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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고주파 발생시 전자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인버

터 실드쉘의 단공정 스트립 레이아웃과 금형제작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는 일본에서 금형을 수입하여

7벌 단공정 금형방식으로 개발하여 65톤 프레스에서 시험생산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단공정 금형의 스트립 레이아웃을 분석하여 프로그레시브금형설계 및 제작시 원가경쟁력을 갖추기 위

하여 연구하였다.

기업 출시 및　발표 동향
도요타 Ÿ 3세대 ‘프리우스’, 레서스 하이브리드‘HS250h’

혼다 Ÿ 하이브리드‘인싸이트’, 하이브리드 스포츠카‘CR-Z’

미쓰비시 Ÿ 전기자동차 ‘아이미브(iMiEV)

GM Ÿ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시보레 볼트’

BMW Ÿ 전기자동차 ‘MINI E’를 미국시장 판매
현대자동차 Ÿ ‘아반떼 하이브리드’, 중형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 서론
1.1. 친환경자동차의 경향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규제 강화 움직

임은 친환경 자동차의 시장형성을 가속화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보다 42% 강화된

연비규제(35.5마일/갤런)를 2016년부터 실시한 예정

이며, 중국은 2015년 실시를 목표로 미국보다 더 엄

격한 42.2마일/갤런의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실제

로 최근 들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

심이 증가하고 있다.[1]

하이브리드차인 '인싸이트'(혼다), '프리우스'(도요

타)가 4월, 5월 각각 일본 내 월간 판매대수 1위에

등극하고 있다. 도요타 '프리우스'가 독주하던 친환

경 자동차시장에 혼다, GM, BMW, 현대자동차등 글

로벌 경쟁자들이 가세하고 있는 형세이다.[2] 친환경

자동차의 출시 동향을 표 1에 정리하여 보았다.

1.2. 인버터 실드쉘
인버터 실드쉘의 보조 실드쉘은 강판을 눌러 만들

고, 표면을 금으로 처리하고, 고정쉘은 강판을 눌러

형성하고 고리 모양을 하고 있다. 인버터 실드쉘은

전기자동차의 고주파 발생시 전자파를 차단하는 역

할을 하고 있고, 이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표 1] 친환경 자동차 출시 동향[2]

[그림 1] 인버터 실드쉘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용 인버터(Inverter) 실드

쉘(Shield shell)은 국산화가 필요한 설정이다. 현재

는 일본에서 금형을 수입하여 7벌 단공정 금형방식

(65톤 프레스사용)으로 개발하여 생산중에 있으며,

앞으로 닥칠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시대를 선도

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월등한 프로그레시브 방식

으로 금형 설계 및 제작이 요구된다. 요구하는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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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0.1이하)와 전단하중의 집중력에 따른 금형의 파

손을 방지하는 전단하중 분배 및 각 공정분산에 따

른 7~10공정의 정밀금형제작이 필요하며, 하이브리드

와 같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암형 커넥터와 그러

한 암형 커넥터에 접속되도록 되어 있는 수형 커넥

터에는 고전류가 흐르는 와이어와 와이어를 연결하

는 부위에 사용되므로 실드 쉘의 연결부가 절대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정밀한 오차만이 요구되

는 프로그레시브 금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실드 쉘의 정밀금형설계 구조해석 및 정

밀 부품가공 방법 기술 지원 등에 의해 현존하는 단

발 금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 및 안전

하고 신뢰성이 높은 고품질의 초정밀 제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3]

본 논문에서는 7공정의 단공정 방식의 스트립 레이

아웃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함 금형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2. 본론
2.1. 제품도

[그림 2] 제품도

그림 2에서는 인버터 실드쉘의 제품도를 나타내었

다. 소재의 재질은 PMC26R(TP)-H이고 두께는

0.4±0.02 mm 이다. 전체전개 치수는 107.80 × 51.59

mm 이고, 굽힘가공된 최종치수는 33.36 × 40.25 mm

이다.

2.2. 단공정 스트립 레이아웃[4,5,6,7]
2.2.1 1공정-블랭킹
인버터 실드쉘의 블랭크를 전개한 치수대로 스탬핑

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공정을 전개하였다.

[그림 3] 1공정-블랭크

2.2.2 2공정-피어싱
2공정에서는 3개소의 피어싱을 그림 4와 같이 공

정을 전개하였다. 1개소는 실드 쉘의 연결부 구멍 4

개소를 피어싱하였고, 2개소 중에서 1개소는 15° 굽

힘가공을 하기 위한 ㄷ자형 피어싱 2개이고, 1개소는

R굽힘을 하기위한 ㄷ자형 피어싱 2개소이다.

[그림 4] 2공정-피어싱

2.2.3 3공정-굽힘, 엠보싱
3공정에서는 6개소의 굽힘과 1개소의 엠보싱을 그

림 5와 같이 공정을 전개하였다. 1개소는 90° 굽힘을

2개 하였고, 1개소는 15° 굽힘을 2개 하였다, 1개소

는 R굽힘 4개하였고, 16° 굽힘과 엠보싱을 4개하였

다. 1개소에서는 실드쉘의 휨을 방지하기 위하여 엠

보싱가공을 6개하였고, 실드쉘의 연결부의 L굽힘을

2개하였으며, U굽힘을 2개하였다.

[그림 5] 3공정-굽힘, 엠보싱

2.2.4 4-굽힘
4공정에서는 3개소의 굽힘을 그림 6과 같이 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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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하였다. 1개소는 3공정에서 90° 굽힘한 것을 내

측으로 45° 굽힘을 2개하였고, 3공정에서 16° 굽힘과

엠보싱가공을 한 내측을 90° 굽힘을 4개하였다. 1개

소는 R 굽힘을 2개하였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 7공

정 U 굽힘시 형상이 각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다.

[그림 6] 4공정-굽힘

2.2.5 5-굽힘
5공정에서는 1개소의 굽힘을 그림 7과 같이 공정을

전개하였다. 3공정에서 16° 굽힘과 엠보싱가공하고 4

공정에서 내측을 90° 굽힘을 한 부분을 55° 굽힘을 4

개하였다

[그림 7] 5공정-굽힘
2.2.6 6-굽힘
6공정에서는 1개소의 굽힘을 그림 8과 같이 공정을

전개하였다. 3공정에서 16° 굽힘과 엠보싱가공하고 4

공정에서 내측을 90° 굽힘을 했으며, 6공정에서 55°

굽힘을 한 부분을 소재외측이 2.10 mm 가 되도록

굽힘을 4개하였다.

[그림 8] 6공정-굽힘

2.2.7 7-굽힘
7공정에서는 1개소의 굽힘을 그림 9와 같이 공정

을 전개하여 단공정 스트립 레이아웃을 완료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요부 3개 치수를 만족

할수 있도록 U 굽힘을 하였고, 특히 유의사항은 앞

공정에서 실시한 4개소의 굽힘부분이 간섭을 받지

않도록 굽힘다이의 일부를 내측으로 도피할수 있도

록 가공해야 한다.

[그림 9] 7공정-굽힘

2.3. 제작한 단공정 금형
일본에서 수입한 7벌 단공정 금형은 2.1절의 스트

립 레이아웃을 바탕으로 제작하였고, 사용한 프레스

는 65톤 이다. 제작되어진 단공정 금형을 그림 10~16

에 나타내었다.

[그림 10] 1공정-블랭크

[그림 11] 2공정-피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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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3공정-굽힘, 엠보싱

[그림 13] 4공정-굽힘

[그림 14] 5공정-굽힘

[그림 15] 6공정-굽힘

[그림 16] 7공정-굽힘

3. 결론
인버터 실드쉘의 단공정 금형의 스트립 레이아웃

설계와 제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

었다.

1)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규제 강화 움

직임은 친환경 자동차의 시장형성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미국은 현재보다 42% 강화된 연비규제를 2016년

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중국은 2015년 실시를 목

표로 미국보다 더 엄격한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

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3) 인버터 실드쉘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용으로

사용되며 일본에서 수입한 7벌의 단공정 금형으로

시험생산이 되고 있다.

4) 기존의 단공정 방식을 탈피하고 프로그레시브금형

설계 및 제작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공정 스트립 레이아웃과 금형에 관한 연구를 하

여 인버터 실드쉘의 프로그레시브 금형설계 및 제

작에 반영하여 원가대비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였

다.

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지정 공주대학교 자동차의

장 및 편의부품 지역혁신센터의 지원에 의한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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