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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환경오염과 자동차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여러 국가에서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연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차량 경량화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각종 

안전법규 강화와 편의 장치 적용으로, 자동차 중량은 지속적으로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일 또는 좀 더 발전된 성능을 

가지면서 가볍게 만들어야 하므로 차체의 소재는 얇아지고 고강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시트는 차량 중량의 3~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5], 인장강도 980MPa ~ 1,180MPa의 초고장력강판(UHSS : Ultra 

High Strength Steel)을 활용한 경량화 시트 부품을 개발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Lee등[1]은 980MPa급 강판을 이용하여 시트 사이드 프레임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Park등[4]은 980MPa급 자동차 시트 Lower rail의 

공정 설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Lee등[2]은 Yoshida-Uemori 역학 

경화 모델을 이용한 980Mpa급 시트 레일의 롤 포밍(Roll Forming) 공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Lee등[5]과, Oh등[6,7]은 1,180MPa급 시트레일 

성형에 관한 선제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등 시트레일은 초고장력강판 

적용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품이다.

자동차 시트레일(Seat rail)은 Fig.1과 같이 시트 하단 부 장착되어 

있으며, 전후 구동을 통한 위치조정 및 고정기능을 하기 때문에 탑승자의 

안전성과 직결되므로 강도적으로 중요한 부품이다[3].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할 때 시트레일이 이탈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시트레일은 Upper rail과 Lower rail이 Retainer와 접촉을 하면서 

구동을 하는 구조이다. 레이저 용접이 상용화 되면서 타 부품과 접촉 

조립되는 시트레일의 상/하면 편평도 관리가 요구되고, 최근 전기차 

확대와 차량의 고급화로 정숙성이 향상되어 유격이나 소음 같은 

감성품질도 동시에 요구되므로 레일 밴딩 형상의 윤곽도 유지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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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Seat and seat rail in automobile

Fig.2 Development Trends in Seat 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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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는 시트레일의 개발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경량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소재는 점차 고강도화 되고 단순한 대칭 형상에서 복잡한 비대칭 

형상으로 변화함에 따라, 그 흐름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장점) 비대칭 형상 적용으로 횡강성 향상 및 내측 공간 확보가 유리해 

졌으며, 초고장력강판(UHSS) 적용으로 단면이탈강도 상승.

단점) 소재가 고강도화되어 항복강도 상승과 연신율 부족으로 제한된 

성형성을 가지며 비대칭 구조는 밴딩 성형시 좌/우 구속 저항의 

차이를 발생시켜 편측 쏠림 및 스프링백 제어를 어렵게 함.

초고장력강 시트레일 성형은 롤 포밍(Roll Forming) 공법이나 냉간 

프레스 성형(Cold Press Forming)이 가장 많이 이루어 진다. 롤 포밍 

공법은 롱 레일(Long rail) 성형에는 유리하지만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냉간 프레스 성형 공법이 선호된다[5].

냉간 프레스 성형에 관련하여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는 대칭형 시트 

레일(Symmetric Seat rail) 성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비대칭 시트 

레일 (Asymmetric Seat rail) 성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냉간 프레스 성형기술을 사용하여 980Mpa급 

비대칭 Lower rail 개발 시 발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효율적인 

공정 개발을 수행하고자 한다.

초고장력강의 스프링백과 비대칭 밴딩 성형으로 발생되는 편측 쏠림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최적의 공정을 해석과 실험을 통해 제시하고, 

실제 금형 제작 및 밴딩 성형을 수행한 후 주요 치수 정밀도를 확인하고 

시트레일로 제작하여 유격, 작동력, 강도를 평가하여 제조 공정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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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소재 인장 시험

소재들에 대한 기초 물성 평가는 제품 및 금형 설계에 필수 사항이다. 

냉간 프레스 성형은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물성치 또한 

상온 인장시험을 통하여 기계적인 특성을 평가하였다. 

인장 시편의 형상은 Fig.3(a)와 같이 KS13B 규격으로, 원소재 코일의 

이방성을 고려하여 0°방향, 45°방향, 90°방향으로 제작을 하였다. 

소재는 실제 시트레일 제품에 사용되는 SPFC 980 1.6t를 사용하였다.

시험결과는 Table.1에 나타내어진 바와 같다.

(a) Specification of specimen for Tensile test

(b) Rolling Direction of tensile test specimens

Fig. 3 Tensile tes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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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e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0° 905 1,115 8.0

0° 905 1,116 8.0

45° 880 1,091 8.0

45° 873 1,085 9.0

45° 879 1,089 9.0

90° 870 1,099 9.0

90° 878 1,100 9.0

90° 881 1,102 9.0

Table. 1 Results of tensile test

Fig.4 Stress-Strain curve of 980MPa UH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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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Thickness

[mm]

1 734 1012 11.0 1.56~1.61

2 780 1046 10.0 1.56~1.62

3 828 1111 10.0 1.54~1.61

4 905 1115 8.0 1.57~1.63

Dispersion 171 103 3 0.09

초고장력 강판은 제품 성형이 까다로우며, 각 생산 LOT의 원소재 물성치 

및 두께 산포가 스프링백 산포로 이어지므로 생산 LOT 별 조사가 필요하

다. 시트 레일 금형 성형 공정 특성상 압연방향(0°)의 직각으로 밴딩 성

형을 진행하므로 해당 방향으로 인장시험을 실시하였다.

4가지 lot별 시험 측정결과는 Table.2와 같으며, 두께, 강도, 연신율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Table.2 Measurement results of SPFC980 with lot disp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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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형해석 유효성 평가

스프링백 형상은 소성변형 후 하중을 제거하면 물체 내부의 탄성 복원

력에 의해서 원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현상이다. 현업에서는 980Mpa 초고강

력 강판 성형의 경우 스프링백 보정 변수가 경험이나 시행착오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변형 형상, 굽힙각도, 항복강도, 탄성계수 

재료 두께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확한 스프링백의 예측

이 어렵다[3]. 따라서 스프링백 해석 신뢰도를 사전 검증하기 위해 V밴딩 

성형 해석과 실제 제품 샘플링을 통한 비교 평가를 실시하였다

V밴딩 금형을 대상으로 곡률반경(R)은 현업에서 가장 많이 고려되는 

설계인자로 5가지 조건(1mm, 3mm, 5mm, 8mm, 10mm)으로 선정하였다.

Fig.5  Radius of curvature of V-B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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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 Program PAM-STAMP 2G

Maker ESI Group(France)

Material SPFC980DP

Yield strength 905Mpa

Tensile strength 1,115Mpa

Thickness 1.6mm

성형 해석 조건은 Table 3과 같이PAM-STAMP 2G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

행하였고, V밴딩 실험은 간이 금형을 제작하여 200톤 프레스에서 Try-out

을 실시하였다. V밴딩 펀치는 착탈식 구조를 적용하여 조건 변경이 용이

하도록 하였다.

Table.3 Analysis conditions

Fig. 6 Tool of V-Bending for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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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데이터와 실제 샘플의 스프링백을 비교 측정한 결과는 그림 8과 같

다. 밴딩R이 커질수록 스프링백량이 비례하여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실제 샘플과 해석데이터의 차이는 0.6°~1.6°의 차이로 실제 샘플이 약

간 스프링백이 심한 경향이 있다. 종합하면 85.8%의 해석적중률을 보인다.

Fig. 7 Try-Out results

Fig. 8 Comparison of analysis and experiment for spring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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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Automation die

Tandem Progressive Transfer

Production speed LOW HIGH MIDDLE

Material utilization HIGH MIDDLE HIGH

Cost of Facility LOW MIDDLE HIGH

Degree of freedom for 

process design
HIGH LOW MIDDLE

2.3 Lower Rail 성형 공정 설계

2.3.1 공정 Lay – Out

일반적으로 판재를 활용하여 생산하는 시트 레일 금형은 공정수가 

10공정 이상이기 때문에 연속자동화 공정으로 금형 및 프레스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Table.4 와 같이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 기존에는 

생산 속도가 가장 빠른 프로그레시브 타입의 금형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트랜스퍼 타입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초고장력강판의 활용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재료비 비중이 상승함 따라 재료이용률 개선이 필요 

하고, 밴딩 형상이 복잡해지면서 공정 설계 자유도가 높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프로그레시브 타입의 금형은 제품 이송을 위한 외측 브리지 적용으로 

소재 손실 발생과 캠 적용의 공정 간섭, 내측으로 절곡되는 밴딩 형상의 

언더 컷 회피문제로 설계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Table.4 Type of Automation die for Seat rail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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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금형의 타입은 장기적인 생산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트랜스퍼 

타입으로 결정을 하였고, 대략적인 프레스 라인 개략도는 Fig.9와 같다. 

블랭킹 프레스에서 홀 작업 및 절단작업을 선행하고 1600톤 프레스에서 

트랜스퍼 피더 장치를 활용하여 밴딩작업을 실시한다.

Fig. 9 Schematic illustration of Transfer Press line 

for producing Lower rail 

블랭킹 공정을 제외한 밴딩 공정은 총 10공정이며 Fig.10과 같이 

Lay-Out을 구상하였다. Lower Rail의 형상이 비대칭이라 하더라고 밴딩 

공정은 대칭 성형을 유도해야만 한다. 성형시 좌우가 비대칭일 경우에는 

소재의 구속저항 차이로 굽힙선의 위치가 이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17]. 

3공정의 경우 대칭 성형 유도를 위하여 L밴딩은 U밴딩으로 변형 

성형하였고, 8공정과 9공정을 통하여 원복성형을 실시하였다.

커링 형상을 제외한 절곡 부위에 대한 굽힙 반경은 응력 변형률의 대한 

관계식 및 2.2절의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응력 변형률의 

관계식은 식(1)과 같이 표시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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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재의 굽힘 반경(�0)은 성형 후 스프링백 되어 굽힘 반경(�)로 

되돌아간다고 보면 금형의 곡률반경(�0)은 제품의 곡률반경(�)이 된다. 

이때 성형 전후의 곡률 변화량(η)은 다음과 같다[17].

즉, 탄성계수(E), 가공경화지수(n), 소재두께와 곡률반경의 비(t/ �)가  

클수록 곡률변화량(스프링백)이 감소하게 된다. 여기서 탄성계수와 

가공경화지수는 변경 사항이 아니므로 금형의 곡률반경을 최소화 할 경우 

스프링백을 저감할 수 있다. 앞의 2.2절에서 해석과 실험을 통하여 곡률 

반경에 따른 스프링백 변화를 확인하였다. 2.2절의 실험에서 R1.0을 

적용해도 굽힘부의 파단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공성과 안전율을 

고려하여 적정 굽힙 반경은 소재 두께와 동일한 R1.6으로 선정하였다. 

프레스 편람에 제시된 풀림 처리 소재의 압연 직각 방향에 대한 

최소굽힘반경은 590MPa 급 0.3t, 780MPa급 0.7t로 권장하고 있으며, 

980MPa급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비례적으로 볼 때1.0t 미만은 

양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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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Lay-out of Ben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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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Case1 Case2 Case3

Yield Strength [MPa] 734(Min) 905(Max) 828

Thickness [mm] 1.6 1.6 1.54(Min)

2.3.2 성형 해석

2.1절의 인장시험 결과와 같이 소재는 생산 LOT별 산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성치 및 소재 두께에 따른 스프링백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Table.5와 같이 3가지 Case를 선정하여 성형해석을 

진행하였다.

Table.5 Material conditions for Analysis

Fig.10(a)와 같이 판재를 굽히면 바깥면은 굽힘인장변형으로 폭방향 

수축이 생기고 안쪽면은 굽힘압축변형으로 폭방향 확장이 일어나면서, 

캠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20]. 

캠버는 스프링백과 같이 초고장력강판에서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Fig.10(b)와 같이 길이방향의 구간별 스프링백 비교를 

통하여 캠버량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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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mber in sheet bending

(b) Section of Lower rail for evaluation of camber quantity

Fig. 10 FE-model of Lower 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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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는 원소재 산포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스프링백과 캠버 현상의 

성형해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스프링백은 항복강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최대 0.78mm가 발생했다. 항복강도가 높은 경우  

소성변형 되는 시점이 늦어지고 굽힘 부에서의 탄성영역도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캠버량은 case3에서 0.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소재 두께가 0.06mm얇아서 행정의 최후에서 

강압(소재와 금형이 완전 밀착된 상태)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강압 상태에서 캠버의 양은 식(3)과 같으며, 해석값은 

상한치에 속한다.

Fig. 11 Spring  back comparison according to

material case and Lower rail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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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rail의 주요 윤곽도 관리 부분은 Fig.12와 같이 리테이너가 

접촉하는 내측 측면이다. 해당 부분은 해석 결과, 스프링백이 가장 

심하게 발생되는 부분이며, 2단 절곡으로 성형 공정상으로도 까다로운 

부분이다.

Fig. 12 Critical point of spring back in Lower rail bending

성형 공법과 소재 산포를 종합하여 최대 스프링백은 0.78mm 발생하여 

윤곽도 공차인0.4mm를 95% 초과한다. 이에 따라 스프링백 산포를 제어할 

수 있는 최적 공정 도출 및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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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비대칭 L밴딩 성형 해석

초고장력강판의 비대칭 성형은 좌/우 구속저항의 차이로 밴딩 포인트가 

불안정하게 이동하여 스프링백 제어가 어려워진다. 불가피하게 제품 

구조상 Fig.10의 7공정은 비대칭 성형을 실시하므로 성형 공법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 CASE는 Fig.13과 같이 3가지 형태로 구성을 했다.

  

(a) 펀치 도입부를 3mm 짧게 디자인하여 성형시 펀치와 판재에서 

발생되는 마찰력을 최소화.

(b) 슬라이드 캠 펀치 적용하여 9°Over-Bending 성형.

(c) 슬라이드 캠 펀치, 캠 패드 동시 적용 및 9°Over-Bending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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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ort punch for minimization of friction force

(b) Cam punch for 9° over bending

(c) Cam punch and Cam pad for 9° over bending

Fig. 13 FE-model for various L Ben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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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haracteristics of recoil in L Bending

Fig.14는 L밴딩의 리코일 현상을 나타낸 것으로 비대칭 변형에 의해 

소재가 일부 끌려들어가면서 위로 뜨려고 하는 현상이다[17]. 소재를 

잡아주는 패드력(P)을 계산해 보면 힘과 모멘트의 평형으로부터 굽힘력과 

패드력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계수 c는 프레스 편람에 따라 1/3 ~ 2/3 범위이며, 밴딩R이 작을수록 

큰 값을 결정하게 된다. Romanowski의 인장강도에 따른 최소밴딩반지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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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두께의 비(R/t)를 환산해보면 980MPa 강판의 R1.6 적용은 극한의 

조건이므로 계수 2/3를 적용했다. 식(5)와 같이 패드력은 굽힘력과 같은 

25톤 수준이 되어야 리코일 현상을 예방할 수 있지만, 실제 패드력을 

압력이 높은 가스스프링 유닛을 활용하더라도 설치 면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16톤(4톤 * 4EA) 이상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제한된 패드력으로 

리코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프레스의 하사점 위치에서 소재를 완전 

강압하는 보터밍(bottoming) 방식이 활용된다[17].

   (a) Pad bottoming                   (b) Punch Bottoming 

Fig. 15 Bottoming process for controlling recoil in L Bending

Fig. 15는 보터밍의  두 가지 방식을 나타낸 것으로 패드를 압착하는 

방식과 펀치에 소재를 감싸는 어깨 형상을 적용하여 압착하는 방식이 

있다. 초고장력강 시트레일 금형의 경우 치수 보정이 용이한 펀치 압착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 따라서 Fig.13의 해석 모델링은 펀치 보터밍 

방식을 적용하였고, 해석은 정상적인 경우와 소재 두께를 20% 압착하는 

Over – stroke의 2가지 조건를 적용하였다. 

Fig. 16은 PAM-STAMP 2G 프로그램을 활용한 해석 결과이다. 슬라이드 

캠의 9°밴딩 성형 각도를 고려할 때 3.6mm가 Over-Bending되므로CASE 

(b)가 -0.3mm(Spring-back) ~ +0.43mm(Spring-go)으로 펀치/다이 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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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근접하게 나왔지만, CASE (c)이 제품 목표 형상과 가장 근접하고 

압착 성형에 따른 금형 치수 수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CASE (c) 적용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a) Result of analysis by Short punch for minimization of frictio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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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sult of analysis by Cam punch for 9° over bending

(c) Result of analysis by Cam punch and Cam pad for 9° over bending

Fig. 16 Comparison of normal stroke and 20% over-stroke in analysis 

results for various L Ben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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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바닥면 플래팅(Flatting) 공정 성형해석 및 실험

대칭 성형 유도를 위해 3공정 L 밴딩을 U밴딩으로 변환하여 Lay-out을 

구상하였으며, 형상 원복을 위해 8공정 UN-Bending 과 9공정 Flatting을 

추가하였다. 윤곽도(Profile of a surface)는 0.4mm이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밴딩 부위를 다시 원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프링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플래팅 공정은 해석과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Fig. 17은 성형 

해석과 실험을 위한 공정을 나타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해석과 

실험을 수행하였다.

(a) 대칭 유도 성형을 위한 65°밴딩.

(b) 원복 성형을 위한1차 45°Un-Bending을 실시하여 각도 완화.

(c) Flatting을 실시하여 평탄 확보.



25

(a) 65° Bending process

(b) 45° Un-Bending process

(c) Flatting process

Fig. 17 Flatting Process for analysis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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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ting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Fig. 18(a)와 같이 다이에 

비드(bead)를 설치하였고, 비드의 높이와 위치에 변수 인자를 주어 

최적의 조건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비드의 높이는 0.2mm, 0.3mm, 

0.5mm이고, 거리(Distance)는 밴딩 포인트(Point of Bending)로부터 0mm, 

0.5mm, 1.0mm, 1.5mm, 2.0mm 떨어진 위치로 정하여 조건 별 성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은 PAM-STAMP 2G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Fig 18(b)는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공통적인 특징은 밴딩 포인트에서 

멀어질수록 스프링백이 감소함에 따라 윤곽도가 개선되고, 1.0mm 

이후에는 효과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비드 높이는 0.3mm, 

거리 2.0mm에서 윤곽도0.14로 최적의 조건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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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atic illustration of Bead on die in Flatting process

(b) Profile of a line according to Bead height and distance

in analysis Results

Fig. 18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ile of a line and Bead

in Flat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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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nding process

(b) Un-Bending process

(c) Flatting process

Fig. 19 Tool of Flatting for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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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비드 높이가 0.3mm일 경우 밴딩 포인트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른 윤곽도 변화를 확인하고자 Fig.19와 같이 간이 

금형을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20은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접촉식 3차원 측정기(CMM: Three 

dimension coordinate measuring machine)를 사용하여 측정을 하였다. 

결과는 해석과 유사하게 0.2mm 위치에서 0.13의 윤곽도로 개선효과가 

가장 크고 0.25mm에서는 오히려 미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윤곽도 요구 사항이 0.2mm이므로 해석과 실험을 바탕으로 종합하면 

비드 높이 0.3mm, 위치1.5mm ~ 2.5mm구간이 최적의 조건임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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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y-out samples                      (b) Section of sample

(c) Measurement result of Profile by CMM

Fig. 20 Try-Out results of 0.3mm 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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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금형 제작 및 실험

앞서 수행한 성형 해석과 실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반영하여 금형 

설계 및 제작을 진행하였다.

(a) 2.3.2절의 결과와 같이 캠버의 영향으로 Lower rail의 Front, 

Middle, Rear 구간의 윤곽도 산포가 0.3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10공정, 11 공정 Restriking에서 Fig.21처럼 펀치/다이를 

3등분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치수 보정이 가능하도록 제작.

(b) 2.3.3절의 캠패드, 캠펀치 구조는 금형 구조상 주변 공정 간섭 

및 Over – stroke로 인한 캠 드라이버의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Fig 22와 같은 다이가 회전하여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Rotary Cam 방식을 적용.

(c) 2.3.4 절의 해석과 실험데이터 의거하여 비드 높이 0.3mm, 위치 

0.2mm를 추가하여 제작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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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plit punch for controlling camber  

Fig. 22 Schematic illustration of Rotary Cam

Table.6은 실험 조건을 나타낸 것으로, 프레스는 현대위아사의 1,600톤 

링크 모션 프레스이다. 정확한 성형을 위하여 금형의 평탄도는 0.01mm 

수준으로 가공 되었고, 재질은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STD11 소재를 

사용하였다. 펀치와 다이에 인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담금질(quenching) 

이후 2 회 고온 템퍼링(High-temperature tempering)을 실시하여 HRC58 

수준의 경도를 갖도록 하였다. 또한 펀치와 다이에는 CrN(Chro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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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Machine 1,600T Link motion press

Type Transfer

Capacity 1,600ton

Production speed 25SPM

DIE

Material of punch STD11(HRC 58)

Material of Die STD11(HRC 58)

Coating CRN coating

Nitride) 코팅을 실시하여 표면의 내마모성을 증대했다. 

Table.6 Condition of Try-Out for Bending process

Fig.24(a)는 연속 생산으로 작업 된 Lower rail이고, Fig.24(b)는 밴딩 

작업 시 소요되는 하중을 나타낸 것이다. 총 600톤이 소요되며 프레스 

중심을 기준으로 좌측은 305ton, 우측은 295ton으로 3.3%의 편심하중이 

발생하였다. 일반적인 기계식 프레스의 경우 좌/우 편심 하중을 

15%이내로 권장하기 때문에 Lower rail 금형의 밸런스는 매우 양호하다. 

편심 하중은 금형과 프레스 내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므로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실험을 위한 연속 생산 작업은 50EA를 실시하였고 2.5절에서는 치수 

정밀도, 작동력 평가, 유격 평가, 강도 평가를 통하여 제조 공정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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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Experimental set-up for try-out

(a) Lower rail by transfer die         (b) Load in Bending process

Fig. 24 Try-Ou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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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성능평가 및 결과

2.5.1 Lower rail 치수정밀도 평가

공정 검증을 위해 양산 금형으로 제작 된 Lower rail의 치수 정밀도를 

측정하였다. 밴딩 윤곽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Fix.25(a)와 같이 전용 

게이지로 Lower rail의 처음 부분부터 끝까지 관통하여 통과 여부를 

판단하여 1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게이지 평가 후 비접촉 3차원 측정기를 

활용한 정밀 측정을 실시하였다. 3차원 측정기는 OGP사의 SmartScope ZIP 

300 모델을 사용하였다. Fig.25(b)와 같이 FRT, MIDDLE, REAR로 제품을 

절단하여 각 부분별 윤곽도를 측정하였고, Fig,25(d)는 Lower rail의 

리테이너 접촉면을 나타낸 것으로 중요 측정 포인트인 A ~ D 지점을 

나타냈다. Table.7은 윤곽도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0.06mm ~ 

0.29mm로 요구사항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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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plified measurement by Lower rail gauge

(b) Lower rail cutting for Measurement of Profile by CMM

(c) Non-contacting measuring instrument    (d) Critical point of Lower rail 

Fig. 25  Process for measurement of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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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Requirement result

FRONT

A 0.6 0.22

B 0.3 0.10

C 0.6 0.26

D 0.4 0.29

E 0.2 0.18

MIDDLE

A 0.6 0.06

B 0.3 0.10

C 0.6 0.17

D 0.4 0.20

E 0.2 0.17

REAR

A 0.6 0.10

B 0.3 0.20

C 0.6 0.12

D 0.4 0.26

E 0.2 0.17

Table.7 Measurement results of Profile                      (Unit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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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작동력 평가

작동력은 자동차 시트 레일 전/후 구동 시 필요한 힘을 의미한다. 

자동화 시트의 레일 작동력은 적용되는 모터의 용량을 초과할 수 없고, 

수동 시트의 레일은 사람이 직접 몸을 움직이며 전/후 구동을 하기 

때문에 적당한 힘이 들어갈 정도의 최소 또는 최대힘의 제한이 필요하다. 

따라서 허용되는 시트 레일의 작동력은 1.5kgf ~ 4.0kgf이며, 편차는 

1.5kgf 이내이다.

Fig. 26은 작동력 평가에 대한 시험 방식을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언로킹(Un-Locking) 상태에서 전후방으로 40~50mm/sec의 속도로 작동시켜 

240mm 구간 동안의 하중을 측정한다. 단 정지마찰력이 발생하는 시작 

20mm 구간은 제외한다.

Fig. 26 Schematic illustration of Actuating for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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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No
Actuating force

Difference
Min Max

1 2.3 3.2 0.9

2 2.2 3.3 1.1

3 2.1 3.2 1.1

4 2.1 3.1 1.0

5 2.2 3.1 0.9

6 2.3 3.2 0.9

7 2.1 3.2 1.1

8 2.2 3.2 1.0

9 2.3 3.1 0.8

10 2.3 3.1 0.8

11 2.1 3.1 1.0

12 2.2 3.2 1.0

13 2.2 3.2 1.0

14 2.3 3.1 0.8

15 2.4 3.2 0.8

16 2.3 3.2 0.9

17 2.1 3.1 1.0

18 2.3 3.1 0.8

19 2.2 3.2 1.0

20 2.2 3.1 0.9

21 2.1 3.2 1.1

22 2.3 3.3 1.0

작동력 평가는 50개 샘플을 가지고 수행하였으며, Table. 9에 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시트레일의 작동력은 2.1 ~ 3.3kgf이고, 편차는 최대 

1.1kgf로 요구 조건을 만족하였다.

Table.8 Results of actuating force test                     (Unit : k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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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1 3.1 1.0

24 2.2 3.2 1.0

25 2.4 3.2 0.8

26 2.3 3.3 1.0

27 2.2 3.1 0.9

28 2.2 3.2 1.0

29 2.2 3.2 1.0

30 2.3 3.2 0.9

31 2.1 3.2 1.1

32 2.2 3.2 1.0

33 2.3 3.3 1.0

34 2.2 3.2 1.0

35 2.2 3.1 0.9

36 2.3 3.2 0.9

37 2.2 3.3 1.1

38 2.2 3.2 1.0

39 2.2 3.1 0.9

40 2.2 3.2 1.0

41 2.3 3.3 1.0

42 2.2 3.1 0.9

43 2.2 3.2 1.0

44 2.1 3.1 1.0

45 2.2 3.1 0.9

46 2.3 3.1 0.8

47 2.4 3.2 0.8

48 2.3 3.3 1.0

49 2.2 3.1 0.9

50 2.3 3.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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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No +10kgf -10kgf 최대변위

1 0.005 0.005 0.010

2 0.005 0.005 0.010

3 0.005 0.005 0.010

4 0.009 0.009 0.018

5 0.005 0.010 0.015

2.5.3 유격 평가

유격 평가는 자동차 시트레일이 고정된 상태에서 앞뒤로 미세하게 

흔들리는 변위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Fig.27은 유격측정에 대한 방식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바닥부에 시트레일 완성품을 고정시킨 후 후방 

위치의 로킹(Locking) 상태에서 전후 방향으로 10kgf를 부하하여 변위를 

측정한다. 유격은 운행 중 소음 발생이나 감성 품질 문제에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변위량을 0.15mm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Fig.27 Schematic illustration of Clearance measurement test

Table.9은 유격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변위량은 0.010 ~ 

0.018mm이며 요구 사항인 0.15mm대비하여 12%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조건을 만족시켰다.

Table.9 Results of Clearance measurement test             (Unit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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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강도 평가

강도 평가는 구동방향으로 하중을 가하여 최종파단에 도달하는 하중을 

측정하는 것이다. Fig.28과 같이 바닥부에 시트레일 완성품을 고정시킨 

후 Upper rail에 인장기구에 연결되는Rigid structure를 용접 고정시킨다.

(a) Schematic illustration of strength test

(b) Strength test equipment for Seat rail

Fig. 28 Strengt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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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에 세팅을 마친 후 다음과 같이 시험을 진행한다.

(ⅰ) 하중 132 kgf 도달 상태에서 5초간 유지

(ⅱ) 10초 동안 1,100kgf까지 서서히 상승

(ⅲ) 하중 1,100 kgf 도달 상태에서 5초간 유지 

  (ⅴ) 10초 하중 3,000kgf까지 서서히 상승

강도 평가에서 요구하는 하중은 2,000kgf 이상이다. Fig. 29는 강도 

시험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수치는 2,189kgf ~ 2,277kgf으로 

안전성에 대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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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Results of loa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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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장 강도 980MPa급 초고장력강판을 이용한 자동차 

시트의 비대칭 Lower rail의 성형 공정을 개발하였다. 해석과 실험을 

통한 스프링백의 예측 및 주요 공정 개선으로 최적의 공정 조건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초고장력강판을 이용한 자동차 시트의 비대칭 Lower rail의 공정 

개발을 위한 사전 성형 해석 및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과 성형 해석의 

결과값 비교를 통하여 최적화된 공정 조건을 도출하였다.

(2) 성형해석 신뢰도 검증을 위한 사전 V밴딩 해석 및 실험을 진행하였고 

해석적중률은 85.8%로 확인되었다.

(3) 인장시험을 통해 얻은 소재의 물성치 및 두께 산포를 고려한 CASE별   

성형해석을 통하여 스프링백과 캠버 문제를 사전 예측하고 주요 문제점 

및 설계 방식을 제시하였다.

(4) 비대칭 Lower rail의 L밴딩 공정에서 스프링백 및 편측 쏠림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로타리캠 구조를 적용하였다.

(5) 비드를 이용한 바닥면 플랫팅 방법에서의 최적 공정변수 조합은 비드 

높이 0.3 mm, 위치 0.2mm이며, 이 때 윤곽도는 0.13으로 해석과 실험을 

통하여 최적 조건을 도출하였다.

(6) 개발된 공정 조건에 대하여 트랜스퍼 금형을 이용한 연속 생산 

작업성을 확인하였고, 치수정밀도 항목에 대하여 요구사항인 리테이너 

접촉부와 바닥면 윤곽도를 모두 만족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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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작된 Lower rail을 조립하여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시트 레일의 

작동력 시험을 수행한 결과 요구 작동력인 1.5kgf ~ 4.0kgf 구간을 2.1 ~ 

3.3kgf으로 만족하였고, 유격은 변위량이 0.010mm ~ 0.018mm로 요구 

사항인 0.15mm 대비하여 12% 수준으로 매우 양호하였다. 또한, 정하중 

실험 결과 2,189kgf ~ 2,277kgf으로 안전성에 대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켰다. 이상을 모두 만족함으로써 본 연구에서의 초고장력강 비대칭 

Lower rail 제조공정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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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orming Process of Asymmetric Seat Rail

by the Ultra High Strength Steel of 980MPa

PARK SI-HU

Department of e-Vehicle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Industry, University of Ulsan

Recently, environmental pollution and rapid increase of automobile demand 

have strengthened automobile fuel consumption and exhaust gas regulations 

in various countries, and global automobile companies have been 

continuously reducing the weight of vehicles to improve fuel efficiency. 

Therefore, the material of the body has to be made thinner and higher in 

strength as it has to be made lighter with improved performance.

Since the seat occupies 3 to 5% of the weight of the vehicle, researches 

for developing lightweight sheet components utilizing Ultra High Strength 

Steel have been continuously carried out. Among them, the seat rail is the 

most actively studied part of the application of UHSS.

Roll forming and cold press forming are most commonly used for sheet rail 

forming of UHSS. Roll forming is advantageous for manufacturing Long- Rail, 

but cold forming is preferred because of its high productivity.

Therefore, in this study, we developed an efficient process by predicting 

the problems occurring in 980Mpa asymmetric lower rail development using 

cold press forming technology. An appropriate process to control the 

spring back and twisting problems caused by the asymmetric bending process 

of UHSS is presented through analysis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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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the die development and bending process, the major dimensional 

accuracy of the product was confirmed. Finally, the product was assembled 

with Seat rail,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was 

verified by evaluating clearance, operating force, and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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