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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

이번연구에서는스테인레스강판을더정확한

를예측하기위한 경화법칙은 의실험FLD Swift FLD

적결과에서예측과비교를위해 를소개를MMFC

하였다 새로운. MMFC(Modified Maximum

Force Criterion)모델은변형비(β 의함수로서)

경화법칙의경화계수를도출하여 예측을증명FLD

하기위해제안이되었다 제안된 모델은스. MMFC

테인레스강판을위한 예측의개선을보여주고FLD

있다 이모델은복잡한성형공정에서스테인레스.

강판의성형성을예측하기위해적용하게될수있

었다.

2.스테인레스강판에서의 적용스테인레스강판에서의 적용스테인레스강판에서의 적용스테인레스강판에서의 적용MMFC

의예측을위한 모델에따라서FLD MMFC , Swift

경화법칙에따른응력 변형율곡선을적용하였다- .

의최소자승법 은스테인레스MATLAB (lsqcurvefit)

강판의경화지수를결정하기위해사용되었다.

그림 은변형곡선은 경화법칙에따른스테1 Swift

인레스강판의응력 변형율곡선을보여준다- .

Fig. 1 Stress-strain curves based on Swift’s hardening

Fig. 2 Schematic of experimental FLD

Fig. 3 Comparison of MMFC’s prediction with

experimental data of FLD

모델분석의정확성을위한예측된 는MMFC FLD

에의해제안된펀치장출시험의실험데이터Hecker

결과와비교하였다 실험을하기위해시편은박판.

금속으로준비하였고 그림 에표시한것처럼, 2 50.8

의펀치반경을가진반구형의펀치를사용하여mm

펀지장출시험에초기형상에다른양에두었다 직.

경 의원형격자시편의장출시험전에시험2.54mm

시편의표면에처음검사하였다 시험설정과단단.

히클래핑한후 펀치시험동안재료가잡아당기는,

것을예방하기위한클램핑비드에의한시편은펀

치하중이일정적으로약 정도설정부하감소1~10%

를감지할때까지 의일정한속도로이동10mm/min

스테인레스강판의성형한계곡선예측을위한 모델에스테인레스강판의성형한계곡선예측을위한 모델에스테인레스강판의성형한계곡선예측을위한 모델에스테인레스강판의성형한계곡선예측을위한 모델에MM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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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측정을위해 넥킹이발생하면시험을. FLD

정지시키는것은가장바람직하다 원격자분석은.

변형된시편에서의변형되는원의 과major strain mi-

을측정하기위해사용되었다 카메라는격nor strain .

자분석기소프트웨어가변형된원의 major strains

과 을공학적계산하는동안변형되는minor strains

동안원의변형이파괴에가까워지면이미지를포착

하기위해사용되었다 데이터는 과. major strains mi-

축에서출력하였으며따라서성형한계nor strains

선도는 과 사이의경계로추safety strain failure strain

정을하였다 .

모델의개선모델의개선모델의개선모델의개선3. MMFC

그림 는스테인리스 강판의4 Swift의 경화법칙

을따르는제안된MMFC모델을묘사하였다. FLD

의예측은실험적자료에서좋은결과이다 게다가.

다양한 변형비(β 에서 응력 변형 곡선은 또한) -

그림 에넣었다 그림 에제시된것처럼참응력5 . 5 -

변형곡선에서두축변형구역이가장높으며평면

변형 구역과비교된 단축의인장 구역보다 크다.

그현상은평면인장시편을이용함으로써안정된

Fig. 4 Comparison of proposedMMFC follow Swift’s

hardening laws with experimental data of FLD

Fig. 5 Stress-strain curves’ predictions at various strain

zone

두축흐름거동과평면변형시험이측정된수압팽

출시험에의한상응하는실험적결과다 이결과로.

보여주는것은 FLD예측은재료에대한 FLD시험

의실험적결과를비교한인장시험의 경화Swift’s

법칙과MMFC모델에기초를두었고 실험적테스,

트로부터얻기어려운변형비(β)의 다른 구역에

서 참 응력 변형 곡선을 예측 할 수 있다- .

결론결론결론결론4.

이연구에서 모델을기초로한스테인레, MMFC

스강판의 의 예측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FLD

모델은변형비MMFC (β 의함수로서경화법칙의)

가공경화계수를소개하였다 새로운매개변수는.

단축인장영역에서실험포인트와경화법칙이적

용되는평명변형영역의비교에의해얻게되었다.

제안된 모델은실험데이터에서좋은결과가MMFC

제안되었고그결과참응력 변형율곡선은다양한-

변형영역에서의가변적이야할것이다.

제안된모델은스테인레스강판에서복잡한성형

공정의파괴발생을예측하기위해이 시뮬레FEM

이션소프트웨어의서브루틴에적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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