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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pabilities of finite elements codes allow now accurate simulations of blanking processes when appropriate

materials modelling are used. Over the last decade, numerous numerical studies have focused on the influence of process

parameters such as punch–die clearance, tools geometry and friction on blanking force and blank profile. In this study,

three 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is carried out to design a lead frame blanking die using LS-Dyna3D package.

After design of the blanking die, an experiment is also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blanking for nickel

alloy Alloy42, a kind of IC lead frame material. In  this paper, it has been researched the investigation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rocess parameters such as clearance and air cylinder pressure on the accuracy of sheared plane. Through

the experiment results, it is shown that the quality of sheared plane is less affected by clearance and air cylinder pressure.

Key Words : Lead frame, 3-D FEM Analysis, Shearing process parameter

1. 서 론

블랭킹(blanking) 가공은 박판 소재인 판재류의 스트

립(strip)에서 펀치와 다이를 이용하여 제품이 되는 부

분을 따내는 전단가공으로 산업현장에서 널리 이용되

는 금형을 사용한 기본적인 가공방법이다. 근래에 들어

전자제품의 소형화, 정밀화로 이에 사용되는 프레스 부

품의 정밀도 향상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에 사용되는 리드 프레임(lead

frame)은 칩(chip)을 지탱하는 골격으로 리드의 폭 및

간격은 반도체의 집적도에 따라 다르나 현재 생산되는

리드 프레임의 최소 리드 간격이 소재두께의 50%정도

에 불과하기 때문에 블랭킹 가공 시 리드의 뒤틀림, 편

심, 프레임의 뒤틀림, 휨 등의 불량요인을 안고 있어

리드 프레임의 생산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

요하며, 따라서 고집적도의 반도체용 리드프레임에는

초정밀도 프레스 가공이 요구된다. 이러한 리드 프레임

의 공정설계와 생산을 위해서는 금형의 초정밀 가공뿐

만 아니라 금형 설계에서도 경험과 아울러 리드 프레

임 소재의 블랭킹 특성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

다. 아울러 근래에 전자산업의 발전으로 반도체의 성능

이 향상되고 집적도가 증가되어 리드프레임의 형상정

밀도의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리드프레임에 관

한 연구들은 아직도 부족한 편이다. 리드프레임 공정은

고정밀도로 제작된 금형으로 제품을 성형하는 정밀프

레스 가공기술이다. 프레스 제품 가운데서도 전단제품

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단 절단면에 대

한 형상정밀도의 요구는 엄격해지고 있다. 실제로 실험

적인 방법으로 리드 프레임의 블랭킹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재질, 두께, 금형가공, 프레스, 측정장비 등

블랭킹과 관련된 모든 요소 모두에 초정밀도가 요구되

기 때문에 실험에 의한 리드프레임의 블랭킹특성을 규

명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형편이다. 블랭킹 공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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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였고, Faura[2]등은 ANSYS를 이용하여 블랭킹

공정의 최적 틈새를 찾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Samuel[3]은 다목적 유한요소 해석코드인 MARC-2D

를 이용하여 공구형상 반경의 영향을 관찰하였다. 전단

에 관한 연구들로는 Maeda[4]가 펀치의 전단각(shear

angle), 펀치속도(punching speed)에 따른 제품의 정밀

도, 펀치속도에 따른 제품의 정밀도 등에 대해 기초실

험을 하였다. Breitling[5]는 전단에서 틈새, 소재의 물

성치, 펀치의 전단속도 등의 공정변수에 대한 영향을

평가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리드 프레임용 재료인 두

께 0.25 mm, 니켈합금 Alloy42 재질의 블랭킹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LS- DYNA[6] 패키지를 이용한 3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모델링하고 해석하여 금형을 설계하

고 제작하였다. LS- DYNA는 3차원 구조물의 동적거

동 해석을 위한 비선형유한요소 프로그램으로 세계적

으로 Explicit 로그램의 모태로써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금형제작 후 리드프레임의 블랭킹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해, 전단영향인자로서 틈새와 공기압을 선정하여

절단된 전단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계획법 중 완전요

인법(full factorial design)[7]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2. 실험장치 및 3-D 유한요소해석

2.1. 실험장치 및 조건

본 연구를 위해 Fig. 1과 같이 반자동화 반도체용 리

드프레임을 블랭킹(절단)하고 용접하는 복합장치를 제

작하였다.

패널부의 조작에 의해 작동되는 절단부에서는 종래

의 수작업에 의한 절단방법과는 달리 장착된 커팅금형

을 이용해 리드프레임을 절단한다. 제1실린더는 절단

금형의 절단을 위해 상하운동의 동력을 공급하고, 커팅

지그는 리드프레임의 종류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도록

탈부착이 가능하다. 또한 리드프레임이 일정하게 절단

될 수 있도록 위치를 고정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절단

금형의 설계를 위하여 금형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

하기 위해 절단금형의 3-D 모델링을 통하여 금형의 변

형해석을 하고 블랭킹 금형설계 자료를 도출하였다.

Table 1과 Table 2는 리드프레임 재질인 Alloy42의 화

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나타내었다. Alloy42는

Ni성분이 40~43% 정도를 차지하는 Ni합금으로서, 또

다른 리드 프레임 재료로 Cu성분이 97.2% 이상을 차

지하는 Cu합금 C194와 비교하여 열 및 전기전도도는

떨어지나, 항복강도, 연신율, 경도 등 기계적 성질은 더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2.2 리드프레임 블랭킹 금형의 3-D 모델링 및 유한요

소 해석

리드프레임의 절단금형해석용 모델작성에 사용된 프

로그램은 SolidWorks 2009[8]이다. 변형해석은Pre-

processor 로서 Hyper Mesh로 구성하고, 해석 솔버

(solver)는 충격 변형해석 전용 툴LS-DYNA로 하였으

며, Post-processor는 하이퍼뷰(hyper view)를 사용하였

다. Fig. 2는 금형의 다이, 펀치 및 다이-펀치 조립도를

SolidWorks로 모델링한 그림이다.

Fig. 1. Photo of cutting and welding M/C for lead frame.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Alloy 42. 

Ni Mn Co Si Cr

40~43 ≤0.80 ≤0.50 ≤0.30 ≤0.10

Al C P S Fe

≤0.10 ≤0.05 ≤0.015 ≤0.025 58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Alloy 42.

Tensile strength 

[N/mm2]

Yield strength

[N/mm2]

Elong.

[%]

Hardness

[Hv]

682.8 662.2 5.6 180~220

Fig. 2. Modeling of punch and die with SolidWorks

(a)Die (b)Punch (c) Assembly of punch and die.



리드프레임의 전단용 금형에 대한 3차원 FEM 해석 63

Journal of KSDT Vol. 10, No. 3, 2011

유한요소해석에서는 항복응력, 인장강도, 연신률 등

의 일반적인 기계적인 성질보다 재료의 변형경로를 에

측할 수 있는 응력과 변형률의 곡선의 결정이 중요하

다. G.S Bahn[9]외 3인의 문헌에 의한 Alloy42의 유효

응력-유효변형률 곡선식은 다음과 같다.

(1)

금형의 재질은 SM45C이고 틈새는 0.015 mm로 하

였다. Fig. 3은 절단펀치에 110Kgf의 하중을 가하여 금

형펀치와 다이의 전체응력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최

대절점 수는 11,349개이고 Von Mises 항복조건으로 등

응력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여기서 펀치의 끝 단 부분

이 최대700 Mpa의 응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는 펀치의 하부에 대한 응력분포로 펀치의 절

단부분에 610Mpa에서 700Mpa의 응력이 집중되어 있

으므로 펀치의 내구성을 고려해볼 때 특수한 코팅이나

인서트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Fig. 5는 펀치의 측면응력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중심

부보다 가장자리에 높은 응력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자리 끝부분은 응력이 집중되므로 약

간의 라운드를 고려해야 한다.

Fig. 6은 펀치가 리드프레임을 전단할 때 거리는 시간

이 약 0.03 sec로 이때의 하중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처

음에는 하중이 점차 증가하다가 전단시간이 0.015 sec

일 때 하중이 700 Kgf에서 포화됨을 알 수 있다. 

σ 1342.3ε M
0.14–

pa=

Fig. 3. Overall stress distribution of punch and die.

Fig. 4. Bottom view of stress distribu- tion on the die.

Fig. 5. Side view of stress distribution on the punch.

Fig. 6. Load diagram of blanking.

Fig. 7. Stress distribution of the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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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은 다이의 응력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전단부분

에 작용하는 최대응력은 펀치와 마찬가지로 약

700Mpa정도이다. 따라서 다이부분도 특수한 재질이나

코팅을 할 필요가 있다. Fig. 8은 다이의 임의의 부분

에서 즉 절점, 즉 7833번에서 응력이 700 Mpa로 나타

난 것을 보여준다. 이 때 시간에 따른 하중곡선이 오른

쪽 부분이다. 펀치와 마찬가지로 전단시간이 0.015 sec

일 때 하중이 700 Kgf에서 포화됨을 알 수 있다. 하중

이 일정한 것은 재료의 전단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

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형의 변형해석결과 펀치가 시

편에 충격 시 0.01sec 안에 급격한 응력집중이 일어나

고, 전단 시 까지 700Mpa의 최대 응력이 시편과 접촉

부위에 집중됨을 알 수 있다.

3. 전단인자의 실험적 평가
 

3.1. 실험계획법

리드프레임 블랭킹 금형의 3-D 모델링 및 유한요소

해석 후, 펀치 및 다이에 SKD11로 인서트(insert)하고

인서트 부분에 경질도금 처리한 블랭킹금형을 제작하

였다. 전단영향인자로서 틈새와 공기압을 선정하여 각

인자의 영향을 실험계획법의 하나인 완전요인법(full

factorial design)으로 전단면의 품위를 평가하였다. 전

단영향인자로서 틈새를 0.010 mm, 0.015 mm ,0.020 mm

의 3수준과 공기압을 4bar, 5bar, 6bar의 3수준으로 각각

선정하여 반복 실험하였고 Table 3에 그 내용을 나타

내었다. 

Fig. 9는 공구현미경으로 리드프레임을 전단하였을

때의 전단면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3.2. 실험결과 분석

 Table 3의 실험결과에 따라 틈새(clearance)와 공기

압(air pressure)이 전단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

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한 결과 Table 4

와 같은 결과가 얻어졌다. 분산분석은 공정의 파라미터

를 분석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각 인자들이 특성 값에

미치는 유의성을 검정할 수 있다. 이 표에서 P의 값을

살펴보면 10% 유의수준에서 각 제어인자가 특성 값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다. 즉, 수준 간에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틈새와 공기압의 교호작용도 유

의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설계 제작된

금형은 틈새와 공기압의 제한된 조건에 관계없이 전단

이 잘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8. Load diagram of die location.

Table 3. Experimental condition of shear plane by full

factorial design.

Clearance

[mm]

Air pressure

[bar]

Shear plane

[µm]

0.010 4 100.212

0.010 5 115.929

0.010 6 111.664

0.015 4 114.528

0.015 5 113.096

0.015 6 117.391

0.020 4 114.528

0.020 5 117.391

0.020 6 111.664

0.010 4 121.685

0.010 5 113.096

0.010 6 113.096

0.015 4 97.348

0.015 5 107.370

0.015 6 108.801

0.020 4 95.917

0.020 5 107.370

0.020 6 110.022

Fig. 9. Measurement of sheared plane by tool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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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SolidWorks2009를 사용하여 리드프레임의 절단금

형을 3차원으로 모델링하고, 충격 변형해석 전용 툴인

LS- DYNA로 금형을 3차원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한 결

과 펀치와 다이의 가장자리와 끝단 부분에 응력이 집

중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금형을 설계할 때 응력집

중 부분의 내충격성과 내마모성을 고려한 코팅이나 특

수한 인서트 합금강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펀치와 다

이의 응력집중 부위에 적절한 코너반경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개발된 금형으로 틈

새(clearance)와 공기압(air pressure)에 따른 소재의 전

단특성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공정인자의 영향은 미미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리드프레임의 블랭

킹(절단)가공에 있어서 금형을 정밀하게 설계하여 제

작하면 전단면에 미치는 전단인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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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of variance of the experimental data.

Source df Adj SS Adj MS F P

Clearance 2 36.22 18.11 0.25 0.787

Air pressure 2 95.24 47.62 0.65 0.546

Clearance*

Air pressure
4 25.46 6.61 0.09 0.983

Error 9 661.28 73.48

Total 17 81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