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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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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실드쉘의 프로그레시브 금형의 스트립 레이아웃과 금형설계 및 제작에 관한 연구이다. 총 11공정으

로 블랭크 레이아웃을 구성하였고, 3D 금형설계를 하였다. 이와 같이 제작한 금형을 2차에 의한 트라

이아웃을 하여 일본에서 수입하던 단발 금형을 프로그레시브 금형으로 인버터 실드쉘을 양산하여 원

가절감,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1. 서론

1.1. EV 자동차의 동향

친환경 자동차용 2차 전지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차 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것

이 아니라, 충전을 통해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전지이

다. 현재는 주로 휴대폰 등 모바일 IT 기기의 전원

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대용량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향후 자동차, 에너지 저장 등으로 용도가 확대

될 전망이다. 표 1에서는 2차 전지의 3대 용도를 나

타내었다.

[표 1]2차 전지의 3대 용도

용도 주요 특징
IT제품 현재 2차전지의 대표적인 사용처

- 장시간 연속사용과 소형, 경량화가 중요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탑재
-고출력(노트북용 전지의 50배 이상), 내구성(15년 이상의 수명), 
안전성(폭발위험 해소)이 필수요건

에너지 저장 풍력, 태양광 발전 등으로 생산한 잉여전력을 저장
-고정형이기 때문에 자동차용처럼 엄격한 요구조건이 불필요

2차 전지는 향후 저가격, 고효율화가 진행되면서 자

동차 산업은 물론 21세기 산업 전반에 커다란 변화

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전기자동차는 일종

의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로 자동차산

업의 미래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 사료된다. 연료

탱크 대신 전지가 탑재될 경우 자동차는 전기제품에

가깝게 되고 구조도 단순해져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

질 가능성이 예상된다. 자동차가 석유 기반에서 전

지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정유, 에너지 등 다양한 산

업과 주요 인프라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

다.[1]

1.2. 인버터 실드쉘의 용도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2차전지에 전

원을 공급하는 고전압 케이블 연결용 3P 커넥터의

구성부품 중에 하나가 인버터 실드쉘이다.

고전압 케이블 연결용 3P 커넥터 구성부품은 실드

쉘(Shield Shell), 클림핑 링(Crimping Ring), 베이스

링(Base Ring) 등 3개 부품으로 구성 되어있다. 용

도로는 EV 자동차의 고압 인버터 케이블 연결용 커

넥터 부품이다. 적용차종은 H사의 EV 개발차종에

사용되어진다. 관련 사진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커넥터 구성도

인버터 3P 커넥터는 총 12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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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art Name 형상 크기(㎜) 재질 도금(㎛) 공법 중량(g) C/V U/S

1 Shield Shell
80.5*44.8*3

3.4
PMC26R-H

Cu : 0.6

Sn : 1
프레스 14.1 - 4

2 Crimping Ring
84.4*37.3*1

6.1
SPC270E-S

아연크로미네이

트 5
드로잉 14.8 - 2

3 Base Ring
79.3*32.5*1

7.4
SUS304-2B 드로잉 17.1 - 2

구성품은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3에서는 구성품 중

에 프레스 부품의 주요 재원을 나타내었다.

[표 2] 인버터 3P 커넥터의 구성부품 종류

총계 TML 사출 프레스 고무 드로잉
12종 2종 5종 1종 2종 2종

[표 3] 프레스 부품의 주요 재원

인버터 커넥터의 적용범위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버터 실드쉘이 먼저 프

레스 금형에 의해 만들어진 상태에서 클림핑 링, 베

이스 링이 결합하고 다음에 커넥터를 조립한다. 마

지막으로 사출물과 조립되어 전원연결부에 장착이

되는 것이다.[2]

[그림 2] 인버터 커넥터의 적용범위

2. 본론

2.1. 제품도 분석

인버터 실드쉘 부품의 제품분석

인버터 실드쉘 부품의 실제 도면은 그림 3과 같다.

표 4에 인버터 실드쉘 부품의 주요사항을 나타내었

다.

[표 4] 인버터 실드쉘 부품의 주요사항

소재 두께 1.5 mm 파일럿 간접 파일럿
재 질 PMC26R(TP)-H 블랭크 배열 광폭배열

1열1개 뽑기
클리어런스 6 % t 스탬핑 방법 피어싱, 노칭, 

벤딩, 파팅
이송피치 57mm 전개도 길이 107.80 × 51.59
소재 폭 120.0 mm 프레스 용량 250 톤

[그림 3] 제품도

2.2. 공정분석

블랭크 레이아웃을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이송피치,

잔폭, 공정수, 이송방향, 블랭크윤곽결정 등을 위해

금형의 구조를 간단히 하고, 금형설치가 용이하며,

금형수리가 쉽도록 고려하여야 한다.[1,2,3] 최종공정

을 배열할 때 선, 후 공정에 따라서 제품이 제대로

양산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사료된

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송피치는 57mm이

고, 재료 이용률은 54%이었다. 블랭크 레이아웃은

그림 4와 같이 하였다.

[그림 4] 인버터 실드쉘 부품의 블랭크 레이아웃

그림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총 7번의 피어싱, 노칭,

엠보싱, 챔버가공과 1공정의 아이들, 2번의 굽힘가

공, 1번의 파팅가공으로 블랭크 레이아웃을 구성하

였다.

[그림 5] 블랭크 레이아웃상의 중요공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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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스트립 레이아웃

2.3.1 역설계

블랭크 레이아웃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Cimatron E

Die Design을 이용하여 역설계를 하였다.[3] 역설계

를 할 때 첫 번째로 최종제품의 두께를 없애는 다이

스킨을 먼저 하였다. 두 번째는 인버터 실드쉘의 굽

힙부를 전개하였고, 세 번째는 인버터 실드쉘의 전

단가공부를 전개하였다.(그림 5 참조) 이와 같이 11

개소의 전단가공, 굽힘가공, 파팅가공을 전개하여 역

설계를 완료하였다.

2.3.2 스트립 레이아웃

역설계를 하여 1차로 결정한 스트립 레이아웃은 11

공정으로 노칭 타입으로 하였다. 그림 20은 각 공정

별 배열한 1차 스트립 레이아웃도이다.[3]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공정은, 피어싱과 노칭, 2공정은 엠

보싱과 노칭, 굽힘, 3공정은 피어싱과 노칭, 4~6공정

은 굽힘과 노칭으로 하였다. 7~10공정은 굽힘, 11공

정은 파팅으로 그림 6과 같이 스트립 레이아웃을 완

성하였다.[4,5,6,7]

[그림6] 인버터 실드쉘 부품의 노칭 타입 스트립 레이아웃도

2.4. 3D 금형설계

2.4.1 인버터 실드쉘 3D 금형설계

인버터 실드쉘의 금형설계시 최종 스트립레이아웃설

계를 한후에 절단윤곽선의 형상에 따라 다이 플레이

트 두께에 가중치를 가산하여 다이플레이트의 크기

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결정한 다이플레이트의 크

기는 630 x 280 mm 로 결정하였다. Cimatron E

Die Design을 이용하여 3D로 금형설계한 플레이트

는 그림 7에 나타내었다.[3]

[그림 7] 다이 플레이트

[그림 6]의 스트립 레이아웃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어싱, 엠보싱, 챔버, 노칭, 굽힘, 파팅의 순서로 설

계한 펀치 종류별 설계는 그림 8과 같이 하였다.

[그림 8] 각종펀치 및 다이블록 설계

2.5. 금형제작

금형제작에 사용된 기계는 성형 연삭기, 머시닝센터,

와이어 컷 방전가공기, 방전가공기 등 이다.

2.6. 트라이 아웃

사용한 프레스는 쌍용프레스(CD-200) 200톤에 금형

을 설치하여 1차 스탬핑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5공

정의 L 굽힘부에서 크랙이 발생하였고, 10공정의 U

굽힘부에서 굽힘후 R 형상 및 굽힘폭이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5공정의 L 굽힘부의 대책은 펀

치와 다이 R을 래핑으로 수정하여 마찰력을 감소시

켜 크랙을 없앴다. 10공정의 U 굽힘을 1회에 90°로

하지 않고 2회에 걸쳐 나누어 45°, 90°로 공정을 나

누어 수정하였다. 2차 스탬핑한 결과 양산한 제품이

검사에 합격하여 트라이 아웃을 종료하였다. 최종

완성된 스트립 레이아웃과 제품을 그림 9~10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9] 최종완성된 스트립 레이아웃

[그림 10] 최종완성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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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 실드쉘 제품 검사 성적서를 그림 11에 나타

내었다.

[그림 11] 제품 성적서-1

3. 결론

1. 인버터 실드쉘은 일본에서 수입한 7벌의 단발금

형으로 시험 생산하던 것을 11공정의 프로그레시

브 금형으로 국산화하고자 하였다.

2. 쉴드쉘은 HEV, EV 자동차의 고전압 케이블 연

결용 커넥터 구성의 필수부품으로 재질은

PMC26R-H이고 재료이용률은 54%이다.

3. 금형제작후에 200톤 프레스로 트라이 아웃한 결

과 5공정, 10공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L굽힘부,

U굽힘부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수정을 완료하였

다.

4. 인버터 실드쉘을 최종 트라이 아웃 후에 제품검

사를 하였더니 그림 11과 같이 합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지정 공주대학교 자동차의

장 및 편의부품 지역혁신센터의 지원에 의한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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