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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전기자동차에대한기술발전중배터리성능향상과

함께 에너지에 대한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특히전기자동차의구동시스템의경우모터

와 기어로 구성되며 기어와 기어의 동력 전달 시 기어 이과

이가맞물려동력을전달하는데이와이의맞닿는면의특성

에따라에너지전달효율이달라진다. 일반적으로기어생산

의 경우 전용 가공기를 이용한 가공과 함께 프레스 공정 중

하나인 파인블랭킹 공정을 통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레스공정을통한기어생성시전단면을최대화하는것이

중요하다. 프레스 공정을 통한 제품 전단 시 절단된 제품의

단면은크게다이롤, 전단면, 파단면및버로구분할수있으

며전단면의생성이최대화 되기위해서는파단면및다이롤

의크기가최소화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전산해석을 이용하여 파인블랭킹 공정 조건에 따른 파단면

생성 높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1-4]

2. 해석 및 결론

2.1 해석 조건

전산 해석은 상용소프트웨어인 Deform을 사용하였다. 전산

해석을위해선정된공정조건은 V 링의형상, V링과펀치와

의거리및클리어런스이며펀치속도는고정값을사용하였

다. 표1은 해석에사용된조건이며 Fig. 2는 해석을위한유한

요소모델 및 경계조건이다.

Table. 1 Analysis Parameter Condition
Punch Speed 5 m/min
V Ring Type V, U

Distance from Punch 1.0, 1.5, 2.0, 2.5, 3.0mm

Clearance 1%, 3%, 5%

Fig. 1 FEM Model & Boundary Condition

2.2 결론

Fig. 2는 공정조건에따른전단해석결과를나타낸다. 전단

해석 결과 V형의 형상 조건에서 V 형상에서 파단면은

0.09678mm의크기로 U 형상에비해작은파단면이발생하였

전산 해석을 이용한 파인블랭킹 공정 조건에 따른 파단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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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논문에서는전산해석을이용하여파인블랭킹공정조건에따른파단면생성높이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 파인블
랭킹은 프레스 공정 중 하나로 공정을 통해 생성된 절단면에 대한 전단면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공정이다. 전산 해석을
위해선정된파인블랭킹의공정조건은 V ring의 형상, 펀치로부터 Ving의 거리및클리어런스이며성형해석을통해
V 형상, V링과 펀치의 거리 1mm, 클리어런스 1%에서 가장 작은 파단면이 생성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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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펀치로부터 V-링의 거리가 1.0mm 조건에서 0.0162mm

의크기의가장작은파단면이발생하였으며 1%의클리어런

스 조건에서 0.09678mm의 가장 작은 파단면이 발생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Fig. 2 Analysis results of fracture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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