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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플런저(Plunger)의 부품 용도는 점화 플러그와 조립 되는 부품으로 연료 분사장치에 적용하여 연료

효율이 약 15~20% 개선됨이 일본에서 검증되어 일본은 상용화 되었다. 국내에서는 개발단계로 처음에

냉간단조로 개발하였다가 원가 및 생산성 문제로 프로그레시브금형(Progressive Die)로 개발 하려는

단계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젤 차량에 장착되는 플런저를 냉간단조방식이 아닌 원가 및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레시브 금형에 적용하여 양산할 수 있는 스트립 레이아웃을 개발한 결과를 바

탕으로 금형설계 및 제작을 하고, 프레스에 장착하여 트라이얼 하였고 이를 통하여 기존 설비 대비

1/20의 금액투자로 플런저 생산원가를 확보할 수 있었다.

1. 서론

플런저(Plunger)란 고압 연료분사 장치를 말하고

통칭 부란자란 명칭으로 지칭된다.

독일의 아돌프 디젤이 발명한 디젤 엔진은 내연기

관의 하나로서 공기의 압축열에 의해 연료에 착화해

서 연소되어 동력을 얻는 원리이다. 주요부품은 본질

적으로 가솔린 엔진과 같이 실린더, 피스톤, 크랭크

샤프트 등의 각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점화

방식의 차이로 가솔린 엔진에서 쓰여지는 점화 장치

가 필요 없는 반면 디젤엔진에서는 연료분사장치(플

런저)가 필요하다. 실린더 헤드에는 스파크 플러그

대신에 분사노즐이 장치되어 있다. 플런저는 Fuel

Diesel Injection Pump 내에 조립되는 부품으로 고압

으로 연료를 펌핑하는 구성부품이다. 디젤 엔진의 플

런저는 보통 100만원이 넘어가는 고가품이다. 외국계

B사, D사, D사계열, 한국의 D사 등이 있다. 커먼레

일 시스팀은 대부분 외국계 B사와 D사 제품이 주로

사용된다. 국산화가 안된 부분이 많아서 수입에 의존

하기에 국산디젤차가 비싼 이유이다. 커먼레일 디젤

엔진과 플런저 등은 빠른 시일내에 국산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국내에서는 개발단계로 외국에서 장비일

체를 도입하여 냉간단조방식으로 개발하였으나 제품

원가 및 월간 납품에 따른 생산성 문제로 일부 지연

되고 있는 실정이다. 플런저는 2,000CC 이상의 승용

차에 적용할 예정이며 엔진의 출력을 높이면서도 연

료의 토출량을 조절할 때 사용이 된다. 고연비 고효

율 친환경 자동차 생산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선택

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어버렸다. S사에서는 1차로

이태리에 30억 정도 투자하여 금형 및 프레스와 주

변장치 일체를 수입하여 설치하였다. 그러나 국내 자

동차업체에서는 플런저의 장점을 알면서도 플런저의

가격대비 경쟁력이 없어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여 원

가를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 상진 미크론에서는 기존의 냉간단조 방

식을 탈피하고 프로그레시브금형설계 및 제작방식으

로 변경하여 기존설비대비 1/20로 투자자금을 낮추

고, 요구하는 정밀도와 가격대비 경쟁력을 갖추기 위

해 플런저를 국산개발을 하고자 한다.[1]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중요한 플런저 부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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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는 금형을 블랭크전개, 블랭크 레이아웃을 거

쳐 스트립 레이아웃 설계를 바탕으로 금형설계 및

제작을 하고, 프레스에 장착하여 트라이얼 하였고 이

를 통하여 기존 설비 대비 1/20의 금액투자로 플런

저 생산원가를 확보할 수 있었다.

2. 본론

2.1 기존 스트립 레이아웃
블랭크 레이아웃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Cimatron

E Die Design을 이용하여 역설계를 하여 1차로 결

정한 스트립 레이아웃은 24공정으로 아워그래스 타

입으로 하였다. 그림 1은 각 공정별 배열한 1차 스트

립 레이아웃도이다.[1]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공정은, 피어싱, 2공정은 아워그래스, 3-4공정은 아

이들, 5~10공정은 드로잉/아이들로 하였다. 13~17공

정은 아이어닝/아이들, 18~20공정은 리스트라이킹/아

이들, 20~23공정은 피어싱/아이들, 24공정은 트리밍

으로 그림 1과 같이 스트립 레이아웃을 완성하였다.

[그림 1] 플런저 부품의 아워그래스 타입 스트립 레이아웃도

2.2 새로이 완성한 스트립 레이아웃
최종 결정한 스트립 레이아웃은 24공정으로 랜싱

타입으로 하였다. 그림 2는 각 공정별 배열한 최종

스트립 레이아웃도이다.[1,2,3,4,6]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공정은, 피어싱, 2공정은 노칭, 3공정은

랜싱, 4공정은 아이들, 5~12공정은 드로잉/아이들로

하였다. 15~18공정은 아이어닝/아이들, 19~21공정은

리스트라이킹/아이들, 22공정은 피어싱, 23공정은 챔

버, 24공정은 트리밍으로 그림 9와 같이 스트립 레이

아웃을 완성하였다. 이중에서 중요하게 볼 공정은 2,

3, 23공정이다. 2공정은 랜싱을 하기전에 4개의 지지

점을 만들기 위한 노칭이기 때문에 중요한 공정이다.

23공정은 피어싱후의 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

문에 중요한 공정이다.

[그림 2] 플런저 부품의 랜싱타입 스트립 레이아웃도

3. 디젤 플런저 3D 금형설계

디젤 플런저의 금형설계시 최종 스트립레이아웃설

계를 한후에 절단윤곽선의 형상에 따라 다이 플레이

트 두께에 가중치를 가산하여 다이플레이트의 크기

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결정한 다이플레이트의 크기

는 1,350 x 410 mm 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소재

이송방향의 다이 플레이트의 크기가 너무 크므로 4

개로 분할하기로 하였다. 1차 다이플레이트 크기는

320mm, 2차는 310mm, 3차는 335mm, 4차는 270mm

로 하였다. 이와 같은 비율은 펀치플레이트, 스트리

퍼플레이트, 펀치배킹플레이트, 다이배킹플레이트는

각 플레이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분할하게 하였다.

Cimatron E Die Design을 이용하여 3D로 금형설계

한 플레이트는 그림 3~5에 나타내었다.[5]

3.1 다이플레이트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형피어싱, 노칭, 랜

싱부를 첫 번째 다이블록으로 분할하였다. 2번째는

드로잉과 아이들부를 기준으로 분할하였다. 그 이유

로는 앞 공정에서보다 드로잉을 하면서 재료의 유입

에 따른 블랭크 홀딩력을 높이려는 의도 때문이다. 3

번째는 재드로잉 공정과 아이들부를 기준으로 분할

하였다. 4번째는 아이어닝과 리스트라이킹, 아이들부

를 기준으로 분할하였다. 5번째는 피어싱, 챔버, 트리

밍부를 기준으로 분할하였다.

[그림 3] 다이플레이트

3.2 스트리퍼플레이트
1, 2번째 분할은 다이 플레이트와 동일하게 하였

다. 나머지 분할은 드로잉, 재드로잉, 아이어닝 등에

따라 그림 4과 같이 분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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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트리퍼플레이트

3.3 펀치플레이트
다이플레이트와 동일하게 그림 5와 같이 분할하였다.

[그림 5] 펀치플레이트

3.4 펀치 종류별 설계
그림 2의 스트립 레이아웃도와 공정별 순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어싱, 노칭, 벤딩, 파팅의 순서로

설계한 펀치 종류별 설계는 그림 6과 같이 하였다.

[그림 6] 각종펀치 및 다이블록 설계

3.5 조립도
플레이트와 각종 펀치의 설계를 완료한 후에 전체

조립도는 그림 7과 같이 하였다.

[그림 7] 전체 조립도

4. 금형제작 및 트라이얼

4.1 제작에 사용된 기계
금형제작에 사용된 기계는 성형 연삭기, 머시닝센

터, 와이어 컷 방전가공기, 방전가공기 등은 그림 8

에 나타내었다.

[그림 8] 제작에 사용된 기계

4.3 금형조립
각 플레이트별 가공을 완료하고 금형조립은 그림

9~11과 같다.

[그림 9] 상형조립

[그림 10] 하형조립

[그림 11] 전체조립

4.4 트라이얼 및 수정
트라이얼에 사용한 프레스는 쌍용프레스(CD-250)

250톤에 금형을 설치하여 1차 스탬핑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마지막 공정에서 핀치 트리밍후에 제품도의

치수 18.5보다 편측 0.05mm 이상 커지는 현상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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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공정의 펀치와 다이를

수정하였다. 2차 스탬핑시 제품 외측 바닥면 부의

버가 발생이 되어 내경 Φ6 피어싱 이후 공정에 챔버

공정을 삽입하여수정을 완료하고 스탬핑한 결과 양

산한 제품이 검사에 합격하여 트라이얼을 종료하였

다. 그림 12 최종완성된 제품을 그림 13과 같이 나타

내었다.

[그림 12] 양산과정

[그림 13] 최종완성된 제품

4.5 검사결과
디젤 플런저 제품 검사성적서를 그림 14에 나타내

었다.

[그림 14] 제품 검사 성적서

3. 결론

디젤 차량 플런저 부품의 금형설계 및 제작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1) 미국 및 유럽 등 앞으로 많은 CAFE 규정을 맞추

기 위해 고효율, 고연비의 자동차 시장이 조기 활

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산 디젤 플런저 부품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기존의 냉간단조 방식을 탈피하여 프로그레시브

금형제작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서 요구하는 정밀

도와 가격대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3) 기존설비 대비 1/20의 금액투자로 플런저 생산원

가를 확보할 수 있고, 기존의 엔진차량보다 연비

를 15~20%이상 크게 향상시킴은 물론이고 이산

화탄소 배출량도 크게 감소할 수 있다.

4) 친환경 자동차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스마트

그리드 사업과 연계 산업에 시너지 효과 및 다양

한 자동차기술 관련 산업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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