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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항공우주, 가전제품 등의 내외장제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판재의 형상은 대부분 자유곡면 형상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유곡면 형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프레스 성

형법을 이용하여 제작 해왔다. 금형을 사용하는 프레스 성형법은 

소품종 대량생산에 적합하고, 형상에 맞는 금형이 필요하기 때문

에 설계와 제작에 따른 유지비가 많이 소요된다. 21세기 산업의 

변화에 따라 고객의 수요가 변하면서 제품 형상이 소품종 대량생

산 방식에서 종류가 다양한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게 다양한 자유곡면 형상 제작을 위해 판재를 

점진적으로 성형하여 원하는 형상을 제작할 수 있는 무금형 점진

성형법(incremental sheet forming, ISF)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1-7].
점진성형법은 공작기계 머시닝센터 등의 장비와 전용장비에 치

구를 설치하여 판재 하단에 부분다이 또는 풀 다이를 설치하고, 
반구형 성형공구를 판재 상부에 수직한 방향으로 위치시켜 공구가 

NC 코드의 이동경로를 따라 판재를 한 층씩 가압하며 점진적으로 

소성변형을 일으켜 성형하는 방법으로 금형을 사용하지 않고 저비

용으로 다양한 자유곡면 형상을 제작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개발 

초기에 여러 연구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타 장비

에 반구형 공구와 치공구 및 다이를 설치해서 사용해야 되는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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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어 다양한 자유곡면 형상을 제작하는데 기술적 제한이 

많이 따르는 방식이다.
따라서 점진성형법에서 사용하는 부분다이 또는 풀다이를 사용

하지 않고 두 개의 반구형 성형공구를 사용하여 판재의 양면을 동

시에 독립적으로 가압하여 점진적으로 성형할 수 있는 양면 점진

성형법(double side incremental forming, DSIF)이 필요하게 된

다[8-10].
양면점진성형법은 Fig. 1과 같이 판재의 양단을 고정치구(fixed 

jig)에 고정시키고, ∅6 mm 크기 두 개의 반구형 성형공구를 판재 

양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위치시켜 각각의 공구가 NC 코드의 이동

경로를 따라 판재의 가압 면과 지지 면을 한 층씩 가압하며 점진적

으로 소성변형을 일으켜 성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프레스 성형법과 비교해 생산성은 낮지만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생산방

식으로 자유곡면 형상 제작에 유용한 소성가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성형부와 지지부로 구성된 6축 양면 점진성형

기를 설계 및 제작하고, 다축 제어가 가능한 모션컨트롤러를 탑재

하여 원추형 절두체(cone frustum)에 대하여 시제 성형을 하여 자

유곡면 형상 제작 가능성에 대한 무금형 양면 점진성형의 유용성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2. 6축 양면 점진성형기 설계 및 제작
6축 양면 점진성형기의 설계 제작은 양면 점진성형의 유용성 검

증을 위해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구조물

에 대한 주요 소재는 알루미늄 프로파일과 강판을 사용하였으며, 
본체의 정밀도와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립 부분은 정밀가공을 

하여 일체형으로 조립하였다. 그리고 본체는 Fig. 2와 같이 베드, 
컬럼, 공구대, 이송부(X, Y, Z 및 A, B, C), 고정치구, 제어 및 

전기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사양은 Table 1과 같다.
본체의 주요 구조물에 해당되는 베드와 컬럼 및 고정치구는 양

면 점진성형 시 발생하는 성형력과 진동 등으로 인해 구조물 변형

을 일으켜 제품의 형상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강성

을 고려하여 설계 제작하였으며, 공구대는 직경이 6 mm, 공구 끝

의 반지름이 3 mm인 내마모성이 우수한 반구형상의 공구를 장착

할 수 있고, 성형(forming) 용과 지지(support)용으로 구분하여 사

Fig. 1 Double side incremental forming (DISF) (a) 6-Axis DSIF machine

(b) Axis configuration diagram

Fig. 2 6-Axis double side incremental forming machine

Table 1 Machine specifications

Items Unit Specifications

Capacity
Work size mm 200 × 200 × 1 (t)

Machine size mm 855 (L) × 575 (W)
× 670 (H)

Tool Forming 
/ Support mm Ball type ∅6

Travel
X, A mm 200
Y, B mm 250
Z, C mm 100

Feed rate X, Y & A, B
/ Z & C mm/min 1,000

Stepping
motor 
torque

X & A
/ Z & C N･m 1.6

Y & B N･m 6.2
Control - WIKAN-BL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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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며 판재 양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위치하여 NC 코드의 이동경

로를 따라 판재를 한 층씩 가압하며 점진적으로 소성변형을 일으

켜 성형하게 된다.
이송부(X, Y, Z 및 A, B, C)는 이동체의 운동과 위치를 결정 

해주는 중요한 부분으로 6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형 3축(X, Y, 
Z) 및 지지 3축(A, B, C)으로 나누어져 양면 점진성형 시 유연성

을 증대시킬 수 있다. 각 이송부는 점진성형과정에서 발생되는 높

은 성형력을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고강성 볼 스크류와 고토

크 스텝핑 모터를 채용하였으며 볼 스크류와 스탭핑 모터를 고토

크 커플링으로 직접 연결하여 축 이송 시 이송정밀도와 동력전달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제어 및 전기장치는 CNC 공작기계에서 사용하는 NC 코드

의 G코드 운영방식에 따라 PC를 이용하여 6축(X, Y, Z & A, 
B, C)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WIKAN사의 BLX6 모션컨트

롤러(motion controller)와 모션마스터(motion master)를 사용

하였다.
모션컨트롤러는 좌표계 방식을 이용하여 작업장치의 위치와 속

도를 수치적으로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말하며 대부분 X, Y, Z의 

직교좌표계를 사용한다. 그리고 모션마스터는 모션컨트롤러와 연

결되고 기본적으로 X, Y, Z 직교좌표계(cartesian coordinate 
system)를 기준으로 작업종단장치의 움직임을 제어하며 기본적인 

모션보드를 활용하여 CNC 운전기능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11].
6축 양면 점진성형기에 사용된 모션컨트롤러는 성형 3축(X, Y, 

Z)과 지지 3축(A, B, C)으로 구성된 각 축의 위치와 속도를 수치

적으로 제어를 하고 모터 드라이브는 모션컨트롤러의 지령을 모터

에 전달하여 이동체가 움직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제어 및 전기장치의 연결은 Fig. 3과 같이 모션컨트롤러, 모터 

드라이브, 모션마스터를 탑재한 PC 조작부 등으로 구성되며 본체

와 분리되어 조작 및 보수가 용이하게 제작 되었다.

3. 실험 및 분석

3.1 실험 조건
본 연구에서 설계 제작된 Fig. 4와 같은 반구형 공구를 사용하는 

6축 양면점진성형의 경우 Fig. 5와 같이 판재 양면에 수직한 방향

으로 위치한 두 개의 성형공구가 NC 코드의 이동경로를 따라 판재

의 두께 만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등고선의 궤적

을 그리면서 판재의 각 면에 국부적인 소성변형을 가하여 공구의 

진행방향(-Z축)으로 한 층씩 점진적으로 성형하기 때문에 원점 세

팅 정도에 따라 성형정밀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성형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형 면 공구와 지지 

면 공구의 원점 세팅, 공구의 이송속도, 공구의 직경, 단위당 성형 

깊이, 성형방법, 공구경로, 소재두께 등의 주요 인자를 고려하여 

Fig. 5와 같은 원추형 절두체에 대해서 Table 2의 실험조건으로 

설계 제작된 6축 양면 점진성형기에서 공구경로를 생성하여 음각

성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3.2 형상 정밀도 측정 및 오차 분석
성형 정밀도 측정 및 오차 분석을 위해 6축 양면 점진성형기에서 

원추형 절두체에 대해 시제 성형을 실시 후 기준판에 고정된 상태

로 분해 후 Fig. 6과 같이 성명 면과 지지 면에 대해 2개의 측정단

면(sec 1, sec 2)으로 나누어 접촉식 3차원 측정기에서 Table 3과 

같은 측정 조건으로 형상 정밀도를 측정한 후 3D 형상 모델링 데

Fig. 3 Control and electric equipment

Fig. 4 Ball type of tool (∅6 mm)

Fig. 5 Experimental shape and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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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에 중첩시켜 Fig. 7과 같이 O, P1, P2, Q1, Q2 등 5개의 영역

에 대해 위치 편차를 평균값의 최소와 최대로 표시하여 형상오차

를 범위를 구분하였다.
원추형 절두체에 대해 시제 성형을 통한 양면 점진성형 오차분

석 결과 성형 면(Z)의 경우는 최대 평균오차가 2.474 mm로 반구 

형상의 중간부(O)에서 최대로 계산되었고, 측정단면의 X와 Y방

향에 대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오차가 발생하였다.

지지면(C)의 경우 최대 평균오차가 3.418 mm로 중간부(O)에
서 최대로 계산되었고, 측정단면의 X와 Y방향에 대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오차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최대오차는 6.03 mm로 성형 

면(Z)에 비해 2배 높은 오차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Fig. 7에서와 같이 O, P1, P2, Q1, Q2 등 5개 측정 구간

에서 3D 모델링 형상데이터와 양면점진성형 데이터 오차를 중첩

하여 비교한 결과 O, Q1, Q2 등 3개 측정 구간에서 3D 형상 모델

링 데이터에 비해 성형 오차의 최소편차 및 최대편차 범위가 크게 

발생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것은 장비의 주요 구조물이 일반적인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가공, 조립되었기 때문에 점진성형 시 성형

력(진동, 비틀림)에 대해 구조물 강성이 떨어져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6축 양면 점진성형기는 기계적 강성과 구조

적 안전성이 높은 대칭구조로 베드, 컬럼, 공구대, 이송부, 고정치

구, 제어 및 전기장치 등으로 구성하여 무금형 양면 점진성형이 

가능하도록 시제기를 제작하였으며, 이번 개발을 통해 주요 구조

물 설계 및 조립 기술 확보와 양면 점진성형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양면점진성형 유용성 검증은 알루미늄 판재(AL 1050-H16), 두

께 0.6 mm, 성형 깊이 0.2 mm, 이송 400 mm/min 조건으로 원추

형 절두체에 대해 시제성형을 실시한 결과 3D 형상 모델링 데이터

에 비해 점진성형 오차가 성형면 최대 평균오차 2.474 mm, 지지

면 3.418 mm로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장비의 주요 구조물이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제작되어 성형력에 대

한 구조물 강성이 떨어져 오차 범위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시제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적설계를 통한 일체

형 구조물로 제작할 경우 무금형 양면 점진성형기의 상용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Table 2 Test conditions

Items Conditions

Tool size
Forming

Ball type ∅6 mm
Support

Feed 400 mm/min
Forming depth 0.2 mm

Kinds of tool path Contour
Material (Sheet) AL 1050-H16

Sheet size 200 × 200 mm
Material thickness 0.6 mm

Machine reference setting
X, Y & A, B

Z & C

Fig. 6 Contact type 3D measurement system

Table 3 3D Measuring machine specifications

Model CONTURA G2
Maker ZEISS (Germany)

Control type Micro processor 
vector control

Precision 1.9 + L/300 µm
Scale resolution 0.1 µm

Sensor Fixed sensor
Software Calypso

Measuring 
conditions

Probe
diameter (mm) 3 mm

Scanning
speed (mm/min) 100 mm/min

Measure points 1,000

Fig. 7 Shape err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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