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

1. 서 론

현재 세계에는 친환경 시장의 급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친환경 

제품, 특히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

다. 친환경 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2차 전지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

라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2차 전지 제조공정에 

있어 프레스 유닛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금형 프레스(mold press)
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금형 프레

스의 균형이 무너지고 평행도가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금형

의 가이드 포스트(guide post)와 이송판(moving plate)의 평행도

(parallelism)가 틀어지거나, 베어링의 마모로 인해 수평을 유지하

며 내려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2차 전지의 생산에 있어 

Fig. 1과 같은 절단면 불량, 버 발생 등으로 인해 전극(electrode)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고 금형, 금형 다이, 베어링, 축 등 부품의 

수명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며 금형 프레스 장치의 수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1].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평행도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프레스의 각 포스트에 

photo-micro sensor (투과형 소형 포토 센서)를 설치하여 각 포스

트의 주기의 차이를 이용하여 프레스 상･하판이 움직이면서 생기

는 진동이나 베어링의 유격에 의해 생기는 틀어짐인 실시간 평행

도(real time parallelism)의 정도를 확인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방

법을 연구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프레스에 관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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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지 공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프레스에도 적용을 기대

할 수 있다. Fig. 2는 cam을 이용하여 프레스 상･하판을 구동하는 

전극 notching 프레스 설비로써 현재 금형 제조의 전기자동차용 

2차 전지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cavity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금형의 사이즈 증가에서 

기인하는 평행도 관리가 중요하다.

2. 평행도 측정 장치
실제 금형 장치의 평행도 측정을 하기 위해 센서 사이로 물체가 

지나갈 때 센서 사이의 광 빔을 가로 막아 검출기에 도달하는 광 

에너지 양을 측정하는 즉, 트리거 방식의[2] 투과형 소형 포토 센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 kHz (min.)의 response frequency와 

3 µs의 response delay time을 가지고 있는 OMRON사에서 제조

한 EE-SX 398 photo-micro sensor를 사용하였다. Fig. 3는 프레

스 평행도 측정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실시간 평행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XH
는 좌우 틀어짐을 의미하고, △YH는 전후 틀어짐을 의미한다. 
Fig. 4는 평행도 측정 장치의 데이터 수신부를 나타낸 사진으로 

photo-micro sensor, data acquisition board (Nucleo F401RE), 

power supply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센서 통과 날, 날 고정 브라

켓, 브라켓 고정 블록, 센서 고정대를 통해 조립되어 각 프레스의 

4개 포스트부에 부착된 모습을 나타냈다. 프레스 상･하판의 포스

트와 인접한 곳에 센서 통과 날을 부착하여 고정 프레임에 센서 

브라켓을 장착, 센서 통과 날이 센서 중앙을 지나 data acquisition 
board를 통해 데이터 값이 컴퓨터로 전송된다. 각 4개의 포스트부

에 부착된 센서 중앙부를 통과할 때마다 펄스 신호가 발생하고 신

호 출력 간의 간격 즉, 처음 감지한 펄스 시간과 다음 감지한 펄스 

시간의 차이를 통해 각 포스트부의 주기 값(T)을 알 수 있다. 주기

를 통해 속도를 구한 후, 각 센서 간의 거리로 나누어 프레스의 

상･하판의 실시간 평행도를 알 수 있다.

3. 평행도 측정 장치 시험
3.1 평행도 측정 장치 성능 검사

본 실험에 앞서 평행도 측정 장치의 정밀도를 검증하여야 한다. 
Fig. 5와 같이 회전 원판과 서보 모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비교 측

정 장치를 구성하여 원판의 홈이 센서 사이를 지나가도록 조정하

Fig. 1 Burr size (0.022 mm) of the electrode due to the parallelism 
of mold press (50 times magnified)

 

Fig. 2 A pilot 8 cavities mold press used to measure the period 
in this study

Fig. 3 Schematic of Parallelism measurement system for the 
mold press using Photo-Micro sensor

 

Fig. 4 Photo-Micro sensor data acquisitio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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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통과하는 주기를 누적 기록하여 평균 주기를 계산하고, 일정 

rpm에서의 이론 주기와 비교하여 평행도 측정 장치의 정밀도를 

알 수 있다.
일정 rpm에서 측정된 센서의 주기 측정은 교정된 stroboscope

를 이용하여 rpm을 설정하고 구동하여 센서에서 취득된 pulse 
data로 식 (1)을 통해 Fig. 6과 같이 rpm별 주기를 확인하였다. 

여기서, △T는 센서의 사이클 당 pulse data의 time gap을 뜻한다. 
pulse data의 time gap을 PC clock인 42,000,000로 나누어서 

실험 장치의 평균 주기 Tc를 구할 수 있다. 서보 모터의 rpm이 

240 rpm인 경우 본 실험장치의 평균 주기는 0.250134초로 측정

되었고, 120 rpm의 경우 0.500268초로 측정되어 이론 주기 0.25
초, 0.5초와 0.05%의 오차를 보였다.

 

∆
 (1)

3.2 평행도 측정 실험 및 분석
위 장치로 실시한 평행도 측정 실험에서는 Fig. 7과 같이 센서를 

부착한 브라켓을 금형 프레스에 설치하고, 프레스의 최대 가동 속

도인 120 rpm에서 400회 실험하였으며 이를 통해 프레스의 각 

포스트 주기와 센서 신호 시간 차이를 통해 금형 프레스가 작동할 

때의 실시간 평행도 변화를 확인한다. 금형 프레스 다이의 평균속

도 Va는 식 (2)[3]을 이용하여 구한다. 여기서, S는 프레스의 스트

로크를 뜻하고, Tc는 프레스의 주기를 뜻한다. 상･하판의 실시간 

평행도 P는 식 (3)[4]의 평균속도, 네 개의 포스트의 평균 주기를 

이용하여 구한다. 여기서, Ta는 상･하판에 부착된 네 개의 센서 

주기들의 평균을 뜻하고, L은 센서 간 거리를 뜻하는데 실험 내에

서는 가로 길이 0.925 m, 세로 길이 0.83 m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프레스의 평균 속도는 상･하판이 같기 때문에 식 (2)
에서는 프레스의 주기(Tc)를 사용하지만, 정확한 상판과 하판 평

행도를 구하기 위해 식 (3)에서는 상･하판의 각각의 평균 주기(Ta)
를 사용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 금형 프레스 다이의 실시간 평행도

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Fig. 8은 상판과 하판의 평균 주기 측정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 Fig. 9는 상･하판의 실시간 평행

도 값을 나타낸다.

Fig. 5 Device for verifying the equipment developed in this 
study with circular plate, photo-micro sensor and data 
acquisition board

(a) 120 rpm

(b) 240 rpm

Fig. 6 Measured period variation in different servo motor rpm 
using the Photo-Micro sensor and the test equipment

Fig. 7 Parallelism measuring test with mold press using a Photo-Micro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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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에서 상･하판 모두 약 180사이클 당 1번씩 주기가 0.01
초정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해당 주기에서의 

평행도 변화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상판의 경우 최대 0.02 mm/m
의 값을 보였고, 하판은 0.005 mm/m의 값을 보였다. 상･하판이 

1 m 진행했을 때 몇 mm 틀어졌는지 나타내기 위해 mm/m 단위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프레스의 주

축과 연결되어 있는 서보 모터의 감속기에서 발생하는 backlash현

상[5]이 주 원인으로 추정된다. 또한, 프레스의 포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cam 구동기구에서 발생하는 베어링의 유격에 의한 진동과 

특정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프레스 금형의 공진 등이 급격한 변화

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실험결과로 금형 프레스의 가동

에 있어 문제점을 발견하고 불량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 
 (3)

4. 결 론
평행도 측정 실험결과 photo-micro sensor를 이용하여 실제 프

레스 각 포스트 위치에서의 상･하판 주기와 신호 간격의 시간 차이

를 구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 평행도를 계산할 수 있다. 시험이 진

(a) upper plate

(b) lower plate

Fig. 8 Device for verifying the equipment developed with 
circular plate, photo-micro sensor and data acquisition 
board

(a) △YH of upper plate

(b) △XH of upper plate

(c) △YH of lower plate

(d) △XH of lower plate

Fig. 9 Real time parallelism result of mold press at 120 rpm 
of Cam driving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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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될수록 주기가 조금씩 짧아지며 일정 사이클마다 급격하게 증가

하는 현상을 발견했고, 해당 주기에서 급격하게 평행도가 변화하

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레스의 주축과 연결되어 있는 서보 

모터의 감속기에서 발생하는 backlash현상이 주 원인으로 추정된

다. 또한, 프레스의 포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cam 구동기구에서 발

생하는 베어링의 유격에 의한 진동과 특정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프레스 금형의 공진 등에 의하여 평행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실시간 평행도 측정이 가능하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 같은 결과가 반복되거나 제품에 영향

을 줄 만큼의 변화를 보일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프레스 상･하판의 주기 측정을 통한 실시간 평행

도 장치를 제작하고 실험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평행도 검사 시스

템은 여러 산업의 프레스, 금형 등 다양한 분야와 장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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