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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프로그레시브금형에 있어서 스트립 레이아웃설계는 제품 양산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다. 본 논문에서

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브라켓의 스트립 레이아웃설계를 하였다. 3D모델링이 아닌 자동화 모듈인 씨마

트론 다이 디자인을 활용하여 3D로 스트립 레이아웃설계를 하였다. 광폭 2열 2개 뽑기의 내측캐리어

를 단 배열로 블랭크 레이아웃을 최적화하였다. 사용된 3D CAD/CAM 소프트웨어는 Cimatron Die

Design이며 10개 공정으로 스트립 레이아웃설계를 완성하였다.

1. 서론

CIM Data분석에 따르면 다이 및 시트 메탈 부분

의 시장은 전체 시장의 20%규모이며 대부분의 고객

은 자동차 산업의 프로그레시브 및 대형 포밍 프레

스 사용자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프레스 산업의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으로 몰드 제작사보다 규모가 크다

2) 프레스 제작사는 프레스 설계 및 금형 제작과

함께 제품 생산 수주를 받는 경우가 많아 견적과정

이 매우 복잡하고 재료비 및 재료 사용효율과 같은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

3) 프레스 설계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

고 있어 몰드 제작보다 저임금 국가로 이전되는 정

도가 매우 낮다.

4) 대부분의 프레스 제작사는 2D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고 있어 아직 3D CAD로 업그레이드하지 못하

고 있다.

5) 프레스 제작사의 카탈로그는 표준부품 외에 많

은 사용자 정의의 부품을 필요로 하고 있다.
(1)

이와 같은 특징 중 4번과 같은 이유로 많은 프레

스 금형제작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앞으로 국내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의 물량수

주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자명한일이다. 이러한 경우

를 대비하여 발 빠르게 3D CAD베이스의 자동화모

듈을 이용한 프레스금형설계가 하루빨리 해결 되어

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3D 프레스 금형

설계라 함은 모델링과 금형설계를 별도의 작업으로

여기고 중복하여 진행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제까지

프레스 금형제작업체는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받은

3D 데이터를 2D로 전환하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

에 자유형상인 제품의 3D데이터를 금형설계를 하기

위해 전개해야하나 규모가 작은 금형제작업체에서는

박판성형해석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제품

의 블랭크레이아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씨

마트론모델링베이스의 3D금형설계자동화모듈인 E

다이디자인을 활용하여 자동차에 부착이 되는 브라

켓 부품의 블랭크레이아웃과 스트립레이아웃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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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다이디자인은 하이브리드 모델링 테크놀로

지와 오픈 솔리드 개념을 기반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형상이 단순한 형상부터 복잡한 자유곡면을 포함하

는 형상까지 솔리드 혹은 서페이스 상관없이 혼용해

서 사용함으로 어떠한 형태의 오브젝트에 구애 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을 적용, 스트립 공정 설

계 시에 제품의 한쪽 측면(Skin) 만을 가지고 전개

를 함으로 전개능력을 극대화하여 스트립 레이아웃

도를 작성할 수 있다.

 

2. 본론

2.1 브라켓 제품도

이 브라켓은 S자동차사 소형 승용차에 사용되는

부품을 고정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1은 브라켓의

제품도이며 그림 2는 브라켓의 블랭크 전개도이다.

그림 2의 ①번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변형이 발생하

지 않는 참조면이고 그 외의 ②번 화살표가 있는 부

분이 포밍이 되어 변형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브라

켓의 주요사항은 표 1과 같다.

그림 1. 제품도

그림 2. 블랭크 전개도

2.2 블랭크 레이아웃

블랭크의 전개작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려하는

것은 다음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블랭크 전개가 끝난 시점에서 대략 블

랭크 레이아웃은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립레

이아웃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를 넓게 보아서

중요한 다음 공정의 준비작업으로서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야 한다.
(2),(3),(4),(5)

표 1. 브라켓의 주요사항
소재 두께 2 mm 파일럿 간접 파일럿

재 질 SPCE 블랭크 배열
광폭 2열2개

뽑기

클리어런스 8 % t 스탬핑 방법
피어싱, 노칭,

포밍, 파팅

이송피치 132mm 전개도 길이 219 X 505

소재 폭 520.0 mm

1열로 블랭크를 배열하였을 때는 금형의 하중중심

이 하향 벤딩쪽에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배열이다. 1열로 상향벤딩이거나 하향벤딩을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제품의 취출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

에 배제하였다. 2열로 블랭크를 배열하였을 때는 소

재의 안쪽으로 캐리어를 달고 블랭크를 레이아웃 하

는 방안과 캐리어를 바깥쪽으로 달고 블랭크를 배열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제품의 진행은 소재의

자중에 의해 처짐이 발생되어 다음공정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처진 소재가 다이안에 삽입되어 제품이

다음 공정으로 이송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 각각의 네스팅과 스트립 레이아웃설계시 재료

이용률은 표 2와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2. 재료이용률 비교검토(네스팅)
재료

이용률

종류

협폭 광폭

각도배열

30° 45°

1열배열 67.1% 65.2% 56.8% 62.9%

2열배열

내측

캐리어

59.9% 59.4% 56.8% 59.7%

2열배열

외측

캐리어

73.3% 62.8% 54.9% 61.2%

보는 바와 같이 재료의 이용률은 스트립 레이아웃

설계시 표 3과 같이 2열 외측캐리어 협폭일 때가 가

장 좋았고 2열 내측 캐리어 30° 각도배열일 때가 가

장 좋지 않았다. 재료의 이송방법과 하중의 고른 분

포, 재료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블랭크의 배열 즉

네스팅은 2열 2개뽑기에 내측 캐리어를 달고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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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출에도 무난한 광폭배열로 하였다.

표 3. 재료이용률 비교검토(스트립치수)
재료

이용률

종류

협폭 광폭

각도배열

30° 45°

1열배열 51.1% 54.9% 53.0% 54.2%
2열배열

내측

캐리어

52.8% 52.3% 50.8% 53.0%

2열배열

외측

캐리어

57.3% 55.0% 53.0% 54.2%

2.3 다이 디자인 공정순서
(2),(6)

2.3.1. 다이셋업 위자드

Die Setup Wizard는 그림 7과 같이 프레스 금형

설계를 위한 제품 파트를 불러오고, 데이터 관리를

위한 파일명, 폴더 및 경로를 지정을 통해 3D 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자동으로 구성해 주는 메

인 설정 창과 그 안에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상 전개, 네스팅 및 다이 형태에 대한 디

폴트 파라메터를 설정하는 그림2와 3과 같은 또 다

른 두 개의 설정 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2.3.2. 폼 CS지정 및 스킨 작업

각 공정 파트의 기준이 되는 좌표를 지정하는데

그것을 폼CS (Coordinate System)라 하고 이 좌표

계는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적용되며 필

요에 따라 해당 공정에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이

와 함께 초기 준비 작업에서 해야 할 것이 기준 면

을 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스킨(Skin)이라고 하며(그

림 8), 제품 두께가 있는 솔리드 혹은 서페이스 모

델의 경우 제품의 상측 혹은 하측 한쪽 면을 정해서

전개하고 두께 없는 서페이스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전개할 수 있다.

2.3.3. 공정설계

제품이 성형 되어 가는 공정을 순차적으로 설계하

는 과정으로 펀치, 밴딩, 포밍, 피어싱, 노칭과 같은

작업을 어느 공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몇 공정

만에 제품을 완성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실

행에 옮기는 단계이다.(그림 9) 포밍 및 벤딩과 같은

작업에서는 K-factor와 전개(두께) 기준 방향을 지

정하여 보다 정확한 전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

어 있다.

그림 8. 폼CS와 스킨작업

2.3.4. 블랭크 및 성형해석

소재를 프레스로 스탬핑 하였을 때 나온 제품 성

형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해석 기능인 성형

안전 지역(Safety Zone Analysis)과 인장 두께 해석

(Thickness Strain Analysis)을 사용하여 제품 전체

혹은 부분적인 성형했을 때 안전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파악하고 어느 부분에 주름이 생기고

터지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그림 10) 이러한 해석의

결과는 바로 공정 설계에 반영되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 제품의 성형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음 물론 프레

스 금형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기

대할 수 있다.

그림 9. 성형안전지역

그림 10. 인장두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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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네스팅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 나온 블랭크 형상을 스

트립 판에 배치하는 이 작업은 블랭크와 스크랩 면

적 사이의 스트립 판의 사용 효율을 고려해서 블랭

크의 면적 비율을 극대화하는 과정으로 스크랩 면적

을 최소화함으로써 금속 스트립 판의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그림 11)

그림 11. 블랭크 전개도

3. 스트립 레이아웃설계와 고찰

3.1 스트립 레이아웃설계

브라켓의 스트립 레이아웃 도는 표 4와 같은 가공

순서로 배열 하였다. 그림13~16에서는 전체 스트립

레이아웃 중에 중요한 공정의 스트립 레이아웃을 등

각 투상법으로 나타내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

이 1공정에서는 제품의 외측에 파일럿을 하기 위한

원형 피어싱을 스트립 중앙에 1개 실시하였다. 2공

정에서는 부분적으로 포밍을 하는 제품 외곽일부를

노칭가공을 2개 실시하였다. 3공정에서 부분적으로

포밍을 하는 제품 외각일부를 노칭가공을 2개 실시

하였다. 4공정에서는 제품을 유지하고 있는 스트립

의 맨 바깥쪽부의 노칭가공을 2개소 실시하여 다음

공정에서 포밍가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공정에

서는 피어싱, 노칭가공이 완료하고 난 후 제품의 진

행방향의 왼쪽에서 하향포밍을 2개 실시하였다. 이

때 포밍은 우선 재료가 변형되도록 포밍을 실시하였

다. 6공정에서는 5공정에서의 포밍가공이 실패할 경

우를 대비하여 아이들을 실시하였다. 7공정에서는

제품의 원형피어싱 2개를 캠피어싱으로 4개 실시하

였다. 이때 원형 피어싱은 포밍전에 피어싱을 실시

하게 되면 포밍가공을 하면서 원형 피어싱홀이 원하

는 진원의 형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포밍가공 완

료 후에 제품의 측면에서 캠피어싱을 실시한 것이

다. 8공정에서는 아이들 공정을 삽입하였다. 9공정에

서는 가동식 스트리퍼로 소재의 상면을 누르며 형상

피어싱을 2개 실시하였다. 10공정에서는 소재를 스

트립에서 떨어뜨리기 위하여 4각 노칭가공을 1개 실

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스트립 레이아웃

설계를 완성하였다.

표 4. 브라켓 스트립 레이아웃 도 배열 순서
스테

이지

번호

가공공정
가공

수

스테

이지

번호

가공공정

가

공

수

1
원형 피어싱 1

6
아이들 1

노칭 2 파일럿 1

2
노칭 2

7
캠 피어싱 4

파일럿 1 파일럿 1

3
아이들 1

8
형상 피어싱 1

파일럿 1 파일럿 1

4
노칭 1

9
아이들 1

파일럿 1 파일럿 1

5
포밍 2

10
파팅 1

파일럿 1

3.2 고찰

광폭에 내측 캐리어 달린 2열 2개 뽑기로 브라켓

의 스트립 레이아웃을 설계하였다. 협폭 배열일 경

우 재료이용률은 52.8%이고, 광폭 배열일 경우는

52.3 %, 각도배열인 30°에서는 50.8%, 45°일 때는

53.0%이다. 재료의 이용률은 각도배열일 때가 좋았

으나 기존 보유하고 있는 프레스 장비와 주변장치,

프레스라인의 길이와 재료 이용률을 고려하여 광폭

으로 스트립 레이아웃을 배열하기로 결정하였다. 브

라켓의 피어싱, 노칭, 형상피어싱 등의 전단가공에서

는 2D로 설계할 수 있으나 포밍가공을 하는 공정부

터는 2D 설계로는 브라켓의 형상 예측과 포밍후 두

께의 변화를 알 수가 없다. 최종 브라켓 형상으로부

터 블랭크의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3D 프레스 금형

설계 자동화모듈의 박판성형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실제로 현업에서는 중요한 형상에 대한 박판성형해

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의 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박판성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 금

형설계자가 이 프로그램을 다루기가 어렵고 해석결

과를 가지고 스트립 레이아웃설계에 적용하는 시간

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로는 단납기를 요구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하여 3D프

레스 금형 자동화 모듈인 씨마트론 E 다이디자인과

같이 금형설계자가 스트립 레이아웃설계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박판성형해석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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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하는 방안이 맞다고 사료된다. 프레스 금형

설계시 스트립 레이아웃의 배열에 따라 제품양산이

가능한지, 불가한지가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스트립 레이아웃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2D로 설

계해서는 어려움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2) 지금 세계

금형시장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납기 단축을 요구하는 유저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

지 못하면 도태하고 마는 일들이 앞으로 비일 비재

하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위해서라도 3D CAD/CA

M/CAE를 활용한 자동화 모듈로의 프레스 금형설계

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4. 결론

보텀 브라켓을 씨마트론 다이 디자인을 활용하여

3D로 제품도를 설계하고 스트립 레이아웃 도를 설

계하므로 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1) 금형설계자가 프레스 금형설계시 중요부분인 스

트립 레이아웃설계를 할 때에 성형안전지역과 인

장두께에 대한 박판성형해석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서 시간적으로 효율이 좋았다.

2) 프레스 금형설계를 할 때 모델링과 금형설계를

구분하여 작업하여 왔으나 자동화 모듈인 씨마트

론 다이 디자인을 이용하여 3D모델링이 아닌 실

제 3D금형설계를 할 수 있었다.

3) 블랭크 배열을 1열, 2열, 광폭, 협폭, 각도배열 등

으로 다양하게 시도하여 재료의 이송방법과 하중

의 고른 분포, 재료이용률 등을 고려해 광폭 2열

2개 뽑기 내측캐리어 달린 스트립레이아웃 설계

를 하였다.

4) 차후에는 결정된 스트립 레이아웃설계를 바탕으

로 3D로 금형 다이셋, 각종펀치, 다이부시 등의

부품을 설계하여 브라켓의 완벽한 3D 프로그레시

브금형설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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