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B23P 15/00 (2006.01)

     B21D 43/0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4월18일

10-0708760

2007년04월11일

(21) 출원번호 10-2006-0024742 (65) 공개번호

(22) 출원일자 2006년03월17일 (43) 공개일자

심사청구일자 2006년03월17일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한성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림동 2-16

정우창

대구 수성구 신매동 579 시지천마타운 222동 1002호

(72) 발명자 정우창

대구 수성구 신매동 579 시지천마타운 222동 1002호

백승원

대구 달서구 월성동 89번지 서한아파트 102동 1401호

(74) 대리인 정상규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10259447 A

KR1020020046845 A

KR1019980040737 A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신동혁

전체 청구항 수 : 총 12 항

(54)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 및 이의 제조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프레스 경화를 이용한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되어 강도가 우수한 자동차 드

라이브 플레이트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의 제조 방법은, (a) 크롬(Cr), 몰리브덴(Mo), 보론(B), 바나듐(V) 및 니켈(Ni)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어느 하나의 원소가 함유된 강판을 준비하는 단계; (b) 상기 강판을 블랭킹 및 피어싱을 포

함하는 공정을 거쳐 복수의 구멍이 형성된 판상 형태로 형성하는 단계; (c) 상기 강판을 오스테나이트 영역에 해당하는 온

도로 가열하는 단계; (d) 상기 강판을 프레스금형으로 급속히 이송하는 단계; 및 (e) 상기 강판을 프레스금형에서 급속 냉

각시키는 것과 동시에 드라이브플레이트 형상으로 성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에 의하면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어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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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크롬(Cr), 몰리브덴(Mo), 보론(B), 바나듐(V) 및 니켈(Ni)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어느 하나의 원소가 함유

된 강판을 준비하는 단계;

(b) 상기 강판을 블랭킹, 피어싱 및 드로잉을 포함하는 공정을 거쳐 드라이브 플레이트 형상으로 성형하는 단계;

(c) 상기 강판을 오스테나이트 영역에 해당하는 온도로 가열하는 단계;

(d) 상기 강판을 프레스금형으로 급속히 이송하는 단계; 및

(e) 상기 강판을 프레스금형에서 급속 냉각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a) 크롬(Cr), 몰리브덴(Mo), 보론(B), 바나듐(V) 및 니켈(Ni)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어느 하나의 원소가 함유

된 강판을 준비하는 단계;

(b) 상기 강판을 블랭킹 및 피어싱을 포함한 공정을 거쳐 복수의 구멍이 형성된 판상 형태로 형성하는 단계;

(c) 상기 강판을 오스테나이트 영역에 해당하는 온도로 가열하는 단계;

(d) 상기 강판을 프레스금형으로 급속히 이송하는 단계; 및

(e) 상기 강판을 프레스금형에서 급속 냉각시키는 것과 동시에 드라이브 플레이트 형상으로 성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강판은 0.8~0.9중량%의 탄소(C), 0.35중량%이하의 규소(Si), 0.5중량% 이하의 망간(Mn), 0.25중량% 이하의 니켈

(Ni), 0.30중량% 이하의 크롬(Cr), 0.25중량% 이하의 구리(Cu)를 포함하는 강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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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e) 단계 이후에,

상기 강판을 150℃ 내지 500℃로 템퍼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템퍼링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강판에 쇼트 피닝 및 내경부 가공을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 제조 방

법.

청구항 6.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에서, 상기 프레스금형은 그 내부에 냉각 물질이 순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에서, 상기 프레스금형은 그 내부에 냉각 물질이 순환되고 상기 프레스금형 표면의 노즐을 통해 상기 냉각 물

질이 상기 강판에 분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에서 상기 강판은 800℃ 내지 1000℃의 온도로 가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에서 상기 강판은 배취(batch)로, 연속로 및 회전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가열로에서 가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 1항 또는 제 2항에 기재된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에 의해 제조되어 인장 강도가 1200MPa 내지

1700MPa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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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4항에 기재된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에 의해 제조되어 인장 강도가 1200MPa 내지 1700MPa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

청구항 12.

제 5항에 기재된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에 의해 제조되어 인장 강도가 1200MPa 내지 1700MPa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 및 이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프레스 경화를 이용한 자동차 드

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 및이에 의해 제조되어 특성이 우수한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에 관한 것이다.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는 토크 컨버터(torque converter)와 엔진의 크랭크샤프트(crankshaft)를 체결하여 동력을 변

속기에 전달하는 기능성 부품으로 엔진 및 변속기 사양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진다.

트랜스액슬 케이스(transaxle case)(10)에 장착된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12)가 도 1에 도시되어 있으며, 현재 사용되

는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12a, 12b)의 다양한 예가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는 상기한 바와 같이 엔진의 회전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평면도 또는 평행도

같은 형상 특성, 치수 정밀도, 내피로성, 인성 등의 여러 가지 특성이 우수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만족하기 위하여 자동차

플레이트는 매우 정밀하게 성형되어야 하며 열처리 또한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종래 기술에 따른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을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표 1의 비교재 1 및 비교재 2)

먼저, 철강 코일을 레벨링하여 강판을 준비하고 이를 블랭킹, 굽힘 가공을 포함하는 드로잉 가공, 피어싱 및 리스트라이킹

(restriking)을 수행하여 소정 형상의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로 성형한다.

이어서,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 형상으로 성형된 강판에 오스템퍼링(austempering)을 수행한다. 오스템퍼링은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를 메쉬 벨트(mesh belt)형 연속로 또는 배취(batch)로에서 오스테나이트 영역까지 가열한 후

250~450℃ 정도로 유지된 염욕로로 급냉시켜 베이나이트로 등온 변태시킨 후 공냉하는 열처리를 말한다.

이러한 오스템퍼링에 의하면 강판의 잔류 응력, 균열, 치수 변화 및 비틀림 현상이 적고, 강판의 인성과 피로강도를 효과적

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오스템퍼링한 강판의 1300~1400MPa의 인장 강도, 1050~1150MPa의 항복 강도, 9~12%의 연

신율, 420~450의 비커스 경도를 가진다.

이어서, 강판에 지그 템퍼링 또는 프레스 템퍼링을 수행한다. 오스템퍼링을 수행할 때 강판에 극심한 열변형이 발생되는

데, 이 지그 템퍼링과 프레스 템퍼링은 이 열변형을 보정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강판을 보정하여 평면도를 확보하는

공정이다.

지그 템퍼링은 오스템퍼링한 강판을 적층한 다음 대략 450℃에서 10톤 정도의 힘으로 가압한 후 쐐기로 보정하는 방식이

며, 프레스 템퍼링은 450℃로 가열된 금형으로 오스템퍼링한 강판을 하나씩 가압하면서 보정하는 방식이다. 지그 템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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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프레스 템퍼링이 단시간에 보정이 가능하여 기계적 성질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며, 가압력이 균일하

여 평면도 확보에도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지그 템퍼링은 오스템퍼링에서 메쉬 벨트형 연속로를 사용한 경우에 수행되며,

프레스 템퍼링은 오스템퍼링에서 배취로를 사용한 경우에 수행된다.

이어서, 강판에 쇼트피닝 및 내경부 가공을 수행하여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를 완료한다.

이와 같이 종래 기술에 따른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에서는 오스템퍼링 시 발생된 열변형의 방지를 위해 지

그 템퍼링 또는 프레스 템퍼링 등의 가압이 필요한 템퍼링을 더 수행하여야 하므로 공정이 매우 복잡하다. 이에 따라 자동

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비용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단순한 공정으로 형상 및 특성이 우수한 자

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은, (a) 크롬(Cr), 몰리브덴(Mo), 보

론(B), 바나듐(V) 및 니켈(Ni)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어느 하나의 원소가 함유된 강판을 준비하는 단계; (b) 상

기 강판을 블랭킹, 피어싱 및 드로잉을 포함하는 공정을 거쳐 드라이브 플레이트 형상으로 성형하는 단계; (c) 상기 강판을

오스테나이트 영역에 해당하는 온도로 가열하는 단계; (d) 상기 강판을 프레스금형으로 급속히 이송하는 단계; 및 (e) 상기

강판을 프레스금형에서 급속 냉각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은, (a) 크롬(Cr), 몰리브덴

(Mo), 보론(B), 바나듐(V) 및 니켈(Ni)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어느 하나의 원소가 함유된 강판을 준비하는 단

계; (b) 상기 강판을 블랭킹 또는 피어싱을 포함하는 공정을 거쳐 복수의 구멍이 형성된 판상 형태로 형성하는 단계; (c) 상

기 강판을 오스테나이트 영역에 해당하는 온도로 가열하는 단계; (d) 상기 강판을 프레스금형으로 급속히 이송하는 단계;

및 (e) 상기 강판을 프레스금형에서 급속 냉각시키는 것과 동시에 드라이브플레이트 형상으로 성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에 의하면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어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상기 강판은 0.8~0.9중량%의 탄소(C), 0.35중량%이하의 규소(Si), 0.5중량% 이하의 망간(Mn), 0.25중량% 이하의 니켈

(Ni), 0.30중량% 이하의 크롬(Cr), 0.25중량% 이하의 구리(Cu)를 포함하는 강판일 수 있다.

상기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은, 상기 (e) 단계 이후에 상기 강판을 150℃ 내지 500℃로 템퍼링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템퍼링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강판에 쇼트 피닝 및 내경부 가공을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e) 단계에서 상기 프레스 경화 설비의 금형 내부에 냉각 물질이 순환되는 상태에서 상기 강판을 성형할 수 있다. 이

러한 방법에 의해 프레스 성형 중에 강판을 효과적으로 칭할 수 있다. 이 때, 상기 금형 표면의 노즐을 통해 상기 냉각 물

질을 상기 강판에 분사시켜 냉각 효과를 좀더 향상시킬 수 있다.

이송 시의 온도 저하 및 탄소 함량을 고려하여 상기 (c) 단계에서 상기 강판은 800℃ 내지 1000℃의 온도로 가열될 수 있

다.

상기 (c) 단계에서 상기 강판은 배취(batch)로, 연속로 및 회전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가열로에서 가열

될 수 있다.

상기의 제조 방법에 의해 제조된 본 발명에 따른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는 인장 강도가 1200MPa 내지 1700MPa으로

매우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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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다.

표 1은 본 발명의 자동차 드라이버 프레이트의 제조방법을 종래기술과 비교한 것이다.

[표 1]

표 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표 1의 발명재 1)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은 강판 준비 단계(ST10), 블랭킹 단계

(ST15), 드로잉 가공 단계(ST20), 피어싱 단계(ST25), 리스트라이킹 단계(ST30), 가열 단계(ST35), 이송 단계(ST40),

프레스 경화 단계(ST45), 템퍼링 단계(ST50), 쇼트 피닝 단계(ST55) 및 내경부 가공 단계(ST60)를 포함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모든 가공, 열처리 등이 모두 수행된 강판, 즉 내경부 가공 단계(ST60)까지 수행된 강판을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라고 칭하고, 그 외의 강판은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로 성형된 경우라도 강판이라고 칭한다.

상기 각 단계를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판 준비 단계(ST10)에서는 크롬(Cr), 몰리브덴(Mo), 보론(B), 바나듐(V), 니켈(Ni) 등의 경화능 향상 원소가 적어

도 하나 함유된 강판을 준비한다. 강판은 이 외에도 다른 원소를 포함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경화능 향상 원소 중 보론의 함유량은 각기 0.0005중량% 내지 0.005중량%일 수 있다. 보론이 0.0005중량% 미만

으로 함유되는 경화능 향상 효과가 크지 않으며, 보론이 0.005중량%를 초과하여 함유되는 경우에는 인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에 필요한 특성을 고려하여 함유

량을 조절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는, 상기 강판은 0.8~0.9중량%의 탄소(C), 0.35중량% 이하의 규소(Si), 0.5중량% 이하의 망간(Mn), 0.25중량% 이하

의 니켈(Ni), 0.30중량% 이하의 크롬(Cr), 0.25중량% 이하의 구리(Cu), 기타 불가피한 원소 및 잔부 철(Fe)로 구성되는

SK5강일 수 있다. 상기 규소(Si), 망간(Mn), 니켈(Ni), 크롬(Cr), 구리(Cu)는 적어도 미세한 양이 포함될 수 있으며, 즉 이

러한 원소의 상기 중량%의 하한은 0은 아니다.

그러나,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에 필요한 특성을 고려하여 함유량을 조절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상기 크롬, 몰리브덴, 보론, 바나듐, 니켈 등의 경화능 향상 원소는 강판의 경화능을 향상시켜 프레스 경화 단계(ST45) 이

후에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주조직이 마르텐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서는 프레스 경화 단계(ST45)에

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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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블랭킹 단계(ST15)에서 강판을 적당한 크기로 블랭킹한다.

이어서, 드로잉 가공 단계(ST20)에서 강판에 굽힘 가공을 포함하는 드로잉 가공을 수행한 다음, 피어싱 단계(ST25) 및 리

스트라이킹 단계(ST30)를 차례로 수행하여 강판을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 형상으로 성형한다.

블랭킹 단계(ST15), 드로잉 가공 단계(ST20) 및 피어싱 단계(ST25)는 공정 순서를 달리하거나, 이 중 적어도 두개 이상

의 공정이 동시에 수행될 수도 있다.

또한, 블랭킹, 피어싱, 드로잉 및 리스트라이킹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이라면, 용어에 한정되지 않고 이러한 공정

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물론이다.

이어서, 가열 단계(ST35)에서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 형상으로 성형된 강판을 가열로에 넣고 가열한다. 이 때, 이송 단

계(ST40)에서의 온도 저하 및 강판의 탄소 함량 등을 고려하여 800℃ 내지 1000℃ 온도까지 가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예에서 가열로로는 메쉬 벨트형 연속로, 전기나 가스를 열원으로 하는 배취로 또는 회전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

나,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가열로를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어서, 이송 단계(ST40)에서 강판을 프레스 경화 설비로 이송한다. 강판의 이송 시간이 길어지면 강판의 온도가 낮아져

프레스 경화 이후에 강판 내부에 페라이트, 펄라이트, 베이나이트 등이 생성되어 강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강판의

성분을 고려하여, 상기의 강도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로 강판을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강판을 펄라이트 또는 페라이트 상이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속도로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한 한 가장 빠

른 속도로 이송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여기서, 강판은 로봇을 이용하여 이송하거나 수작업으로 이송할 수 있다.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방

법으로 강판을 이송할 수 있다.

이어서, 프레스 경화 단계(ST45)에서는 프레스금형에서 급속 냉각을 통하여 프레스 경화를 수행한다. 여기서, 프레스 경

화라 함은 강도가 낮고 연성이 우수한 고온에서 강판을 프레스 성형함과 동시에 냉각된 금형에 의해 강판을 칭하는 것을

말하며, 당업계에서는 프레스 담금질, 프레스 칭, 다이 칭, 열간 프레스 성형, 핫 프레스 포밍 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프레스 성형과 함께 강판을 칭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일례로, 금형 내부에 냉각 물질을 순환시키면

서 프레스 성형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상기 금형 내부로의 냉각 물질 순환과 함께 금형 표면의 작은 노즐을 통해 냉각 물

질을 강관에 분사하면서 강관을 프레스 성형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냉각효과가 향상되게 된다.

여기서, 냉각 물질이라 함은 냉각수, 냉각오일 등의 물질을 말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경화능이 우수한 성형된 강판을 칭하여, 성형된 강판의 주조직이 높은 강도의 마르텐사이트가 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가 높은 강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금형 내부에서 칭이 이루어지므로 금형이 성형된 강판의 열변형 및 이에 따른 뒤틀림을 효과적으로 방

지한다. 결과적으로 본 실시예에 따르면 우수한 형상 및 특성을 갖는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를 제조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강판은 강판 준비 단계(ST10)와 가열 단계(ST35) 사이의 드로잉 가공 단계(ST20)에서 성형되므로, 프레

스 경화 단계(ST45)에서는 별도의 성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본 실시예에서 프레스 경화는 칭을 통한 강도 확보 및

칭 시 발생될 수 있는 열변형을 억제하여 우수한 형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강판의 성형은 수행되지 않는다.

프레스 경화가 완료되면 프레스 경화 설비의 금형에서 강판을 취출한다. 강판이 상온에 도달한 후에 금형에서 취출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만,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오스테나이트에서 마르텐사이트로의 변태가 완료된 온도 직하에서 강판을 취출하는

것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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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템퍼링 단계(ST50)에서 강판을 템퍼링한다. 프레스 경화 직후의 강판은 취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저온에서 템퍼링

하여 인성을 향상시킨다. 템퍼링 온도는 강도 저하가 크지 않으면서 인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150℃ 내지 500℃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강판의 성분에 따라 템퍼링 온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이어서, 쇼트 피닝 단계(ST55)에서 강판에 쇼트 피닝을 하여 표면 특성과 피로 특성을 향상시킨 후, 강판에 내경부 가공

단계(ST60)를 수행하여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를 완료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은, 오스템퍼링 및, 이러한 오스템퍼링 열처리 시 발생된 열변형

방지를 위해 수행되는 가압 템퍼링을 생략할 수 있어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

조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표 1의 발

명재 2)

제2 실시예에서 제1 실시예와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한 단계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생략하고 서로 다른 단계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블랭킹 단계(ST15)를 거친 강판에 드로잉 가공 단계 없이 피어싱 단계(ST25),

가열 단계(ST35), 이송 단계(ST40)을 수행한 다음, 프레스 경화 단계(ST65)에서 강판을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형

상으로 성형한다. 이어서, 강판에 템퍼링 단계(ST50), 쇼트 피닝 단계(ST55) 및 내경부 가공 단계(ST60)를 수행하여 자

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를 완료한다.

즉, 블랭킹 단계(ST15)와 피어싱 단계(ST125)를 거쳐 강판을 복수의 구멍이 형성된 판상 형태로 형성하고, 이를 가열한

후 이송하여 프레스 경화 단계(ST65)에서 상기 판상 형태의 강판을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형상으로 성형한다.

블랭킹 단계(ST15)와 피어싱 단계(ST2)는 공정 순서를 달리하거나 동시에 수행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프레스 경화는 칭을 통한 강도 확보 및 칭 시 발생될 수 있는 열변형을 억제하여 우수한

형상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판의 성형 또한 수행된다. 즉, 본 실시예에서는 프레스 경화 단계(ST65)에서 강판

의 성형 공정을 함께 수행하여 강판의 성형을 위한 제 1 실시예의 드로잉 가공 단계(도 4의 참조 부호 “ST20" 참조)와 리

스트라이킹 단계(도 4의 참조 부호 ”ST30" 참조)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며, 이에 따라 공정을 더 줄일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발

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한 도면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또한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에 따르면, 프레스 경화를 이용하여 공정을 생략할 수 있

어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 특히, 프레스 경화 단계에서 강판을 성형하는 경우에는 공정을 더 생략하여 공정을 좀더 단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프레스 경화 설비의 금형 내부에서 강판을 칭하므로, 열변형 및 뒤틀림을 방지하여 우수한 형상 및 특성을 갖는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를 제조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트랜스액슬 케이스에 장착된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다양한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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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른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자동차 드라이브 플레이트의 제조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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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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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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