 횡면에서 금속의 추가적인 거시 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Lazorkin V.A., Ckorniakov Yu

.N., Tyurin V.A., Zaluzhny Yu.G., Kulikov V.A., Degtiariova T.V. Increasing of efficiency of forging drawing 

of billets of special steels and alloys in presses. Magazine 'Forging-stamping production', 1994, #2, pp.3-5).

4해머블럭단조장치를 적용하는 것은, 해머나 프레스를 이용하여 단조편을 제조하는 종전의 공정과 비교했을 때, 공정

의 효율과 최종 단조편의 정밀도 및 금속수율을 크게 향상시킨다.



공개특허 10-2004-0093654

- 4 -

종래에는 단조편을 생산하기 위한 종합단조장비 또한 알려져 있었는데, 상기 종합단조장비는 이동가능한 기구테이블

이 구비된 단조 프레스와 프레스의 작동과 동시성을 갖는 두개의 매니퓨레이터, 상기 기구테이블의 적절한 위치에서 

교체되는 단조기구로 이루어진다.(Relis S.I., Lapin V.V.,Sobolev Yu.V., Means of efficiency improvement of aut

omatic forging complexes application. Review. Moscow. NIImash. 1983, pp.2-13. Series C-3. Forging-stamp

ing machine building).

종합단조장비는 프레스와 두개의 매니퓨레이터가 수동, 반자동, 자동 모드에서 동시에 작동하도록 하므로, 고수준의 

공정 기계화와 자동화를 달성하며, 단조기구의 교체는 프레스 조절보드로 부터 입력되는 작동순서에 따라 미리 결정

되는 위치에서 기구테이블를 이동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또 다른 종합단조장비가 종래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상기 종합단조장비는, 두 개 이상의 4해머블럭단조장치로 된 단

조기구, 상기 단조기구를 고정시키기 위한 잠금장치가 구비된 상부 및 하부 플레이트, 이동가능하며 상부면에는 상기

단조기구가 위치하고 적절한 위치에서 상기 단조기구가 교체되는 기구테이블, 한 개 또는 두개의 매니퓨레이터로 이

루어진다.(Lazorkin V.A., Ckorniakov Yu.N., Tyurin V.A., Zaluzhny Yu.G., Kulikov V.A., Degtiariova T.V. Incre

asing of efficiency of forging drawing of billets of special steels and alloys in presses. Magazine 'Forging-st

amping production', 1994, #2, pp.3-5)

본 발명의 원형(prototype)으로 선택되어진 위와 같은 종합단조장비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편평하고 파인(cut o

ut) 해머블럭이 구비된 자동식 종합단조장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공정상의 효율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단조장비로는, 원형의 단면을 가진 단조편의 기하학적 구조에 대해서는 정밀성과 높은 품질을 기

대하기 어렵고, 특히 티탄 금속과 합금의 서브그룹에 대한 단조편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물때에 의한 금속 손실을 제

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단조편을 생산하는 방법과 이러한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4해머블럭단조장치에 근거한 종합단조장

비를 제시하는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티탄 서브그룹 금속과 합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단조편에 있어서, 공정의 효

율, 금속수율, 단조편의 정밀도, 및 원형의 단면을 가진 단조편 표면의 품질 향상을 가져온다.

종래 기술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강괴 가열과정과 두개의 매니퓨레이터가 구비된 프레스에서의 단

조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단조과정은 4해머블럭단조장치가 4면에서 스웨이징 하는 몇 번의 단계 동안 진행되고, 

매 번 강편에 대한 스웨이징, 이송 및 기울기 조정이 이루어질 때 마다 강편의 길이 방향 횡면에서 금속의 추가적인 

거시 이동이 일어나는, 종래의 방법에 다음의 단계와 생산변수를 도입하여 보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즉, 상기 단

조과정은, 단조가 허용되는 온도 범위에서 강괴를 한번 가열하는 동안 단조 압하율(reduction ratio)이 2.0:1 - 32.0:

1 이고, 한 개 이상의 4해머블럭단조장치에서 러프단조(rough forging)가 진행되는 첫번째 단계와, 단조 압하율이 1.

05:1 - 1.8:1 이고 매 스웨이징 마다 각 쌍의 해머블럭의 작동부가 강괴 단면 테두리의 40 - 100 % 를 둘러싸도록 

하는 캘리브레이팅단조(calibrating forging)가 진행되는 두번째 단계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종래 문제점에 대한 추가적인 해결방안은, 상기 러프단조의 최초 단계에서, 강괴를 고정시키는 매니퓨레이터가 4해머

블럭단조장치의 작업 영역으로 강괴를 한 번만 이송하고, 강괴의 단조된 부분이 다른 매니퓨레이터에 의해서 고정될 

때 까지, 몇 번의 스웨이징과 기울기 조정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종래 문제점에 대한 추가 해결방안은, 상기 러프단조를 수행하는 한 개 이상의 4해머블럭단조장치에서의 단조 전에, 

2해머블럭으로 강괴를 단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아울러, 종래 문제점에 대한 추가적인 해결방안은, 두 개 이상의 4해머블럭단조장치로 된 단조기구, 상기 단조기구를 

고정시키기 위한 잠금장치가 구비된 상부 및 하부 플레이트, 이동가능하며 상부면에는 상기 단조기구가 위치하고 적

절한 위치에서 상기 단조기구가 교체되는 기구테이블, 한 개 또는 두개의 매니퓨레이터로 이루어진 종합단조장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를 도입함으로써 달성된다. 즉, 상기 기구테이블의 작업 영역에는 러프단조를 수행

하는 한개 이상의 4해머블럭단조장치와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수행하는 최소 한개의 4해머블럭단조장치가 배치되며, 

상기 러프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의 각 해머블럭 작동면은 해머블럭을 지지하는 면에 평행한 면과 135 

- 170°의 각도에서 이에 인접한 2개의 측면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

치의 각 해머블럭 작동면은 반복적으로 상호간에 근접하여 최종 단조편의 단면 형상을 형성하며,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의 해머블럭이 근접한 위치에서 상호간에 형성되는 공간의 면적은 러프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 장치의 해머블럭이 근접한 위치에서 형성되는 공간의 최소면적에 비해 1.1 - 1.4 배 작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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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종래 문제점에 대한 추가적인 해결방안은, 원형의 단면을 가진 단조편의 캘리브레이팅단조시 이를 수행

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에 있어, 상호 대칭되게 배치된 동일한 2개의 해머블럭쌍에 돌출 형성되는 2개의 작동부가 

해머블럭 그루부(groove) 몸체로 형성되는 공간에 의하여 분리되며, 상기 해머블럭 그루부의 내측으로는 상기 해머

블럭쌍에 수직인 면에 배치된 또 다른 해머블럭쌍의 작동돌출부가 동작에 필요한 일정한 틈을 가지고 삽입되고, 상기

각각의 해머블럭의 작동면은 그 단면이 다양한 곡률반경을 가지는 오목한 곡선의 형상이며, 상기 2개의 작동부가 형

성되는 해머블럭의 작동면의 곡률반경은 상기 또 다른 해머블럭쌍의 작동면의 곡률반경에 비해 1.05 - 1.25 배 큰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 단조편 제조방법 및 이를 위한 종합단조장비는 도 1 내지 도 10에 도시된 도면에 의하여 설명된다.

도 1은 두 개의 매니퓨레이터가 구비된 종합단조장비의 평면도;

도 2는 4해머블럭단조장치가 구비된 단조 프레스의 정면도;

도 3은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가 프레스 작업 영역에 설치되었을 때의 정면도;

도 4는 러프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에서, 4개의 해머블럭이 근접한 위치에 있는 상태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에서, 4개의 해머블럭이 근접한 위치에 있는 상태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원형의 단면을 가진 단조편의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에서, 해머블럭의 곡선으로 된

작동면을 도시한 도면;

도 7은, 도 6의 A-A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

도 8은, 도 6의 B-B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

도 9는, 도 7의 C-C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

도 10은, 도 8의 D-D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

도 6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캘리브레이팅단조가 이루어진 후의 직경이 d인 단조편을 나타내고, 도 9, 10에서 곡

률반경 R 1 과 R 2 인 해머블럭의 작동부는 서로 수직인 면에 존재한다.

도 1에서, 종합단조장비는, 단조 프레스(1), 매니퓨레이터(2,3), 적절한 위치에서 단조장치를 교체할 수 있는 이동 가

능한 기구테이블(4), 단조기구(4해머블럭단조장치)(5,6,7,8) 및 조절보드(9) 로 이루어진다. 도 2에서, 4해머블럭단조

장치(5)는 특별한 클램프(미도시)에 의하여 프레스(1)와 기구테이블(4)의 상부 플레이트(10)와 하부 플레이트(11)에 

부착된다. 도 3에서, 기구테이블에 위치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의 수는 입력된 생산 공정에 따라서 단조 공정에 앞서

결정된다. 그 러나, 그 수는 적어도 러프단조를 위해서 한개, 단조편(12)을 캘리브레이팅 하는데 한개이다.

도 4에서, 러프단조를 수행하는 모든 해머블럭의 작동면은, 중심면(bc)과 이에 인접한 두 개의 측면(bk, cf)으로 이루

어지는데, 상기 중심면(bc)과 인접한 측면(bk, cf)이 이루는 각(α)은 135 - 170°이다.

러프단조를 수행하는 단조장치에서, 해머블럭이 서로 근접한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해머블럭간의 공간의 면적은, 그 

단면에 있어서 도 4의 abcd로 명시된다(이를 'F'라 한다.).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수행하는 단조장치에서, 해머블럭이 

서로 근접한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해머블럭간의 공간의 면적은, 그 단면에 있어서 도 5의 a'b'c'd'로 명시된다(이를 '

F''라 한다.). 동시에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의 해머블럭이 근접한 위치에서 상호간에 형성

되는 공간의 면적은 러프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의 해머블럭이 근접한 위치에서 형성되는 공간의 최소

면적에 비해 1.1 - 1.4 배 작아서, F/F'의 비가 1.1 - 1.4 로 유지된다.

실시예



공개특허 10-2004-0093654

- 6 -

도 1 내지 도 10에 도시된 종합단조장비에서 본 발명에 의한 단조편을 생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 진

행된다. 먼저 종합단조장비는 공정을 진행 하기 위해 준비절차를 거친다. 이를 위해, 필요한 해머블럭이 구비되어 러

프단조나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를 기구테이블의 필요한 위치에 설치하고, 노(furnace)에

서 단조 온도로 미리 가열된 강괴나 강편을 공급하기 전에, 도 2에 도시된 것과 같이, 4해머블럭단조장치(5)를 기구테

이블(4)를 통하여 프레스(1)의 작업 영역으로 제공한다. 작업자는 프레스 조작보드(9)를 이용하여, 단조장치 상부의 

이동 가능한 부분이, 특별한 클램프(미도시)의 작동으로 프레스의 이동가능한 대들보의 상부 플레이트(10)에 부착되

도록 조작한다.

단조 온도로 미리 가열된, 티탄 서브그룹 금속과 이들의 합금(티탄, 지르코늄, 하프늄) 또는 니오브와 티탄 및 이들의 

합금으로 된 강괴는, 노로 부터 방출되고 매니퓨레이터(2)에 의해서 프레스의 작업 영역(1)으로 이송되어, 도 1에 도

시된 것과 같이, 러프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5)에서 단조된다. 소성 변형(plastic deformation)이 진행

되는 중에는 단조 공정에 따라서, 매니퓨레이터(2)가 매 한번의 스웨이징 후에 강괴를 이송하거나, 매니퓨레이터(2)가

매 한번의 스웨이징 후에 강괴를 이송하고 강괴의 길이 방향 축 주위로 강괴의 기울기를 조정한다. 강괴의 신장(exte

nsion)이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되면, 도 1과 같이, 타측 매니퓨레이터(3)가 강괴의 단조된 부분을 잡게 되고 동시에 매

니퓨레이터(2)는 강괴를 이송하거나 이송 및 기울기 조정을 수행한다. 단조는 허용될 수 있는 온도 범위에서, 강괴를 

한번 가열하는 동안 단조 압하율이 2:1 - 32.0:1 이 되도록 한다. 단조과정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첫번째 단계

에서는 한개 이상의 4해머블럭단조장치에서 러프단조가 진행되고, 두번째 단계에서는 캘리브레이팅단조가 진행되는

데, 이 때는 단조 압하율이 1.05:1 - 1.8:1 이 되며, 매 스웨이징 마다 각 쌍의 해머블럭의 작동부가 강괴 단면의 테두

리의 40 - 100 % 를 둘러싸도록 한다.

단면적이 큰 강괴를 단조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2해머블럭으로 진행한 후, 이 때 얻어진 중간체를 러프단조를 수행

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에서 단조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단면적이 큰 강괴를 단조하는 경우, 4해머

블럭단조장치가 프레스의 작업 영역 내부에 위치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단면을 가진 단조편으로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편평한 작업면을 가진 해

머블럭이 사용되고, 원형의 단면을 가진 단조편으로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오목한 곡면의 작업면을

가진 해머블럭이 사용된다.

높은 단조 압하율(8:1 이상인 경우)을 갖는 단조시에는, 강괴를 두들겨 피는 공정이, 여러개의 러프단조를 수행하는 4

해머블럭단조장치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도 1을 참조하면, 러프단조를 수행하는 첫번째 4해머블럭단조장치(5)에서

강괴의 단조가 이루어진 후에는, 강편이 프레스의 작업 영역 밖으로 이동되고, 단조장치(5)는 그 이동 가능한 부분이 

프레스의 상부 플레이트(11)에서 탈착되면서 프레스의 작업 영역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러프단조를 수행하는 

두번째 4해머블럭단조장치(6)가 프레스의 작업 영역으로 반입되어, 단조장치(6)의 상부 이동 가능한 부분이 프레스의

상부 플레이트(11)에 부착되면, 강편의 단조가 계속해서 진행된다. 필요하다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러프단조를 수행

하는 세번째 4해머블럭단조장치(7)가 프레스의 작업 영역으로 반입되어 설치된 후, 이를 이용한 러프단조가 진행된다

. 마지막으로, 도 3과 같이, 단조편(12)의 캘리브레이팅단조 공정이,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장치(8)

가 프레스의 작업 영역에 설치된 후, 진행된다.

본 발명 종합단조장비는, 러프단조와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가 기구테이블의 적절한 위치

에 미리 준비되고 설치되어 이를 단조 공정 중 연속적으로 적용하도록 이루어져, 단조 온도 범위 내에서 한번 강괴를 

가열하고도 단조 압하율이 32 : 1 에 이르는 등, 대단히 높이 신장(extension)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한편 단조 

과정 동안 집중적인 변형이 일어나므로 강편에 열이 발생한다. 동시에 강편의 열중 일부는 공기 중에서 냉각되면서 

손실되지만, 위와 같이 4해머블럭단조장치에서 스웨이징이 일어나는 동안 발생되는 강편의 열이 이를 보충해준다.

단조 압하율이 2.0 : 1 이하가 되도록 단조가 진행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데, 이는 티탄 서브그룹 금속과 합금 제

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단조편 은 필요한 품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조 압하율이 32.0 : 1 이상이 되도록 강괴의 단조가 진행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강편이 단조

가 허용되는 온도 이하로 냉각되어, 단조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되는 열이 강편의 냉각동안 발생되는 열손실을 보충하

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캘리브레이팅단조시, 단조 압하율이 1.05 : 1 이하가 되면 단조편 표면에 높은 품질과 

정밀도를 보장할 수 없으며, 단조 압하율이 1.8 : 1 인 경우에는 작업 효율을 크게 감소시키고 강편 표면에 칼라 마크(

collar mark)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매 스웨이징 마다 각 쌍의 해머블럭의 작동부가 강괴 단면 테두리의 40 % 이하

를 둘러싸도록 작동하는 경우에는, 단조편 표면에 높은 품질과 정밀도를 보장할 수 없으며, 단면 테두리의 100 % 이

상을 둘러싸도록 작동하는 장비는 디자인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높은 단조 압하율을, 가령 15 : 1 이상, 갖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괴나 강편은 가능한 짧아져서, 최종 단조편의 길

이가 본 장비에서 허용될 수 있는 최대 길이를 초과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최초 러프단조가 진행되는 경우, 짧은 강

괴를 고정시키는 매니퓨레이터가 러프단조가 진행되도록 4해머블럭단조장치의 작업 영역으로 강괴를 한 번 이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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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괴의 단조된 부분이 반대측 매니퓨레이터에 의해 고정될 때 까지, 더 이상 강괴의 이송없이 몇 번의 스웨이징과 

강괴의 기울기 조절만 이루어진다. 일단 반대측 매니퓨레이터가 강괴를 고정하게 되면, 두개의 매니퓨 레이터가 작동

하면서 단조가 진행된다.

러프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에서의 단조로부터,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에서

의 단조로 전환되는 단계에서, F/F' 값이 1.10 - 1.4 인 경우, 단조편은 높은 고품질을 나타낸다. 여기서 F, F'는 각각 

러프단조와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에서 해머블럭간의 공간 면적을 나타낸다.

F/F' 값이 1.10 보다 작은 경우에는, 캘리브레이팅단조 이후 단조편 표면의 고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

F/F' 값이 1.4 보다 큰 경우에는, 공정의 작업 효율이 감소하고, 단조편의 표면에 칼라 마크가 나타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러프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에서 각각의 해머블럭은 3개의 면에 의하여 작동

면을 갖는데, 2개의 측면이 한개의 중심면에 α= 135 - 170°의 각도로 인접해 있다. α가 135°보다 작으면 단조편

의 표면에 칼라 마크가 생길 수 있으며, α가 170°보다 크면 러프단조를 수행하는 한개의 4해머블럭단조장치에서 

높은 단조 압하율을 갖도록 동작할 수 없다.

도 6에서 점선으로 도시된, 높은 표면 품질과 정밀도를 갖는 직경 d 인 원형 단면의 단조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

형의 단면을 가진 단조편의 캘리브레이팅단조시 이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에 있어서, 도 6 내지 도 8에서 도

시된 바와 같이, 상호 대칭되게 배치된 동일한 2개의 해머블럭쌍에 돌출 형성되는 2개의 작동부(13,14)가 폭이 L인 

해머블럭 그루부(groove) 몸체로 형성되는 공간에 의하여 분리되며, 상기 해머블럭 그루부(L)의 내측으로는 상기 해

머블럭쌍에 수직인 면에 배치된 또 다른 해머블럭쌍의 작동돌출부(15)가 동작에 필요한 일정한 틈을 가지고 삽입된

다. 동시에 도 9 및 도 10을 참조하면, 상기 각각의 해머블럭의 작동면은 그 단면이 다양한 곡률반경을 가지는 오목한

곡선의 형상이며, 상기 2개의 작동부가 형성되는 해머블럭의 작동면의 곡률반경(R1)은 상기 또 다른 해머블럭쌍의 

작동면의 곡률반경(R2)에 비해 1.05 - 1.25 배 이어서, R1 = (1.05 - 1.25) R2 의 관계가 성립한다.

위와 같은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수행하는 해머블럭의 디자인은 최종적으로 캘리브레이팅단조 공정을 진행하는 동안 

미세하나마 존재하는 강편의 확장을 보상한다.

R1 < 1.05 R2 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단조편의 표면 품질과 정밀도가 충분히 증가되도록 할 수 없다.

R1 > 1.25 R2 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표면이 더욱 나빠져서 단조편의 정밀도가 감소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의 산업적인 적용을 나타내는 예. 직경 450 mm 인 지르코늄 합금 E110 의 강괴를 길이가 1165 mm 인 세 개

의 똑같은 조각으로 잘라내고, 이 조각들을 배치 타입의 전기로에서 950 ℃ 의 온도로 가열하고, 러프단조를 수행하

는 두개의 4해머블럭단조장치와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수행하는 한개의 4해머블럭단조장치로 이루어진 자동 종합단조

장비에서 단조한다; 이 때 단조 프레스의 유압은 1250 t 이고, 두 개의 매니퓨레이터는 상호간 및 프레스에 대해서 동

시에 작동한다.

주조된 강편의 무게는 1205 kg 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수행하는 단조장치의 해머블럭들이 서

로 근접한 위치에서 형성되는 공간의 면적과, 러프단조를 수행하는 두번째 4해머블럭단조장치의 해머블럭들이 근접

한 위치에서 형성되는 공간이 최소일 때의 면적은, 전자가 후자보다 1.2 배 작다. 러프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

조장치에서 각각의 해머블럭의 작동면은, 해머블럭의 지지면과 평행하게 위치한 중심면과 상기 중심면의 양 사이드

에서 135°의 각을 이루는 두 개의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직경 113 mm 인 원형의 단면을 가진 단조편을 생산하기 위

해서는, 캘리브레이팅단조 공정시, 그루브에 의해서 분리된 두개의 작동부를 구비한 한 쌍의 해머블럭과 상기 작동부

에 수직인 면에 위치하는 두번째 쌍의 해머블럭으로 된 4해머블럭단조장치가 사용된다. 동시에, 첫번째 쌍의 해머블

럭의 오목한 곡면의 곡률반경은 두번째 쌍의 해머블럭의 오목한 곡면의 곡률반경 보다 1.15 배 커서, R1 = 1.15 R2 

의 관계가 유지된다.

직경 450 mm 로 주조된 강편은 다음과 같이 단조된다. 강괴 직경 450 mm →360 ×360 mm →290 ×290 mm →22

0 ×220 mm →160 ×160 mm →120 ×120 mm →직경 113 mm.

단조는 두 가지 단계에서 진행된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러프단조를 수행하는 두 개의 4해머블럭단조장치에서 러프단

조가 진행되고, 두번째 단계에서는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에서 캘리브레이팅단조가 진행

된다. 총 단조 압하율은 15.9 : 1 이다. 단면적이 220 ×220 mm 가 될 때까지(단조 압하율 3.28 : 1) 단조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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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프단조를 수행하는 첫번째 단조장치에서 진행되고, 단면적이 120 ×120 mm 가 될 때까지 단조하는 것은 러프단조

를 수행하는 두번째 단조장치에서 진행된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단면적이 120 ×120 mm 인 정사각형 강편을 직경 1

13 mm 인(단조 압하율 1.44 : 1) 단조편으로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에서 단조한다. 캘리

브레이팅단조 과정 중에는, 매 스웨이징 마다 각 쌍의 해머블럭의 작동부가 강괴 단면 테두리의 80 - 90 % 를 둘러싸

면서 진행된다.

단조 후에는, 직경 113 mm 인 단조편을 기계적으로 처리하여 190 mm 길이의 홀 직경이 28.5 0.5 mm 인 직경 109 
-0.5 강편이 생산된다.

단조 공정의 작업 효율(operative efficiency)은 4681 kg/h 이고, 직경 공차는 ±1 mm 를 초과하지 않으며, 생산 수

율(product yield)은 84.6% 이다.

상기 강편은 TU 95.2594-96 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품질을 갖는 9.13 ×7.72 mm 의 튜브를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비교를 위하여, JSC 'Chepetsky Mechanical Plant' 에 근거한 합금 E110의 단조편을 제조하는 기술적인 공정을 기

준으로 삼는다. 상기 기술적인 공정하에서는, 미리 가열된 강괴가 우선 5t 무게의 낙하부(dropping parts)를 가진 해

머로 단조되어, 강괴의 두번째 부분이 미리 가열(또는 두번째로 가열)된 채로, 110 ×110 mm 정사각형의 단면을 가

진 단조편이 된다. 그리고 이 강편은 미리 가열되고, 3t 무게의 낙하부를 가진 편평한 해머블럭에 의하여 직경 117 +

10 mm 로 단조된다. 단조 후에는, 단조된 단조편을 기계적으로 처리하여 190 mm 길이의 홀 직경이 28.5 0.5 mm 인 

직경 109 -0.5 강편이 생산된다. 단조 공정의 작업 효율은 2036 kg/h 이고, 직경 공차는 ±5 mm 이며, 생산 수율은 6

9.4% 이다. 따라서 기준으로 삼았던 공정과 비 교하면, 본 발명은, 단조 공정의 작업 효율이 2.3 배 증가되고, 단조편 

단면적의 공차 범위가 5 배 감소되며, 금속 수율이 15.2% 증가되었다.

표 1 및 표 2는 본 발명(제조방법 및 종합단조장비)의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적 데이타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원형 및 비교의 기준으로 삼았던 기술적인 공정을 본 발명과 비교했을 때, 본 발명 

티탄 서브그룹 금속과 합금의 단조편 제조방법 및 이를 위한 종합단조장비에 따르는 경우, 작업 효율이 1.4 - 2.3 배, 

금속 수율이 2 - 15.2% 증가되고, 단조편 단면적의 공차 범위 감소는 2 - 5 배 이고, 또한 단조편의 표면의 품질도 향

상됨을 알 수 있다.

[표 1]

실험 번호

총 단조

압화율

YΣ

캘리브레이팅단조시 

단조 압화율, YK

캘리브레이팅단조시 

강편 단면적 테두리를 

둘러싸는 부분, %

작 업

효 율,

kg/h

생 산

수 율

,

%

직 경

공 차,

±mm
비 고

1
15.9 : 

1
1.44 : 1 80 - 90 4681 84.6 1

2
15.9 : 

1
1.8 : 1 80 - 90 4170 84.1 1

3
15.9 : 

1
1.9 : 1 60 - 90 - - -

단조편 표면으로 외래 물

질이 포함되지 않음.

4
15.9 : 

1
1.05 : 1 80 - 90 4695 84.3 1

5
15.9 : 

1
1.03 : 1 80 - 90 - - -

단조편 표면에 리지(ridge

s)가 발생되지않음.

6 1.8 : 1 1.12 : 1 80 - 90 - - -
불충분한 주조 구조 공정 

으로 금속의 품질이 낮음.

7 33 : 1 1.4 : 1 80 - 90 - - -

강편은 허여되는 온도 이

하로 냉각되고, 단조는 중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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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5.9 : 

1
1.4 : 1 30 3900 83.1 2

단조편 표면은 해머블럭 

자국이 남음.

9
25.2 : 

1
1.6 : 1 60 - 80 4190 84.5 1

4해머블럭단조장치에서 

단조하기 전에 2해머블럭

에서 강괴를 단조시킴.

10

기준으로 

삼았던 기

술공정

15.9 : 

1
- - 2036 69.4 5

단조편 표면에 조잡한 해

머블럭의 표시가 나타남.

11

본 발명의

원형

15.9 : 

1
- - 3350 80.1 2 - 3

단조편 표면에 해머블럭의

자국이 생김.

[표 2]

실험 번호 F/F', 단위 α, 각도 R1/R2,단위

작 업

효 율,

kg/h

직 경

공 차,

±mm
비 고

1
1.2 135 1.15 4681 1

2 1.2 125 1.15 - -
단조편 표면으로 외래 물질이 포함되지 

않음.

3
1.2 170 1.15 4675 1

4 1.2 180 1.15 - - 단조편이 필요한 크기로 단조되지 않음.

5
1.1 135 1.15 4610 1

6
1.4 155 1.15 4320 1

7 1.5 155 1.15 3800 1 단조편 표면으로 외래 물질이 포함됨.

8 1.2 135 1.04 4600 2 단조편 표면에 해머블럭의 자국이 생김.

9 1.2 135 1.3 4680 2 단조편의 표면 품질이 떨어짐.

10

기준으로 삼았던 기술

공정

- - - 2036 5 단조편 표면에 해머블럭의 자국이 생김.

11

본 발명의 원형
- - - 3350 2 - 3 단조편 표면에 해머블럭의 자국이 생김.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강괴 가열과정과 두개의 매니퓨레이터가 구비된 프레스에서의 단조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단조과정은 4해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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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단조장치가 4면에서 스웨이징 하는 몇 번의 단계 동안 진행되고, 매 번 강편에 대한 스웨이징, 이송 및 기울기 조정

이 이루어질 때 마다 강편의 길이 방향 횡면에서 금속의 추가적인 거시 이동이 일어나는 티탄 서브그룹 금속과 합금

을 주성분으로 하는 단조편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조과정은, 단조가 허용되는 온도 범위에서 강괴를 한번 가열하는 동안 단조 압하율(reduction ratio)이 2.0:1 

- 32.0:1 이고, 한 개 이상의 4해머블럭단조장치에서 러프단조(rough forging)가 진행되는 첫번째 단계와, 단조 압하

율이 1.05:1 - 1.8:1 이고 매 스웨이징 마다 각 쌍의 해머블럭의 작동부가 강괴 단면 테두리의 40 - 100 % 를 둘러싸

도록 하는 캘리브레이팅단조(calibrating forging)가 진행되는 두번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탄 서

브그룹 금속과 합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단조편 제조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러프단조의 최초 단계에서, 강괴를 고정시키는 매니퓨레이터가 4해머블럭단조장치의 작업 영

역으로 강괴를 한 번만 이송하고, 강괴의 단조된 부분이 다른 매니퓨레이터에 의해서 고정될 때 까지, 몇 번의 스웨이

징과 기울기 조정만 진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탄 서브그룹 금속과 합금을 주성분 으로 하는 단조편 제조방법.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러프단조를 수행하는 한 개 이상의 4해머블럭단조장치에서의 단조 전에, 2해머블

럭으로 강괴를 단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탄 서브그룹 금속과 합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단조

편 제조방법.

청구항 4.
두 개 이상의 4해머블럭단조장치로 된 단조기구, 상기 단조기구를 고정시키기 위한 잠금장치가 구비된 상부 및 하부 

플레이트, 이동가능하며 상부면에는 상기 단조기구가 위치하고 적절한 위치에서 상기 단조기구가 교체되는 기구테이

블, 한 개 또는 두개의 매니퓨레이터로 이루어진 종합단조장비에 있어서,

상기 기구테이블의 작업 영역에는 러프단조를 수행하는 한개 이상의 4해머블럭단조장치와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수행

하는 최소 한개의 4해머블럭단조장치가 배치되며, 상기 러프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의 각 해머블럭 작동

면은 해머블럭을 지지하는 면에 평행한 면과 135 - 170°의 각도에서 이에 인접한 2개의 측면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의 각 해머블럭 작동면은 반복적으로 상호간에 근접하여 최종 단조

편의 단면 형상을 형성하며, 캘리브레이팅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의 해머블럭이 근접한 위치에 서 상호

간에 형성되는 공간의 면적은 러프단조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의 해머블럭이 근접한 위치에서 형성되는 공

간의 최소면적에 비해 1.1 - 1.4 배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합단조장비.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원형의 단면을 가진 단조편의 캘리브레이팅단조시 이를 수행하는 4해머블럭단조장치에 있어, 상호 

대칭되게 배치된 동일한 2개의 해머블럭쌍에 돌출 형성되는 2개의 작동부가 해머블럭 그루부(groove) 몸체로 형성

되는 공간에 의하여 분리되며, 상기 해머블럭 그루부의 내측으로는 상기 해머블럭쌍에 수직인 면에 배치된 또 다른 

해머블럭쌍의 작동돌출부가 동작에 필요한 일정한 틈을 가지고 삽입되고, 상기 각각의 해머블럭의 작동면은 그 단면

이 다양한 곡률반경을 가지는 오목한 곡선의 형상이며, 상기 2개의 작동부가 형성되는 해머블럭의 작동면의 곡률반경

은 상기 또 다른 해머블럭쌍의 작동면의 곡률반경에 비해 1.05 - 1.25 배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합단조장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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