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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코너 형상의 Eco-Al 제품에 대한 fine blanking 금형의 
clearance 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learance Decision of Fine Blanking Tool for Eco-Al Parts 
with Various Inner   Corner 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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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Eco-Al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신소재로서 기존 Al 합금 원소인 Mg을 

Mg+Al2Ca로 대체한  Al 합금으로 기계적 특성과 

성형성이 향상되어 자동차 경량화 소재로 적용이 

가능하다. 
Fine blanking(이하 FB) 기술은 1회의 공정으로 

일반 기계 가공과 같은 매끄러운 전단면을 얻을 

수 있는 프레스 가공 공정이다. FB 금형에서 

punch와 die의 clearance는 전단면의 품질을 결정 

하는 중요한 설계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clear-
ance는 재료두께의 0.5%로 설계하며 너무 크면 

파단면이 발생하며 너무 작으면 bulging 현상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코너 형상을 갖는 Eco-Al 

5052 특수 제품에 대하여 FB 금형을 제작하고 성형 

시험을 실시하여 clearance 변화에 따른 전단 상태 

및 bulging 현상을 확인하여 내측 corner 형상의 

최적의 clearance 설정을 제시하였다.

2. FB 제품 설계

FB 재료는 연성이 좋아야 하고 조직상 미세한 

구상화 조직이 균일하게 확산되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FB 재료로 가공이 되지 않은 Eco-Al 
5052소재를 사용하였다. 기계적 물성 시험 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조직 사진은 Fig. 1과 같다.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Eco-Al 5052

Properties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Eco-Al 5052 145.4 229.1 19

Fig. 1 Structure of Eco-Al 5052(×500)

설계한 FB 제품은 Fig. 2와 같이 코너 R 0.5, 
1.0, 1.5, 2.0mm, 코너반경 30, 45, 60, 90, 120°의 

코너 형상을 가진 car seat recliner holder를 변형한 

특수 제품이며 재료 두께는 4mm이다.

 Fig. 2 Design of Fine blanking part

3. FB 금형의 설계 및 제작

설계한 제품을 토대로 strip-layout을 작성하고, 
공정에 필요한 힘을 계산하였다. 전단력은 

65.71ton, V-ring force는 51.94ton, Counter force는 

9.86ton으로 127.51ton이상의 용량을 갖는 FB프레

스가 요구되었다. Punch와 die의 clearance는 코너 

형상의 외측은 0.015mm, 코너형상의 내측은 0.015, 
0.1, 0.2mm로 3개의 punch를 설계하였으며 die plate
와 guide plate를 insert 타입으로 구성하였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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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는 die 치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die 치수를 

기준으로 핵심 FB 금형부품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금형을 토대로 Fig. 3과 같이 금형을 제작하였다.

Fig. 3 Photos of FB tool for experiments

4. 실험 및 결과

성형 시험은 Mori Iron Works Co.Ltd의 650ton 
유압 FB 프레스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전단력 

3400KN, V-ring force 800KN, Counter force 400KN
으로, 전단속도는 19mm/s로 설정하였다. 성형시험 

결과 Fig. 4와 같이 clearance가 0.015mm일 경우에 

전단면 비율 85%를 얻을 수 있었다. clearance가 

0.2mm인 경우에는 파단면이 발생하였다.

Fig. 4 Result of FB experiments

Bulging 현상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면조도 측정한 결과 Fig. 5의 그래프와 같이 나타

났다.

Fig. 5 Results of bulging height measurement

4. 결론

Clearance 0.015mm에서 85%의 전단면 비율을 

얻을 수 있었고, 코너 반경이 작은 부분에서는 95%
이상의 전단면 비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137um 높이의 bulging이 발생하였다. Clearance 
0.2mm에서는 파단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FB 제품

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소재의 

압연 방향에 대한 직각 방향에서 특별히 bulging 
높이가 낮음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상기 결과를 

검토해 볼 때 내측 코너 형상의 최적 clearance는 

0.1mm정도로 판단되며, 100% 전단면 비율을 얻기 

위해서 조직의 균일화를 위한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Taylan Altan, "Metal Forming Handbook," Shuler 
GmbH, Berlin Heidelberg NewYork, 
Springer-Verlag, chapter 4, 1998

2. K. Lange, F Birzer, P. Hoefel, A. Muhoty, H. Singer, 
"Cold forging and Fineblanking – A handbook on 
cold processing, material properties, component 
design," EdelstahlwerkeBuderus AG, Feintool AG 
Lyss, HoeschHohenlimburg GmbH, 
KaltwaltzwerkBrockhaus GmbH, 1997 

3. Franz Birzer, "Forming and fineblanking / cost-ef-
fective manufacture of accurate sheetmetal parts," 
Landesberg/Lech, verlagmoderneIndustrie, 1997

4. W. Blatter, "Introduction into the technology fine 
blanking tools," Incheon, KAITECH, 1991

5. Jong-Deok Kim, Heung-Kyu Kim, Young-Moo 
Heo, Sung-Ho Chang, "A study on the effect of 
V-ring position on the die roll height in fine blanking 
for special automobile seat recliner gear," 
Advanced Materials Research, Vols. 383-390, 
7122-7127, 2012

6. Jong-Deok Kim, Heung-Kyu Kim, Young-Moo 
Heo, Sung-Ho Chang, "A study on die roll height 
of special automobile seat recliner gear according 
to die chamfer shape in fine blanking tool," 
Advanced Materials Research, Vols. 121-126, 
3694-3699, 2012

7. Jong-Deok Kim,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ef-
fect of  V-ring position and die chamfer shape in fine 
blanking too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5, 
2009-2014, 2012

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