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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소형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커넥터(Connector)의 도체

역할을 하는 콘택트(Contact)제조 공정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것이다. 콘택트는 최근 전자부품의 소형정밀화에 따라 수

마이크로미터의 정밀도를 요구받고 있다. 또한, 적시 생산을 위한

고도의 생산성과 원가경쟁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 번의

작업으로 여러 개의 제품을 동시 생산하는 다개취(Multi 

cavity)공법이 사용되는데 이 공법은 부품의 가공 정밀도와 조립

오차로 인해 제품 정밀도 확보가 어렵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단일개취 초고속 프레스 기술(Single cavity ultra-high speed press)이

개발되었으나 SPM(Stroke Per Minute) 고속화에 따른 작업 시

충격량의 증가, 금형의 내구성 저하, 급격한 공구 마모 등의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속 프레스 라인을

구성하고 압전 센서(Piezoelectric sensor)를 이용하여 SPM에 따른

블랭킹 하중(Blacking force)과 진동의 변화를 분석하여 펀치마모와

버(Burr) 발생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초고속 조건에서

펀치 마모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변수들을 도출하였고 이 중에서

영향도가 큰 설비 스트로크와 스트리퍼 가동량에 변화를 주어

회전 관성과 충격량을 최소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설비와

금형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채터링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FFT(Fast 

Fourier Transform), STFT(Short Time Fourier Transform) 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2,000SPM작업 조건에서 공구 수명을

50%이상 향상시킬 수 있었다.

주요어 : High speed press, Tool wear, Blanking velocity, Punch and die, 

Vibration

학번 :  2016-2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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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1 초고속 프레스 가공의 연구 배경

콘택트는 커넥터의 구성부품으로 전기 및 신호를 전달하는

도체의 기능을 한다. 최근 스마트폰, 휴대용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제품의 소형 및 박형화에 따라 초정밀 공차를 가지는 초소형

커넥터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커넥터의 주요 치수 공차

범위는 20 ㎛ 이하가 요구되고 있고, 그 구성부품인 콘택트는

제조단계에서의 특수성까지 고려되어 10 ㎛ 수준의 공차가

요구되고 있는 초정밀 프레스 제품이다.

Fig. 1 Cross-sectional shape and requirement tolerance of contact

콘택트는 프로그레시브 금형(Progressive die)으로 생산되며

생산능력 및 원가 확보를 위해 한 번의 작업에서 여러 개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다개취 공법이 사용된다. 하지만 다개취

공법은 부품의 가공 공차 및 금형의 정밀도 문제로 개취간 10 ㎛

이상의 치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개취별로 치수를 제어 하는

것이 난해한 문제가 있다. 콘택트 제품의 주요 치수의 요구 공차

수준은 5 ㎛로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금형 수리 및 오조준 부품

Male

Female

A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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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생산성 및 품질의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Fig. 2 Dimensional distribution diagram of multi-cavity die

Watanabe 등은 다개취 금형에서 개취간 치수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일 개취 초고속 프레스 기술을 제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스트리퍼 스프링 파손 문제를 연구하였다[1]. Sekine 등은

1,200SPM의 조건에서 타발 단면의 비대칭 형상을 개선하기 위해

스트리퍼 플레이트의 진동 감소 방안을 연구하였다[2]. Hirsch 등은

100~1,000SPM의 조건에서 SPM과 블랭킹 하중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3]. Soumya 등은 초고속 프레스 작업이 블랭킹 하중과

스트리퍼 플레이트의 진동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고속화에

따른 펀치 파손 및 공구 수명 감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정리하였다[4]. Monteil 등은 500SPM의 조건에서 가공재료와 타발유

조건에 따른 펀치 마모를 연구하였다[5]. Bing 등은 스트리퍼가

타발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6]. Chung 등은 타발시

좌·우측 클리어런스 차이가 펀치의 수직 반력과 측방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7]. 프레스 작업에서의 펀치 마모 및 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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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1,500SPM 이상의 초고속 조건에서의

펀치 마모와 타발 품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설비와 금형을 제작하여 2,000 SPM의 초고속

조건에서 펀치 수명 감소 및 제품 품질 저하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설계 변수를 도출하고, 실제 실험

조건에 적용하여 설계 변수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Table 1 Press working speed classification 

Stamping Bending Remark

Middle speed ~1000SPM ~800SPM

High speed 1,000 ~ 2,000SPM 800~1,500SPM

Ultra-high speed 2,000SPM~ 1,500S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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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및 접근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속 프레스 작업 조건에서

1) 금형의 펀치의 수명을 향상시키고,

2) 제품의 타발 품질(버 크기 감소)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프레스 작업 시 금형 및 설비에 발생하는 진동 및

작업 하중의 변화를 압전 센서를 이용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를 구성하여 측정 및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금형 부품의

마모와 버 크기의 변화가 프레스 작업 속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레스기 및 금형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할 계획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1) 프레스기의 SPM에 따라 금형 및 설비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하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구성하고 이를

평가한다.

2) 초고속 프레스 작업 조건에서 공구마모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설계적으로 개선한다.

- 프레스 기 : 슬라이드 구동 메커니즘

- 프레스 금형 : 스트리퍼의 동작 메커니즘, 펀치와 소재가

충돌하는 시점에서의 펀치 속도

3) 초고속 프레스기의 구동 구조 및 메커니즘을 조사하고

이해한다.

4) 공구의 마모 모델을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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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고속 프레스 작업 시 발생하는 문제

2.1 초고속 프레스 작업 개요

프레스기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서 펀치의 마모도 급격하게

진행되며 이에 따라 제품의 버 크기도 비례해서 증가하게 된다. 

Fig. 3 은 프레스 제품과 이를 타발 하는 펀치의 형상이다.

프로그레시브 금형에서 가공되는 제품이고 타발 펀치의 폭이

0.12mm 로 매우 얇은 크기의 제품이다. 펀치의 마모는 타발시

응력이 집중되는 코너 부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프레스기의

회전 속도별로 일정한 작업 수량 단위로 이 부분의 펀치의 마모와

버 크기를 관찰하였다.

Fig. 3 Press product and punch shape

작업 조건은 Table 2 와 같다. 펀치의 재질은 초경합금으로

스미토모사의 AF1(경도 HRa=92.5)을 프로파일 가공하여

(a) Press product (b) Punch shape

0.12mm

Co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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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고, 피 가공재는 하이퍼인청동(C5210-HP) 0.1mm 두께를

사용하였다. 펀치와 다이의 클리어런스는 0.006mm 로 전체

형상구간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였고, 타발유는

일본공작유의 G-6316-K 를 사용하였다. 실험은 프레스기 회전 속도

600SPM(중속)과 2,000SPM(초고속)에서 진행되었고 각 속도에서

펀치의 마모와 버 발생 진행 속도에 대해서 관찰하였다.

Table 2 Ultra-high speed press working parameters

Parameters Value

Punch Material(HRa) Tungsten Carbide, AF1(92.5)

Sheet Material(Thickness) C5210-HP(0.10mm)

Punch-Die Clearance 0.006mm

Punch-PGB Clearance 0.002mm

Punching Oil G-6316-K

SPM 600SPM / 2,000S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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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업 속도가 펀치 수명에 미치는 영향

펀치의 수명 기준은 제품의 버 크기가 0.03mm 에 도달하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2 million-strokes 작업 단위로 버 크기를

측정하였다. Fig. 4 를 보면 작업속도 600SPM 에서 18 million-strokes

작업 후 제품의 버 크기는 0.028mm 에 도달하였다.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작업 속도를 초고속 조건인 2,000SPM 으로 변경했을

경우 8 million-strokes 작업 후 버 크기가 0.029mm 에 도달하였다. 

초고속 작업 조건에서는 펀치의 마모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이에

따라 제품의 버 크기도 급격하게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펀치의 수명을 금형 수리 주기로 환산해보면 600SPM 은 20.8 일

간격의 재연마 주기를 가지고 2,000SPM 의 경우 2.8 일 간격의

재연마 주기가 필요하게 된다. 금형 수리 내용을 살펴보면 펀치의

마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재연마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금형을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필요가 발생한다. 재조립 후 펀치와

다이의 클리어런스가 미세하게 변하게 되고 이에 따른 제품의

품질변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초정밀 가공에서 가장 큰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된다. 안정적인 품질과 양산성 확보를 위해

수리 주기가 길수록 유리한데 작업속도의 상승은 이와 반대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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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punch life and wear according to working speed

(b) 600SPM (After 18.0 million-strokes)

0.031mm0.027mm

(c) 2,000SPM (After 8.0 million-strokes)

0.029mm 0.033mm

(a) Start (0.0 million-stro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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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작업 속도가 제품 품질에 미치는 영향

프레스기의 회전속도가 증가하면 이에 비례해서 펀치가 재료와

부딪치는 순간의 속도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금형의 상형과

하형이 부딪치는 순간의 충격량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현상으로 금형 내 펀치 부품의 마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Table 3 은 600SPM 과 2,000SPM 의 작업조건에서 제품의 버

발생 변화를 2.0 million-strokes 단위로 관찰한 것이다. 600SPM 의

경우 18.0 million-strokes 작업 시점에서 펀치의 마모량이

0.031mm 이고 제품의 라운드 부분 버 크기가 0.028mm 에

도달하였다. 2,000SPM 의 경우 8.0 million-strokes 작업 시점에서

펀치의 마모량이 0.033mm 이고 제품의 라운드 부분 버 크기가

0.029mm 에 도달하였다. Fig. 5 는 동일 설비 및 금형 조건에서

600SPM 과 2,000SPM 에서 제품의 Burr 발생 크기를 관찰한 것이다. 

600SPM 의 조건에서 18.0 million-strokes 작업 후 버 크기가

0.028mm 이었고 2,000SPM 의 조건에서는 8.0 million-strokes 작업 후

버 크기는 0.029mm 로 한계값에 도달하였다. 프레스 작업 속도가

공구 수명 감소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 Effect of working speed on punch life and product burr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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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operation speed on burr size of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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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 조사

3.1 펀치마모 메커니즘 및 주요 인자

일반적인 블랭킹 프레스 작업에서 펀치는 재료를 관통하면서

강한 측방력과 전단 하중으로 인한 강한 마찰의 상황에 노출되게

된다. 펀치는 소재와 접촉하는 부위에서 접착 마모와 연마 마모의

현상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펀치에 나타나는 마모는 그 영역에

따라 프랭크 마모, 표면 마모, 팁 마모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Fig. 6 과 같은 마모 현상이 발견되었고 공구의 선단

부위에 발생하는 팁 마모가 가장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팁

마모의 크기는 제품의 버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6 Schematic illustration of punch wear

(a) New tool

Tip wear (b)

Face wear (c)

Flank wear (a)

(b) Wear after 8.0(x106 ) Strokes at 2,000S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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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nandez 등은 Table 4 의 조건으로 공구 마모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펀치의 마모를 크게 Radial wear length, Axial wear length

로 정의하였다. Radial wear length 는 펀치와 다이의 클리어런스와

제품의 생산량(n)에 영향을 받고, Axial wear length 는 제품의

생산량(n)에 영향을 받는 것을 밝혀냈다[8]. 

Table 4 Experimental conditions for punch wear [Hernandez et al., 2006]

Parameters Value

Punch Material(HRa) ASIS A2 steel

Sheet Material(Thickness) AISI304 stainless steel(1.0mm)

Punch-Die Clearance 5, 8, 11, 14% of sheet metal thickness

Punch-PGB Clearance -

Punching Oil No

SPM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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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마모 모델

프레스 금형에서 공구 마모의 발생과 관련된 주요 인자로는    

피 가공재의 경도 및 연신율, 펀치와 다이의 클리어런스, 

가공유(냉각 및 윤활), 펀치 및 다이의 경도, 작업속도, 부품의

표면처리(코팅), 소재 가압력 등이 있다. Fig. 7 은 블랭킹

과정에서의 펀치에 가해지는 압력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스트리퍼(Stripper)가 소재를 가압하고 펀치가 재료를 파고드는

순간에 펀치에는 P(a, b, c)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하게 된다. 이

압력은 펀치와 재료 사이에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이는 펀치

마모의 원인이 된다.

Fig. 7 Force acting on the punch during bl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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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는 마모와 관련된 방정식과 주요 인자들을 정리한

것이다. 프레스 성형 공정의 마멸 해석에서는 Archard 의 마멸

모델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마멸 모델은 Table 5 에 식(3.1)에

정의된 것과 같다[9]. 식(3.2)는 식(3.1)을 펀치에 작용하는 압력의

방향과 시간에 따른 적분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W 는 마모 볼륨, 

P(a, b, c)는 타발시 펀치에 작용하는 압력의 방향, v 는 타발시

펀치의 속도를 뜻한다.

Table 5 Wear model and comments

Wear model Comments

H

PL
KW = (3.1)

W : wear volume

P : pressure

L : sliding distance

H : hardness of the worn material

∫
t

tt dtvcbaP
H

K
W

rr
),,(= (3.2)

aP : lateral pressure

bP : normal pressure + lateral pressure

cP : normal pressure

tv : punch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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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작업 속도와 블랭킹 하중(Blanking force)의 관계

초고속 프레스와 연구자료 조사 결과 Hirsch 등은 1,000SPM 의

회전 속도 조건에서 SPM 이 블랭킹 하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3]. Soumya Subramonian 등은 초고속 프레스 조건

(20mm/sec~1,600mm/sec)에서 펀치와 스트리퍼 플레이트의 상관

관계를 연구하였고 아래 연구 결과를 얻었다[4].

1) 프레스 작업 속도는 펀치에 작용하는 타발력에 큰 영향을

준다.

2) 스트리퍼 플레이트가 소재를 구속하였다가 해제하는 순간에

스트리퍼에 진동이 발생한다. 이 진동은 펀치에 측방력을

발생시키고 이것은 미세 펀치의 수명 및 내구성 저하에

원인이 된다.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원가절감 및 생산능력확보를 위해 초고속 프레스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산업현장에는 4,000SPM 까지 작동하는 프레스기가

상용화되어 있지만, 금형의 내구성 저하, 공구 수명의 감소, 품질

저하 등의 문제로 실제 양산에는 1,000SPM 이하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SPM 이 증가하면 소재 가압 및 펀치 가이드 기능을

하는 스트리퍼 플레이트가 소재와 부딪치는 순간의 충격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로 펀치에 작용하는 측방력(Lateral force) 및

마찰력 증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펀치 파손 및 마모에

원인이 된다. 이 문제의 실제적인 해결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Fig.

8 을 보면 SPM 이 증가함에 따라서 블랭킹 하중 및 진동의 크기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때 증가한 하중은 스트리퍼

플레이트(Stripper plate) 변형의 원인이 된다. Hong 등은 리드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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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을 이용하여 300SPM 의 조건에서 충격량과 관성의 증가로

발생하는 금형의 동적 변형을 DIC(Digital image correlation) 

기법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고 SPM 증가시 금형의 편 마모가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10].   

Fig. 8 Influence of SPM on blanking force 

Fig. 9 Influence of SPM on plate war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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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장치 및 방법

4.1 실험장치의 구성 및 방법

  콘택트를 생산하기 위한 장치의 구성은 프레스기, 금형, 

이송장치, 검사장치, 권취기, 집진기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3,000SPM 까지 작업이 가능한 프레스 설비, 금형, 이송장치를

제작하여 진행하였다. 

실험장치의 구성은 Fig. 10 과 같다. 금형과 설비에 압전 센서

(Piezoelectric Sensor)를 부착하여 프레기의 회전 속도 변화에 따른

블랭킹 하중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 10 Crank press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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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chematic illustration of ultra-high speed progressive die

실험은 Table 6 과 같이 3 가지(Case-1, 2, 3)로 진행되었다. 현재

자사에서 최적의 공구 수명을 가지는 표준 프레스기 작업속도인

600SPM(Case-1) 그리고 초고속 프레스 작업조건인 2,000SPM(Case-

2)에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블랭킹 하중 및 버 발생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2,000SPM 에서 펀치의 움직임 속도를 최소화한

작업조건 Case-3 에서 펀치 수명 및 블랭킹 하중의 변화를 Case-

2 와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6 Experimental Parameters

Case
SPM

(Stroke per 
minute)

Working
Frequency

(Hz)

Velocity from BDC 
at which punch 
touches sheet

(mm/sec)

Stroke 
length
(mm)

①
Distance from BDC

at which punch
touches sheet(mm)

1 600 10.0 250 10.0 2.0

2 2,000 33.3 836 10.0 2.0

3 2,000 33.3 549 8.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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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는 프레스기의 슬라이드 모션 선도이다. Case 2 는 프레스기

스트로크 10.0mm, 펀치가 재료를 타발하는 시점은 하사점으로부터

2.0mm 으로 설정하였고, Case 3 은 프레스기 스트로크 8.0mm, 

펀치가 재료를 타발하는 시점은 하사점으로부터 1.0mm 로

설정하였다. Fig. 13 에서 보면 각각의 조건에 따라 펀치가 재료와

부딪치는 순간의 속도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12 Comparison of 10mm and 8mm stroke slide movement

Fig. 13 Comparison of 10mm and 8mm stroke slide velocity at 2,000S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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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블랭킹 속도(Blanking velocity)의 제어 방법

초고속 프레스 작업 모형은 Fig. 14 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는

프레스 회전속도를 의미하고 본 실험에서는 2,000SPM 을 목표로

하였다. v 는 금형의 펀치가 재료에 부딪히는 순간의 속도를 의미하

며 Table 6 과 같이 Case-1, 2, 3 로 구분하여 실험조건을 설정하였다.

Fig. 14 Schematic illustration of ultra-high speed press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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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작업 시 발생하는 관성은 식 (1)과 같다. 

                   Pr (Inertia of shaft) = ∑mnr⍵2                    (1)

식 (1)에서 ∑mn은 프레스 샤프트에 달린 편심 질량의 총합을, r 은

샤프트축의 편심량을, ⍵ 는 프레스기의 회전 각속도를 뜻한다. 

I (Impulse) = F·Δt = ∑mn·Δv     (2)

식 (2)는 금형의 상형과 하형이 부딪치는 순간의 충격량이고 하사

점에서의 프레스기의 속도는 0 이므로 Δv 는 부딪치는 순간의 속

도를 뜻한다. 초고속 프레스 작업을 위해서는 회전 각속도 ⍵의 고

속화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관성과 충격량의 증가를 효

과적으로 억제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레스기

의 슬라이드 모션은 식 (3)과 같이 정의된다. 금형의 충돌 순간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샤프트축 편심량 r 과 펀치와 소재의 부딪

치는 시점 sinα를 설계 변수로 설정하고 Table 6 의 실험 조건을

설계하였다.

Sp (Slide position) = r·cos α

Sv (Slide velocity) = -r·⍵·sin α

-r : Stroke(10→8mm)                       (3)

-⍵ : SPM(2,000) 

-sinα : Punch touch point(2.0→1.0mm)

Sa (Slide acceleration) = -r·⍵2·co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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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결과

5.1 작업 속도에 따른 블랭킹 하중 변화

프레스기 회전속도와 금형의 충돌속도(Collision velocity)에 따른

블랭킹 하중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실험 조건은 Case 1(600SPM, 

250mm/s), Case 2(2,000SPM, 836mm/s), Case 3(2,000SPM, 549mm/s) 로

하였고 Case 2 와 Case 3 은 동일한 회전 속도에서 금형의 충돌

시점의 속도를 다르게 설정한 것이다. 충돌 시점의 속도 제어는

스트로크 거리, 펀치 식입량을 조정하여 설정하였다. Fig. 15 에서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블랭킹 하중 및 진동의 크기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금형에 작용하는 블랭킹

하중의 최대치는 회전속도가 아니라 금형의 충돌 시점의 속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6 은 회전속도에

따른 블랭킹 하중의 변화를 설비 측에서 측정한 것인데

작업속도의 증가에 따라 하중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비의 경우 Case 1(600SPM, 250mm/s)의 조건을 보면

금형이 부딪치는 시점과 다시 떨어지는 시점에서 샤프트축에

흔들림이 발생하였고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진동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Case 2, 3 의 고속

조건에서는 블랭킹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순간에도 샤프트축에

진동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초고속 프레스

작업에서 금형의 정밀도 및 내구성 저하의 원인이 되며

최종적으로 제품 품질과 공구 수명 저하로 나타난다. 초고속

조건에서 금형의 충돌 시점의 속도를 감소시킨 Case 3 의 결과를

보면 샤프트축의 진동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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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Influence of SPM and velocity on blanking force measured at die

(a) Case 1(600SPM, 250mm/s)

(b) Case 2(2,000SPM, 836mm/s)

(c) Case 3(2,000SPM, 549mm/s)

Stamping & Bending

Stripper pinning Stripper unpinning

Die-set v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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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Influence of SPM and velocity on blanking force measured at press machine

(a) Case 1(600SPM, 250mm/s)

(b) Case 2(2,000SPM, 836mm/s)

(c) Case 3(2,000SPM, 549mm/s)

Shaft vibration

Stamping & Bending

Stripper pinning Stripper unp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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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작업 속도에 따른 진동의 변화

Fig. 17 은 연속 프레스 작업의 조건에서 프레스 설비에서

발생하는 하중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작업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진폭의 크기가 증가하고 불규칙한 주파수의 진동 발생을 확인할

수 있다. (a) Case 1(600SPM, 250mm/s)의 조건에서는 안정적인

상태의 프레스 작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속 작업의

조건에서 상사점과 하사점에서 주파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b) Case 2(2000SPM, 836mm/s)의 조건에서는 상사점에서의

주파수의 분포도 커졌고 특히 하사점에서의 주파수가 프레스

작업마다 변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프레스 회전 속도의

증가와 함께 금형의 상형과 하형이 부딪치는 순간의 속도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속도의 증가는 금형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금형과 설비의 동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금형의 위치 결정 기구인 서브 가이드 유닛(Sub 

guide unit)의 위치 결정력보다 더 큰 충격이 금형에 가해졌기

때문에 금형이 불규칙하게 움직인 것으로 판단된다. (c) Case 

3(2,000SPM, 549mm/s)의 조건에서는 실제 프레스 작업이 진행되는

하사점 부근의 주파수가 연속 작업 동안 안정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8 은 Fig. 17 과 같은 방법으로 금형의

하형에서 진동의 변화를 관찰한 것으로 설비 측 데이터와 같은

패턴을 보였다. (b) Case 2 실험 조건을 보면 타발 시 금형이

부딪치는 순간의 주파수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 Case 

3 의 실험 조건에서는 불규칙한 주파수의 변화가 상당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초고속 프레스 작업조건에서

금형의 부딪치는 순간의 속도를 제어함으로 금형에 가해지는

충격량과 진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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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Influence of SPM and velocity on vibration measured at press machine

(a) Case 1(600SPM, 250mm/s)

(b) Case 2(2,000SPM, 836mm/s)

(c) Case 3(2,000SPM, 549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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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Influence of SPM and velocity on vibration measured at die

(a) Case 1(600SPM, 250mm/s)

(b) Case 2(2,000SPM, 836mm/s)

(c) Case 3(2,000SPM, 549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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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작업 속도에 따른 진동 주파수의 변화

Fig. 19 는 회전 속도와 금형의 충돌 속도에 따른 진동 주파수의

변화를 설비에서 관찰한 그래프다. (b) Case 2(2,000SPM, 836mm/s)의

조건에서 프레스기는 33.26Hz 로 가동되었고 6.652Hz 의

채터(Chatter)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금형이

부딪치는 순간에 발생한 충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형의

상형과 하형이 부딪치는 순간 스트리퍼는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소재를 가압하고 펀치를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충돌 시점의

충격량이 스트리퍼의 예비압축 하중과 금형 가이드 유닛의

위치결정 능력보다 큰 경우에는 스트리퍼가 흔들리게 된다. 이런

현상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Fig. 19 의 (b) Case 2 와 같이

채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동일한 2,000SPM 의

조건에서 금형이 부딪치는 시점의 속도를 감소시킨 (c) 

Case3(2,000SPM, 549mm/s)의 조건에서는 금형의 상, 하형이

충돌하는 시점의 충격량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불규칙하게

발생하던 체터 현상도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Fig. 19 프레스 설비 측에서 얻어진 데이터와 Fig. 20 프레스

금형의 하형 측에서 얻어진 데이터 모두 같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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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Influence of SPM and velocity on frequency measured at press machine

(a) Case 1(600SPM, 250mm/s)

(b) Case 2(2,000SPM, 836mm/s)

(c) Case 3(2,000SPM, 549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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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Influence of SPM and velocity on frequency measured at die

(a) Case 1(600SPM, 250mm/s)

(b) Case 2(2,000SPM, 836mm/s)

(c) Case 3(2,000SPM, 549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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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작업 속도에 따른 펀치 수명의 변화

같은 회전속도에서 펀치가 소재에 부딪히는 순간의 속도를

다르게 제어한 경우 공구 수명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Fig. 21 을 보면 Case 2 의 조건에서는 8 million-strokes 작업

후 제품의 버 크기가 0.029mm 에 도달하였고 Case 3 의 조건에서는

12 million-strokes 작업 후 제품의 버 크기가 0.026mm 에 도달하였다. 

설비의 스트로크와 펀치가 소재에 부딪히는 시점을 결정하는 펀치

식입량의 설계는 프레스 회전속도를 향상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확인되었다. Case 3 의 조건이 Case 2 의 조건 보다 약 50% 이상의

펀치 수명 증가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se 2(2,000SPM, 836mm/s)

Case 3(2,000SPM, 549mm/s)

Fig. 21 Comparison of punch life Case 2 and Case 3 



34

6.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속 프레스 작업에서 발생하는 펀치

수명의 급격한 감소문제와 제품의 버 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 초고속 프레스 라인을 구성하였고 설비와

금형에서 발생하는 타발 하중과 진동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형 및 설비에서 설계 변수를 도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로 아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압전 센서를 이용한 실험 장치의 구성으로 프레스 작업

속도에 따른 블랭킹 하중과 진동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었다. 

또한 STFT 분석을 통해 타발이 시작되는 순간과 금형의 상

하형이 부딪치는 순간에 진동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다. 

FFT 분석을 통해서는 설비 및 금형에서 발생하는 불규칙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설계 변수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

(2)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프레스기의 회전속도를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는 펀치의

급격한 마모량 증가가 있다. 이 문제는 하사점 부근에서의

타발 속도를 감소시킴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프레스기의

스트로크 및 슬라이드 모션, 금형의 펀치 식입량이 타발

속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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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설계 변수들을 이용한 실험 Case 2

(2,000SPM, 836mm/s)와 Case 3(2,000SPM, 549mm/s)의 조건이

펀치 재연마 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Case 2 는

8.0 million strokes 에서 마모 한계치에 도달하였고, Case 3 은

12.0 million strokes 에서 마모 한계치에 도달하였다.

결과적으로 50% 이상의 공구 수명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초고속 프레스 조건에서 금형의 재연마

주기와 제품의 품질 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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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uture works

지금의 연구에서는 슬라이드의 기구적인 구동 구조와 프레스

금형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프레스기의 구동

메커니즘을 이용한 금형의 충돌 시점의 속도제어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금형의 경우도 스트리퍼 및

부품의 충돌 시점에서 충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상용화된 프레스기 중에서 Knuckle 타입의 구동 메커니즘을

가지는 프레스기는 하사점 부근에서 속도가 감소하는 슬라이드

선도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프레스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초고속

작업 시 발열과 진동의 문제로 2,000SPM 까지만 상용화되어있다. 

더욱 단순한 구조를 가지며 슬라이드 모션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초고속 조건에서 금형의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최소 스트로크를 줄이는 방법과 금형의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 최소 스트로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형의

구조, 벤딩 레이아웃, 이송장치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4,000SPM 수준의 초고속 작업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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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Press machine drive mechanism and stroke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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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the stamping 

die that produces the contact. Contacts are component that acts as a 

conductor of a connector. Contacts have recently been required to have 

precision in the order of a few micrometers according to the miniaturization 

of electronic components. In addition, high productivity and cost 

competitiveness are required for timely production. For this purpose, multi-

cavity method is us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keep product precision due 

to machining accuracy and assembly tolerances of parts.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single-cavity ultra-high speed press technique has been developed, 

but problems such as increased impulse, reduced durability of the stamping 

die, and abrupt tool wear are remained as problems. Ultra-high speed refers 

Strokes Per Minute (SPM) with a speed of over 1500 SPM. In this study, the 

change of blanking force and vibration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press 

rotating speed was analyzed using a piezoelectric sensor, and the effect of 

this on the punch wear and burr occurrence was studied. We also derived 

design parameters that affect punch wear under ultra-high speed conditions. 

And the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reduce the rotational inertia of press 

machine and the impulse by varying the variables such as the press stroke, 

the stripper operation amount, and the velocity at which the punch and the 

sheet metal collide with each other. In addition, FFT (Fast Fourier 

Transform) and STFT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change of vibration and chattering during the blanking process. 

This resulted in a tool life improvement of more than 50% at 2,000 SPM 

working conditions.

Keywords : High speed press, Tool wear, Blanking velocity, Punch and die, 

Vibration

Student Number : 2016-2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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