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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 개발할 설계기술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소량 다품종 건축용 내·외장재의 금속 패널

코너가공법에 관한 것이다. 금속 금구류 및 건축용 내·외장재로 사용되는 2.5mm이상 되는 금속강판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직각코너링 접합부위에서 발생되는 내식성(수명성), 내후성, 및 미

려성(디자인)을 향상시키므로 품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소량 다품종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국내

최초 금속패널 코너가공을 할 수 있는 벤딩다이시스템(Bending Die System)를 설계, 제작하여 경제적,

기술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1. 서론

건설시장의 성장과 함께 건축물 외장패널 등의

금속패널 코너가공은 크게 코너용접방식, Y형 성형

가공(Y Forming)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용

접방식은 아연도금 층이 파손되어 도료의 접착력 약

화로 누수침투에 의한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어 제품

의 애프터 서비스 요인이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Y형 성형

가공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플렌지의 두께가

1.0mm정도 밖에 밀폐되지 못하며, 코킹 작업시 신

중히 처리하지 않으면 누수침투가 발생하여 제품에

좋지않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코너반경 “R"이

커져 제품의 미려함에도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를 개

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S사에서는 세계최초로 인라

인 롤 시밍(Inline Roll-seaming)기를 개발 제작하여

부식방지, 누수방지, 코너반경 “R"의 적정치를 유지

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매출이익을 매년 100%

이상 달성하였다.(1),(2)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되는 금

속패널의 코너 부분을 가공함에 있어 기존방법의 코

너가공부는 외부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온도의 변화

와 비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패널을 시공

함에 있어 코너부분이 일정하게 생성되지 않아 배열

간격이 맞지 않거나 도색상태가 일정하지 않으면,

외관상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제품의 애프터서비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금속패널제조공정

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패널 코너부 벤딩 접합공

정이다. 금속패널 코너부의 100% 수밀성 유지와 열

응력 및 변형요소가 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

속패널 코너가공을 위한 벤딩다이시스템을 설계를

완료하였다. 이는 일본 야마다(사) 제품보다 3개 공

정을 단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30%이상의 원가절감

과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므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술개발을 한 것이라 사료된다.

 

2. 본론

2.1 금속패널 3D설계

금속패널벤딩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여 코너를

가공하기 전에 NCT에 의해 금속패널의 전개형상을

가공하고 NC절곡기를 이용하여 금속패널의 절곡부

를 V형벤딩을 하게 되는데 알루미늄 3t 소재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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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가공하고자 하는 사양을 표 1에 나타내었다.
(3),(4),(5),(6)

표 1. 코너를 가공할 금속패널의 사양
금속패널규격 315×315×30×3t

벤딩반지름(r) 1.5R

벤딩전개식

바깥쪽 치수 가산법(C=4.5)

L = l1+l2+l3+l4+l5-4C = 362㎜

Z굽힘의 전개치수(C=0.33)

L = l1+l2+l3+l4+l5+1.57(r+ct) = 360㎜

V벤딩가공력

PB = F×Pb = ((b×(l-2rp))×Pb
PB =((300×(24-2×1.5))×4.2=26,460㎏

b=판폭=300㎜ l=다이폭=8t=24㎜

Pb=단위면적당 바닥 누르기압력=4.2

그림 1 에서는 등각투상법으로 코너가공할 금속

패널 완성품을 나타내었다. 그림 2 에서는 3D CAD

인 UG NX4.0을 이용하여 금속패널의 전개도를 나

타내었다.
(7)

그림 1. 금속패널 완성품

그림 2. 금속패널 전개도 

2.2 벤딩 시스템 설계

현재 S사에서 인라인 시밍기로 생산하고 있는

금속 패널 코너 부분이 정밀하게 밀착되지 않으면

내수성이 좋은 페인트로 완벽한 도장을 하였다하더

라도, 건축물 외벽에 부착한 후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시로 눈과 비를 맞으며 계절에 따른 온도 변

화로 금속 패널의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다보면 이격

이 생겨 누수에 의하여 금속이 부식될 가능성이 매

우 크다. 따라서 금속패널 코너부의 접합면을 크게

하되 외관상 미려함을 함께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

다. 이를 위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는 롤시밍기는

절곡성형 부분을 하부 금형 부분에 안착시킨 후 상

부 프레스 암에 달려 있는 롤(⋈)행정이 상측에서

하측 금형부에 부착되어 있는 대상 패널코너 부분으

로 가압되면서 압착시키고, 압착되며 밀려나온 잔류

금속 잔여량을 하부측에 달려있는 커터기로 300mm

수평이동하면서 절단하여 제품을 만들어 낸다. 이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롤 성형 상하행정 거리가 250

mm 정도로 길기 때문에 강한 압력을 줄 때 진동이

발생되고 프레임이 강한 프레스 압력 때문에 변형이

발생되면 제품양산시에 정밀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상하행정거리를 100mm정도로 줄여 프레스 압력을

증가시켜 압접율을 높이고, 잔류금속 잔여량의 커팅

거리를 100～150mm로 줄여 작업할 수 있는 벤딩

다이시스템(Bending Die System)을 개발함으로서

프레스 압력에 따른 변화가 전혀 없고, 절곡성형 코

너 부분의 편차를 흡수 처리함으로서 불량률을 감소

시킨다.

3. 벤딩 다이시스템 제작

3.1 벤딩 다이시스템 제작완성품

벤딩 다이시스템 제작완성품을 그림 3에 나타내

었다. 그림 4에 벤딩 다이시스템의 실제 설치도를

나타내었다.

3.2 벤딩 다이시스템의 국내외 기술성능 비교분석

실린더 4대에 대한 작동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

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벤딩다이 코너 가공

기는 현재 국내에 없는 제품이며, 국외에서는 일본

의 야마다(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12개 공정을 개선

하여 9개 공정[원재료 입고 ⇨ 금긋기 및 기초모형

절단 ⇨ 절곡 선형 ⇨ 압접(Bending) ⇨ 잔류금속편

절단 ⇨ 도장 ⇨ 건조 ⇨ 검사 ⇨ 출하]으로 완성하

므로 일본 야마다(사) 제품공정보다 3개 공정이 단

축되고, 30%이상의 원가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키

고 있다. 이에 대한 기술성능비교분석을 표 2.에 나

타내었다. 국내에서는 금속패널벤딩시스템이 개발이

되지 않았고 이 시스템이 처음 개발된 것이다.

4. 결론

금속패널가공을 위한 벤딩 다이시스템을 설계하

고 제작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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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벤딩 다이 상단 금형부

그림 4. 벤딩 다이시스템의 설치도

항 목 개발제품 국 외 ( 일본 : 야마다 )

재 질

ALUMINUM &

ELECTRIC

CALVANIC STEEL

ALUMINUM &

ELECTRIC CALVANIC

STEEL

제조공

정
• 9개 공정 • 12개 공정

원가절

감

30% 원가 절감

• 3개공정단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

• 생산성 향상

• 원료절감(용접비, 코

너브라켓, 씰란트, 버핑

재 절감 )

• 용접재, 코너 브라켓,

씰란트, 버핑재정상소모

접합방

식

(수밀성)

Bending Die로 가압하

여 압접

• 뒤틀림 없음

• 색상 불변

• 용접 없슴

전기 용접에 의한 열응력

발생

• 냉각시 뒤틀림 변형

• 도장색상 변형

• 용접부 내식성 저하로

부식 발생

외 관

(디자인)
우 수

보통

• 코너부분 라운드 Y형

성형가공시 튀어나옴 용접

부 그라인딩 부분

표 2. 국내외기술성능 비교 분석표

1) 기존 생산 제품에 비해 생산원가를 30%이상 절

감(인건비 포함)하였고 생산성 향상은 50%이상

향상되었으며 제품의 내구성은 반영구적이고 완

벽한 코너가공으로 일본 KDK 우수품질인증 및

일본특허를 출원하였다.

2) 국내 최초로 S사에서 사용했던 압입 롤 시밍기에

의한 접합보다 본 연구에서 설계하고 개발된 벤

딩 다이시스템제품은 수밀성, 내구성, 외관의 수

려함 등이 완벽해지고 패널절단 및 절곡성형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의 수작업 편차가

줄어들어 커터 압력에 의한 하부금형부의 유격을

흡수하고 상하 이동 프레스 압력에 의한 진동 흡

수 등으로 평탄도를 유지하고 있다.

3) 벤딩 다이시스템에 대한 설계 및 제작이 완료되

어 국내 건설현장에서 고 부가가치 제품으로 선

호도 및 활용도가 증대되어 다품종 소량 생산에

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수밀성 및 내구

성 등의 증대로 A/S 비용을 절감하여 일본, 중국

등 해외시장에 벤딩 다이시스템의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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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준 중소기업청의 제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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