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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착압착압착압착    기술기술기술기술    개요개요개요개요 
 

종단 부분 납땜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압착 기술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터미널과 배선 

사이에서 고품질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압착 종단 처리 적용 방법은 응용 분야와 처리 수량에 

따라 달라지며, 휴대용 기기에서부터 전자동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 기술은 기본적인 공구를 통한 수작업에서부터 프레스와 다이 세트, 스트리퍼 압착기, 

전자동 배선 처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고품질 압착을 얻기 위해서는 각 도구의 설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여러 OEM 기업들이 통계적 공정 관리 기법 (SPC)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압착 종단 처리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압착 종단 처리는 복잡한 공정으로서, 일관성 있는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관여되는 가변성과 상호 관련 작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압착 공정과 이 압착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 가 없다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압착 공정에서의 세 가지 핵심적 요소들은 터미널, 배선, 

툴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터미널터미널터미널 
 

대부분의 응용 분야에서 커넥터 생산 회사가 배선 크기, 배선 가닥 규격, 절연체 지름(UL 타입) 

각각에 대해 규격을 단 하나만 지정한다면 경제적인 현실성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터미널은 수많은 

배선 크기, 가닥 규격, 다양한 절연체 지름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전체 범위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만족시키도록 설계 됩니다.  
 

배선배선배선배선 
 

배선 스트랜드(가닥) 규격 및 절연 타입은 동일한 배선 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18 AWG, 19 스트랜드 배선은 18 AWG, 16 스트랜드 배선보다도 원재료가 18% 더 많이 투입됩니다.  

18 AWG 배선의 절연체 지름은 1.78mm (.070")부터 4.57mm (.180") 초과 규격까지 준비됩니다.  배선 

스트랜드에는 구리 재질, 주석 처리, 오버 코팅(over coated), 표면 코팅(top coated)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선 절연 재질, 두께, 경도는 응용 분야마다 다릅니다. 
 

툴링툴링툴링툴링 
 

응용 분야에서 필요한 툴링 유형은 무엇일까요?  이 응용 분야에서는 수작업 배선 스트리핑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대규모 처리를 위한 자동화된 배선 스트리핑 기계가 필요합니까?  이 응용 

분야와 처리 물량에서는 수작업 공구, 또는 프레스 및 다이, 또는 전자동 배선 처리 기계가 

필요합니까?  수작업 공구, 반자동 프레스 및 다이, 또는 전자동 배선 처리 기계 등 어떤 방식을 

적용할 때라도 다양한 가변성이 발생합니다.  터미널, 배선, 응용 분야 툴링 유형 등 모든 요소들이 

완성된 종단 처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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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목표목표목표 
 

이 핸드북에서는 적절한 압착 종단 처리의 이해와 완성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섹션 4 용어 설명에서는 공통적인 용어와 정의를 나열합니다.  섹션 5에서는 정확한 

측정을 보장하고 압착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을 나열합니다. 

 

툴링 설정은 완성된 압착 품질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려해야 할 속성으로, 압착 

높이, 도체 브러시, 벨 마우스(bell mouth), 차단 탭, 스트립 길이, 절연체 위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들에서의 변동으로 인해 측정된 인장력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들이 모두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변동성 한계를 파악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립 길이와 배선 위치가 도체 브러시와 절연체 위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시에 벨 마우스에 대한 트랙 조정으로 차단 탭 길이, 절연 배선 위치 등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절연체 압착 높이를 조정하면 도체 압착 높이 측정 값이 미세하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정 담당자가 최적 설정을 마련하기 전에 다양한 조정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설정 실행 순서에 따라 최적 설정에 필요한 반복 횟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섹션 

6에서는 공정 설정을 위한 플로우차트가 제시되며 섹션 9에서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지침을 제공합니다.  압착 공정 중에 통계적 공정 관리 기법(SPC)을 사용하면 결함 수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섹션 8에서는 SPC 사용 시의 장점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합니다. 

 

이 핸드북은 일부, 전체의 내용을 ISO 요구 사양에 대한 절차적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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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범위범위범위 
 

이이이이    핸드북은핸드북은핸드북은핸드북은 Molex 툴링을툴링을툴링을툴링을    이용해서이용해서이용해서이용해서 Molex 개방개방개방개방    배럴배럴배럴배럴    터미널을터미널을터미널을터미널을    압착하는압착하는압착하는압착하는 Molex  고객을고객을고객을고객을    위해위해위해위해    

마련되었으며마련되었으며마련되었으며마련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반자동 또는 전자동 배선 종단 처리 방식에 기초합니다.  

 

이 핸드북의 내용은 다른 커넥터 생산업체의 지침이나 개별 회사별 공정과는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핸드북에서는 적합한 압착을 위해 관찰해야 하는 기본적인 개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개별 제품이나 툴링 사양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터미널 또는 응용 분야마다 특수한 요구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툴링 제한으로 인해 

최적 요구 사양 충족을 위한 속성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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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마우스마우스마우스 

압착압착압착압착 높이높이높이높이 

도체도체도체도체 압착압착압착압착 

차단차단차단차단 탭탭탭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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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터미널터미널터미널 절단면절단면절단면절단면 

그림그림그림그림 4-1 

아래아래아래아래 

휘어짐휘어짐휘어짐휘어짐 

위위위위 휘어짐휘어짐휘어짐휘어짐 

롤링롤링롤링롤링 

비틀림비틀림비틀림비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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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정의정의정의 
 
 
 
 
  
 
 
 
 
 
 
 
 
 
 
 
 
 

압착압착압착압착    터미널터미널터미널터미널    분해도분해도분해도분해도(그림그림그림그림 4-1) 
 

� 벨벨벨벨 마우스마우스마우스마우스 (플레어플레어플레어플레어) 

도체 압착부 가장 자리에 형성된 플레어는 

배선 가닥들을 처리하기 위한 깔대기 역할을 

합니다.  이 깔대기 부분은 도체의 날카로운 

가장 자리가 배선 가닥들을 잘라내거나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줄여 줍니다.  

일반적으로, 도체 벨 마우스는 터미널 재질 

두께의 약 1~2배가 되어야 합니다. 

(개별 터미널 요구 사양 참고). 

 

� 휘어짐휘어짐휘어짐휘어짐    테스트테스트테스트테스트 

절연체 압착을 테스트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배선을 몇 번 구부린 다음 절연체와 배선 

가닥들의 움직임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절연체 압착은 모든 방향으로 몇 

번씩 60 도에서 90 도 사이로 배선을 

구부리더라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크기가 

작은 배선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때 절연체 

압착부의 끝부분에서 배선이 삐어져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도체도체도체도체    브러시브러시브러시브러시 

도체 브러시는 터미널 접점면에서 도체 

압착부를 지나 연장되는 배선 가닥으로 

구성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 도체 압착부 

전체에 대해 기계적 압착이 발생합니다.  또한 

도체 브러시가 접점 부분까지 확장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도체도체도체도체    압착압착압착압착 

배선의 도체 주변에 가해지는, 터미널의 금속 

결합으로 인한 압착을 의미합니다.  이 연결로 

인해 낮은 전기 저항과 높은 전류 전도도가 

가능한 공통적인 전기적 경로가 형성됩니다. 
 

� 도체도체도체도체    압착압착압착압착    높이높이높이높이 

도체 압착 높이는 형성된 압착의 표면에서부터 

아래쪽의 곡면까지 측정됩니다.  이 측정에서 

돌출된 지점은 포함시키지 마십시오(그림 4-1 참고).  

압착 높이 측정은 배선 도체 주변의 금속 

결합으로 인한 압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압착부 

높이 측정이 신속하고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이 공정 

제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압착부 높이 

사양은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스트랜딩 및 코팅, 

터미널 재질, 도금 등 전체 범위에서 전기적 

성능과 기계적 성능 사이의 균형을 맞춰 

설정됩니다.  개별 배선 스트랜드와 터미널 도금에 

맞게 압착부 높이를 최적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압착부 높이 사양이 하나로 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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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4-3 

그림그림그림그림 4-2 

스트립스트립스트립스트립 길이길이길이길이 

� 차단차단차단차단    탭탭탭탭    길이길이길이길이 

이 부분은 터미널이 캐리어 스트립에서 분리된 

다음에 절연체 압착부 외부로 돌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단 탭은 터미널 재질 두께의 약 

1.0 ~ 1.5 배로 설정됩니다.  (개별 터미널 요구 

사양 참고).  너무 긴 차단 탭은 외피 밖으로 

노출되거나 전기적인 간격 요구 사양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재질 두께 사양 하나에 

맞는 차단 탭을 제공하도록 도구가 설정됩니다.   
 

� 돌출부돌출부돌출부돌출부 (플래시플래시플래시플래시) 

이 작은 플레어 부분은 펀치와 받침대 도구 

사이의 간격으로 인해 도체 압착부 아래쪽에 

형성됩니다.  받침대 부분이 마모되거나 

터미널이 지나치게 압착되면 지나치게 돌출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펀치와 받침대 정렬이 

정확하지 않거나 피드 조정이 꺼져 있거나 

터미널 드래그가 부족하거나 지나칠 경우 

불균일한 돌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절연체절연체절연체절연체    압착압착압착압착 (변형률변형률변형률변형률    완화완화완화완화) 

터미널에서 하우징 내부로 삽입된 배선을 

지지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부분은 

터미널이 충격과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합니다.  터미널은 도체 스트랜드 부분으로 

침범하지 않고 가능한 튼튼하게 배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절연체 압착의 허용 정도는 

적용 분야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한 적용 

분야에 대해 변형률 완화가 허용할만한 

수준인지 파악하기 위해 휘어짐 테스트를 

권장합니다. 

 

� 절연부절연부절연부절연부    압착압착압착압착    높이높이높이높이 

Molex는 절연부 두께, 재질, 경도 등이 다양한 

관계로, 절연부 압착 높이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터미널들은 다양한 배선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각 

터미널의 범위 내에서 변형률 완화가 배선 

지름 전체를 완전히 포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조건으로도 

대부분의 허용 가능한 절연체 압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큰 변형률 완화의 경우 최소한 배선의 88% 

이상을 튼튼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2. 적은 변형률 완화의 경우 최소한 배선의 50% 

이상을 튼튼하게 고정해야 하며 배선의 윗쪽 

부분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절연부 압착 부분의 검사를 위해서는 터미널 

뒤쪽으로 배선 플러시를 절단합니다.  적용 분야에 

대한 최적 설정이 결정되면 절연부 압착 높이를 

반드시 문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후에 설정 과정의 일부로 작업자가 압착 높이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절연부절연부절연부절연부    위치위치위치위치 

도체부와 절연부 압착 사이의 변환 영역에 대한 

상대적인 절연부의 위치입니다.  이 변환 

영역에서는 도체 스트랜드와 절연부의 양이 

동일하게 보여야 합니다.  이 절연부 위치는 절연이 

압착된 길이 방향을 따라 절연체가 압착되어 있고 

도체 압착부에는 절연체가 압착되지 않도록 

지정되어야 합니다.  절연체 위치는 와이어 벤치 

처리 적용을 위해 와이어 스톱과 스트립 길이에 

따라 설정됩니다.  자동 배선 공정 적용 시 절연체 

위치는 프레스의 투입/배출 조정에 따라 

설정합니다. 
 

� 스트립스트립스트립스트립    길이길이길이길이 

절연체를 제거한 다음에 노출된 도체 스트랜드를 

측정해서 스트립 길이를 결정합니다.  스트립 

길이는 절연체 위치가 중앙에 설정될 때 도체 

브러시 길이를 결정합니다. 

 
 
 
 
 
 
 
 
 

� 공정공정공정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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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4-4 

그림그림그림그림 4-6 

펀치펀치펀치펀치 

배선배선배선배선 

받침대받침대받침대받침대 터미널터미널터미널터미널 

그림그림그림그림 4-5 

RAM 

프레스프레스프레스프레스 베이스베이스베이스베이스 

셧셧셧셧 높이높이높이높이 

게이지게이지게이지게이지 

압착 종단 처리를 위해서는 인력, 장비, 툴링, 

재질, 방식, 절차 등을 결합해야 합니다.  공정 

상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해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속성을 추적하는 공정 제어가 필요합니다.  

공정 상의 변화가 발생하는 즉시 발견된다면  

수많은 불량 압착 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인장력인장력인장력인장력    테스트테스트테스트테스트 
 
 
 
 
 
 
 
 
 

인장력 테스트는 압착 종단 처리의 기계적 

특성을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파괴 검사 

방식입니다.  

허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인장력 테스트 

결과를 얻었다면 공정 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스트립 작업 중에 

스트랜드가 잘리거나 끊어지는 경우, 벨 

마우스나 도체 브러시가 부족한 경우, 또는 

압착부 높이가 정확하지 않거나 툴링이 잘못된 

경우에 인장력 테스트 결과가 악화됩니다.  

배선 특성 및 스트랜드 처리, 터미널 설계(재질 

두께 및 톱날 형태의 설계)에 따라 인장력 

테스트의 결과 값이 증가 또는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인장력 테스트의 결과가 허용 범위 내에 있다면 

압착 작업 동안 적절한 압착력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압착을 형성할 때 피복을 벗긴 

도체 표면에 형성될 수도 있는 부도체성 

산화막층과 터미널 그립 내부의 주석 도금막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힘을 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양호한 금속 대 금속 접촉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런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저항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압착 종단 

처리에서 지나친 압착을 적용할 경우 도체의 원형 

영역을 감소시키고 저항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 셧셧셧셧    높이높이높이높이 

툴링 실장 기준 플레이트에서 프레스 램(RAM)의 

툴링 연결 지점까지의 거리(프레스 중앙부 

아랫면)를 의미합니다. 

 

� 터미널터미널터미널터미널    위치위치위치위치 
 
 
 
 
 
 
 
 
 
 
 
 
 
 
 

이 터미널 위치는 형성용 펀치와 받침대, 캐리어 

스트립 차단 툴링에 대한 

터미널의 조정에 의해 설정됩니다.   이 도구 

설정으로 도체 벨 마우스, 차단 탭 길이, 터미널 

돌출 등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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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관련관련관련    공구공구공구공구 
 

� 캘리퍼캘리퍼캘리퍼캘리퍼 

서로 마주 보는 날 두 개가 장착된 게이지.  직선 

방향 길이 측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 확대경확대경확대경확대경 

일반적으로 10 배 

이상의 배율이 

지원되는 확대 

도구로서 압착 종단 

처리를 시각적으로 

검사할 때 

사용합니다. 

 

� 압착압착압착압착    마이크로미터마이크로미터마이크로미터마이크로미터 

이 마이크로미터는 압착 높이 측정 전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압착 중앙부에서부터 

측정되기 때문에 도체 벨 마우스는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도구에는 압착부 

위쪽을 지지하는 얇은 날이 장착되어 있는데 

위쪽은 압착을 지지하고 뾰쪽한 아래쪽 부분은 

곡면을 측정합니다. 

 
 
 
 
 
 
 
 
 
 
 
 

 
 

� 자자자자(휴대용휴대용휴대용휴대용    자자자자) 

이 도구는 벨 마우스, 차단 탭, 도체 브러시, 스트립 

길이와 배선 위치 측정에 사용합니다.  최소 눈금이 

0.50mm (.020”) 정도로 세밀한 것이 좋습니다. 

 
 
 
 
 
 
 
 
 
 

� 인장력인장력인장력인장력    테스터테스터테스터테스터 

압착 종단 처리부의 기계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대부분의 인장력 테스트는 

배선 압착을 처리하는 장비에서 실행되는데 

지정된 속도로 당긴 후 로드 셀을 이용해서 힘을 

측정합니다.  인장력 테스터 역시 최소 1분 이상 

고정 무게를 매달아서 간단하게 측정합니다. 

 

� Toolmaker 현미경현미경현미경현미경 

이 장비는 벨 마우스, 차단 탭, 도체 브러시, 배선 

위치, 스트립 길이 등을 시각적으로 검사하고 

통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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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절차절차절차 
 

공구공구공구공구    설정설정설정설정    (참고 절차 플로우차트) 

 

1. 해당 공구가 청결하고 마모되지 않았는지 

검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척하고 마모된 

공구는 교체합니다. 

2. 프레스 전원을 차단하고 보호 장비를 

제거합니다. 

3. 프레스에 적절한 툴링을 설치합니다. 

4. 툴링에 터미널을 적재해서 첫번째 터미널이 

받침대 위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5. 수작업으로 프레스를 돌려서 간섭 없이 

사이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툴링을 제거하고 프레스 셧 

높이를 검사합니다.  절차 3으로 이동합니다. 

6. 툴링이 올바로 정렬되었는지 검사합니다.  

받침대 툴링에 의해 압착 바닥면에 형성된 

부분을 검사합니다. 돌출부와 형성된 압착부가 

중앙 부분에 생성되었는지 검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툴링을 정렬하고 절차 5로 

이동합니다. 

7. 터미널 피드에서 받침대 툴링의 가운데 위에 

다음 번 터미널이 위치되는지 검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터미널 피드와 피드 핑거를 

조정한 다음 절차 5로 진행합니다. 

8. 설정 시 제거했던 모든 안전 장비들을 다시 

설치합니다.  (개별개별개별개별    프레스프레스프레스프레스/툴링툴링툴링툴링    매뉴얼에매뉴얼에매뉴얼에매뉴얼에    

제시된제시된제시된제시된    모든모든모든모든    안전안전안전안전    요구요구요구요구    사항을사항을사항을사항을    따라따라따라따라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9. 전원을 넣고 샘플 터미널을 압착합니다. 

10. 차단 탭 길이와 도체 벨 마우스를 검사합니다.  

조정이 필요하다면 프레스 전원을 차단하고 

가이드를 제거합니다.  트랙 위치를 조정합니다.  

수작업으로 프레스를 회전시키고 피드 위치에 

대해 피드 핑거를 검사한 후 절차 7로 이동합니다. 

11. 도체 브러시를 검사합니다.  조정이 필요하다면 

프레스 전원을 차단하고 가이드를 제거합니다.  

벤치 적용 시 와이어 스톱을 조정하고 자동 배선 

처리 장비에 적용할 경우에는 프레스 위치를 

조정합니다.  절차 8으로 이동합니다. 

12. 절연체 위치를 검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스트립 

길이를 조정하고 새 샘플을 압착한 후 절차 11로 

이동합니다. 

13. 절연체 압착 높이를 낮춥니다. 

14. 샘플 터미널을 압착합니다. 

15. 도체 압착 높이를 측정하고 사양과 비교합니다.  

필요하다면 전원을 끊고 가이드를 제거합니다. 

도체 압착 높이를 조정하고 안전 가이드를 설치한 

다음 전원을 넣고 절차 14로 진행합니다. 

16. 인장력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테스트가 실패할 

경우 문제 해결(섹션 9)을 참고해 주십시오. 

17. 절연체 압착을 조정합니다. 

18. 샘플 터미널을 압착합니다. 

19. 절연체 압착을 검사합니다.  필요하다면 전원을 

끊고 가이드를 제거합니다.  절연체 압착 높이를 

조정하고 안전 가이드를 설치한 다음 전원을 넣고 

절차 18로 진행합니다. 

20. 압착 높이를 측정하고 사양과 비교합니다.  

필요하다면 전원을 끊고 가이드를 제거합니다.  

도체 압착 높이를 조정하고 안전 가이드를 설치한 

다음 전원을 넣고 절차 18로 진행합니다. 

21. 측정 결과를 문서화합니다. 
 

항상항상항상항상    안전하게안전하게안전하게안전하게    작업해작업해작업해작업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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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절차절차절차    플로우플로우플로우플로우    차트차트차트차트 
 
 
 
 
 
 
 
 
 
 
 
 
 
 
 
 
 
 
 
 
 
 
 
 
 
 
 
 
 
 
 
 
 
 
 
 
 
 
 
 
 

 
 
 
 
 
 
 

전원 차단 후 필요한 

가이드 제거 

프레스에 툴링 설치 

터미널에 툴링 로드 

프레스 수작업 

사이클 작동 

툴링이 깨끗하고 

마모되지 

않았는지 검사 

툴링 교체/청소 

프레스 셧 높이 

설정 

프레스에서 툴링 

제거 

시작시작시작시작 

사이클 

완료? 

툴링 

정렬? 

터미널 피드 양호? 

받침대 위에 

터미널 중앙 위치? 

차단탭 및 벨 

마우스 검사 

안전 가이드 설치 

후 전원 연결 

샘플 압착 

B 

터미널 피드/터미널 

핑거 조정 

툴링 정렬 

A 

트랙 위치 조정 

프레스 수작업 

사이클 작동 

전원 차단 후 

필요한 가이드 제거 

샘플 압착 

프레스 위치 조정 

도체 

브러시 

검사 

전원 차단 후 필요한 

가이드 제거 

와이어 스톱 조정 

절연체 압착 풀어줌 

A 

벤치 프레스 

또는 

배선처리 

B 

절연체 위치 

검사 

샘플 압착 

스트립 길이 조정 

안전 가이드 설치 

후 전원 연결 

도체 압착 높이 

조정 

절연체 압착 높이 

 조정 

문제해결 

(섹션 9 참고) 

전원 차단 후 

필요한 가이드 제거 

 

도체 압착 

높이 양호? 

인장력 

테스트 

샘플 압착 

절연 압착 

높이 양호? 

도체 압착 

양호? 

안전 가이드 설치 

후 전원 연결 

도체 압착 높이 

 조정 

전원 차단 후 

필요한 가이드 제거 

전원 차단 후 

필요한 가이드 제거 

절연체 압착 높이 

 조정 

안전 가이드 설치 

후 전원 연결 

종료종료종료종료 

배선 

처리 

벤치 프레스 

N 

N 

Y 

Y 

 

Y 
 

N 

N 

Y 

 

양호 

불량 N 

N 

Y 

 

양호 

불합격 

Y 

합격 

양호 

불량 

 

불량 

N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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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측정측정측정 
 

인장력인장력인장력인장력    테스트테스트테스트테스트 
 

1. 배선을 약 150mm (6”) 길이로 절단합니다. 

2. 한쪽 끝의 피복을 13mm (.50”) 이상, 또는 절연 

그립 아래에 절연체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벗겨내거나 절연 압착부를 풀어서 배선의 

절연부에 고정되지 않도록 합니다. 

3. 명목 상 압착 높이에 맞게 배선에 대한 적절한 

터미널을 종단 처리합니다. 

4. 벨 마우스, 배선 브러시, 차단 스트랜드 등의 

요소에 대해 터미널을 시각적으로 검사합니다. 

5. 인장력 테스터를 분 당 25.4mm로 설정합니다(분 

당 1.00").  대부분의 적용 분야에 대해 이 속도가 

높으면 데이터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속도가 낮으면 스트랜드를 파열시키는 

급작스러운 힘이나 당김을 방지합니다.  분당 

1.00”로 측정한 데이터로 큰 인장력이 

가해졌는지 검사합니다. 

6. 필요하다면 종단 처리되지 않은 끝부분을 

매듭으로 묶어 주십시오(배선에서 절연부가 

미끄러질 경우). 

7. 인장력 테스터 유형에 상관 없이 배선과 종단 

처리된 끝부분 모두 튼튼하게 압착 처리되어야 

합니다.  (참고: 터미널 접촉 인터페이스만 압착 

처리하고 도체부분은 압착 처리 하지 마십시오) 

8. 인장력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9. 인장력 테스트 측정치를 기록합니다.  각 설정 

시 마다 최소한 5회 이상의 인장력 측정이 

필요합니다.  공정 기능 결정을 위해 최소한 25 

회 이상의 측정이 필요합니다. 

10. 최소 인장력 사양과 최소값을 비교합니다.. 

 

참고: 배선 두 개가 동시에 압착될 경우 

일반적으로 Cpk 수치에 대한 가변성이 높아지고 

수치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섹션 

8에서 Cpk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이러한 

가변성으로 인해 도체 브러시, 도체 벨 

마우스에서의 변동성이 증가하며 터미널 배럴 

측의 톱날 부분에 접촉한 배선 쪽의 도체 가닥 

수가 더 적어집니다.  이중 배선 압착은 가장 

압착이 적게 적용된 배선 보다도 심각합니다.  

양쪽 배선을 잡고 동시에 당기는 상황으로 

인해 인장력 측정치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각 배선을 개별적으로 당기면 

인장력 측정값이 훨씬 적게 측정됩니다.  배선 두 

개가 모두 동일한 크기일 경우 터미널 톱날 

부분의 영향으로 인해 위쪽 배선이 일반적으로 

아래쪽 배선보다도 측정값이 낮게 나타납니다. 
 

배선배선배선배선    차트차트차트차트 
 

참고: 인장력은 최소 사양일 뿐입니다.  Cpk 계산을 

위해서 평균 측정치가 명목 상 수치로 간주되며 최대 

사양 제한은 Cp 및 Cpk가 동일하도록 설정됩니다.  

표준편차를 증가시키는 높은 인장력 측정치로 인해 

평균 및 최소 측정치가 증가하더라도 Cpk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인장력인장력인장력인장력 테스트테스트테스트테스트 수치수치수치수치 

UL486A 

도체도체도체도체    규격규격규격규격 인장력인장력인장력인장력* 

AWG mm2 Lbf N 

30 0.05 1.5 6.7 

28 0.08 2 8.9 

26 0.13 3 13.4 

24 0.20 5 22.3 

22 0.324 8 35.6 

20 0.519 13 57.9 

18 0.823 20 89.0 

16 1.31 30 133.5 

14 2.08 50 222.6 

12 3.31 70 311.5 

10 5.261 80 356.0 

8 8.367 90 400.5 

*개별 사양을 참고해 주십시오 

 

압착압착압착압착    높이높이높이높이    테스트테스트테스트테스트 
 

1. 도구 설정 과정을 완료합니다. 

2. 최소한 5 개 샘플을 압착합니다. 

3. 압착 마이크로미터의 평평한 날 부분을 도체 

압착부에서의 이중 반지름의 중심점을 지나도록 

위치시킵니다.  도체 벨 마우스 부근에서 측정하지 

마십시오. 

4. 접촉점이 가장 아래쪽 반경 표면(곡면)에 닿을 

때까지 마이크로미터 다이얼을 돌립니다.  

캘리퍼를 이용할 경우 압착부에서 돌출된 부분을 

측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5. 압착 높이 측정값을 기록합니다.  각 설정 시마다 

최소한 5 회 이상의 압착 높이 측정이 필요합니다.  

공정 기능 결정을 위해 최소한 25 회 이상의 

측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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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 중 250~500 개 부품마다 압착 높이를 

점검합니다. 
 

참고: 압착 높이는 신속하게 측정 가능한 비파괴식 

측정법이며 종단 처리의 전기적/기계적 

신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정 차트로 기록됩니다.  제어 

차트 제작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첫 번째, 설정 샘플의 수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통계적 수치가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 공정 상의 특수한 

원인/결과가 불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 상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즉시 그 변화를 파악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변화를 즉시 파악함으로써 각 공정 런이 

종료된 후에 수많은 불량 종단 처리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압착 공정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림 7-3 

캘리퍼로 압착 높이 측정 

그림 7-2 

압착 마이크로미터로 압착 

높이 측정 

그림그림그림그림 7-1 

인장력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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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착압착압착압착    공정공정공정공정    제어제어제어제어 
 

압착 공정은 터미널, 배선, 툴링, 인력, 방식, 절차, 

환경적 요소들의 상호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정이 올바르게 제어되면 고품질 종단 처리가 

가능합니다.  품질 관리는 고품질 압착 공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 지나친 

설정이나 검사 시간이 투입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으로 잠재적인 재작업이나 

재생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변성이란 압착 작업 마다 약간 씩 달라질 수 

있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가변성에는 일반 

가변성과 특수 가변성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 가변성과 관련된 원인은 공정에 균일하게 

영향을 미치며 수많은 소소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일반 가변성은 본질적으로 

터미널이나 배선 릴 하나에 대한 공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가변성은 스트립 또는 압착 

기계의 자연스러운 공차에 의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가변성을 감소시키는 작업은 

배선, 터미널, 툴링 제작사에 대한 변화와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수 가변성은 불규칙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공정 런 전체를 검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처음 100 여 개의 압착을 

수행한 다음 공구에 문제가 생기거나 손상된 

공구로 인해 걸림이 발생하더라도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수 백 개에 달하는 압착 작업을 

수행하고 나서야 겨우 그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공정공정공정    능력능력능력능력(Process Capability) (Process Capability) (Process Capability) (Process Capability) 검사검사검사검사 
 

Molex에서는 각 고객에 대해, 새로운 압착 도구를 

생산에 투입하기 전에 해당 공정에 사용될 배선을 

직접 이용해서 공정 능력(process capability)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규분포(종 모양 곡선) 가정에 기초한 공정 능력 

검사는 사양을 벗어나는 측정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합니다. 
 

공정공정공정공정    능력능력능력능력 

Cpk +/- Sigma % Yield PPM* 

0.67 2 95.45 45,500 

1 3 99.73 2,699 

1.33 4 99.99 63 

1.67 5 99.99+ 0.57 

2 6 99.99++ 0 

* PPM – 백만 분의 일(잠재적 결함). 
 

압착 공정에서 최소한 25 개 이상의 샘플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 후 이 샘플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합니다.  공정 능력 지수는 아래 

수식으로 정의됩니다.  Cp는 0에서 무한대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이 값이 크면 높은 공정 능력을 

의미합니다.  1.33 이상의 값이면 대부분의 적용 

분야에 허용 가능합니다.  Cp는 다음 수식으로 

계산됩니다. 

___공차___ 

6*표준편차 

 

Cpk 지수는 해당 공정이 공차 한도 내에서 유닛 

생산을 수행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또한 해당 

공정이 사양의 평균치 가운데 위치할 경우 Cpk는 

Cp와 같은 값을 가지며 Cpk가 음수일 경우 공정 

평균값이 사양 한도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Cpk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6 시그마 범위 중 일부가 

공차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Cpk가 

1보다 크다면 6 시그마 범위가 완전히 공차 한도 

내에 위치합니다.  Cpk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된 값들 

중 적은 값으로 지정됩니다: 

 

__(USL - 평균)__  __ (평균- LSL)__ 

3*표준편차   3*표준편차 

 

USL = 최대 사양 한도, LSL = 최저 사양 한도 

 

6 시그마는 거의 무결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이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6시그마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능력은 

결국 공정의 일반 가변성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선 피복을 수작업으로 벗겨 낼 경우 

스트리핑 머신을 사용하는 상황 보다도 가변성이 

더 증가합니다. 수작업 공구를 이용한 압착 

작업은 프레스/다이 세트 이용 작업보다도 

가변성이 높으며, 벤치 종단 처리는 배선 처리 

기계보다도 높은 가변성을 발생시킵니다. 
 

압착 작업에서의 가변성 중 일부는 부품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 장비의 유형과 측정 작업을 반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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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작업자의 능력에 따라 발생합니다.  즉, 

압착 마이크로미터는 다이얼 캘리퍼보다도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 인장력 측정 

시스템은 고리 형태의 저울보다도 더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따라서 측정 게이지의 눈금이 충분한 

해상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일한 부품이라도 측정 작업자에 따라서 측정 

값이 달라질 수 있으며 두 가지 유형의 게이지로 

동일한 측정자가 측정을 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Molex에서는 측정 오차가 

어떠한 가변성 부분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게이지 측정 능력 조사 실시를 권장합니다.  

소형으로 압착된 마이크로 터미널은 인장력 

유지를 위해서 엄격한 압착 높이 범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측정 오차로 인한 가변성 

때문에 Cpk 값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조사 결과와 생산 데이터가 큰 차이가 

있다면 압착 도구의 성능을 다시 검사해야 합니다. 
 

생산생산생산생산 
 

생산을 위한 공구 준비를 하기 전에 생산 능력에 

대한 필요 수준을 확정해야 합니다.  여러 관련 

제조회사에서는 한 번에 수 백 또는 수 천 개 정도의 

배선에 공정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 

설정 시 마다 25 피스 능력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에서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육안육안육안육안    검사검사검사검사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압착된 배선을 펼치고 벨 

마우스, 도체 브러시, 절연체 위치, 차단 탭 길이, 

절연체 압착 등을 시각적으로 검사하는 절차를 

표준 절차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어제어제어제어 차트차트차트차트 제작제작제작제작 
 

일반적으로 압착 높이는 신속하게 측정 가능한 

비파괴식 측정법이며 종단 처리의 전기적/기계적 

신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정 차트로 기록됩니다.  제어 차트 

제작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정 샘플의 수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통계적 수치가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 공정 

상의 특수한 원인/결과가 불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 상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즉시 그 변화를 파악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정 런이 종료된 

후에 종단 처리 수 천 개를 폐기해야 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압착 

공정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툴링 공정이 설정되고 배선 규격이 변경되지 

않으면 배선 색상 변경, 배선 길이 변경, 터미널 

재질 변경, 설정 조정 사항에 대한 제어 차트 

하나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압착 높이 조정을 

수행하기 전에 차트에 해당 데이터 포인트를 

기록합니다.  각 조정 후에 데이터가 기록된다면 

해당 공정은 제어를 가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정 개선을 위한 데이터를 

거의 얻을 수 없습니다.  작업자는 차트에 가능한 

많은 메모를 남겨야 합니다.  생산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 진정한 의미에서 유일하게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은, 공정 자체적으로 

기인하는 가변성의 원인을 이해하고, 감시하며, 

감소시키는 일입니다.  설정을 위해 매순간 관리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조정 작업으로 얻을 수 

있는 생산성이 무의미합니다. 

 

다음의 차트 샘플을 통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X / R 차트차트차트차트 
 

5 샘플 제어 한도 = 평균 

(5 회 판독 평균) + .577 x 평균 (범위) 

 

12 번째 및 13 번째 측정 사이에서 공정 변화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변동 유형은 

배선 상의 변화, 터미널 로트 상의 변화, 툴링을 

손상시킨 기계 내 걸림 발생, 작업자의 변화, 절연체 

압착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측정치는 여전히 사양 한도 내에 

있습니다만, 압착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 생산을 

중단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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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방식으로 공정 상의 변동이 발생한다면 

압착 높이 조정이 필요합니다.  걸림 발생 후 

나타나는 공정 변동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툴링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작업자 

교체로 인한 공정 변동은 조정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측정 능력 검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제어 차트의 목표는 공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공정 변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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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섹션섹션섹션 9 9 9 9 
 

문제해결문제해결문제해결문제해결 
배선배선배선배선    준비준비준비준비 

 

증상증상증상증상 원인원인원인원인 해결책해결책해결책해결책 

툴링 마모 툴링 교체 
불균일한 절연부 절단 (그림 9-1) 

배선 절단 깊이가 너무 얕음 절단 깊이 조정 

툴링 손상 툴링 교체 

절단 깊이가 너무 깊음 절단 깊이 조정 
스트랜드 절단 또는 파손 

(그림 9-2) 
도체가 배선 중앙에서 벗어남 배선 납품업체에 연락 

툴링 마모 툴링 교체 절단 후 당긴 도체 스트랜드 불균일 

(그림 9-3) 배선 절단 깊이가 너무 얕음 절단 깊이 조정 

배선 드라이브 롤러/벨트 마모 벨트/롤러 교체 

절연체 경도가 너무 딱딱함 드라이브 압력 증가 배선 길이 변동이 심함 

(그림 9-4) 배선 스트레이트너(straightener)가 너무 헐겁거나 너무 

빡빡함 

배선 스트레이트너 

조정 

스트립 길이 불량  (그림 9-4) 잘못된 설정 툴링 재설정 

 
 
 
 
 
 
 
 
 
 
 
 
 
 
 
 
 
 
 
 
 
 
 
 
 
 
 
 
 

그림그림그림그림 9-1 

불규칙한불규칙한불규칙한불규칙한 절연체절연체절연체절연체 절단절단절단절단 

그림그림그림그림 9-2 

스트랜드스트랜드스트랜드스트랜드 절단절단절단절단 

그림그림그림그림 9-3 

당겨져당겨져당겨져당겨져 나온나온나온나온 스트랜드스트랜드스트랜드스트랜드 

그림그림그림그림 9-4 

배배배배선선선선 길이길이길이길이 변동변동변동변동 또는또는또는또는 스트립스트립스트립스트립 길이길이길이길이 불량불량불량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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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벨벨벨 마우스마우스마우스마우스 및및및및 차단차단차단차단 탭탭탭탭 길이길이길이길이 
 
 

증상증상증상증상 원인원인원인원인 해결책해결책해결책해결책 

지나친 벨 마우스, 차단 탭 없음 작은 크기의 차단 탭 형성을 위해 트랙 위치 조정 
인장력 낮음 

(그림 9-6 및 9-7) 
지나친 벨 마우스, 

차단 탭은 이상 없음 
펀치 툴링 마모/잘못된 설정을 검사한 후 교체 

트랙 위치 조정 스트랜드 절단 또는 파손 

(그림 9-8) 
벨 마우스 없음/지나친 차단 탭 

터미널 스트립에서 캠버(camber) 검사 

차단 마모 검사 후 필요한 경우 교체 
너무 긴 차단 탭 (그림 9-9) 벨 마우스 양호, 지나친 차단 탭 

펀치 툴링 마모 검사 후, 교체, 트랙 재조정 

 
 
 

   

그림그림그림그림 9-5 

최적최적최적최적    압착압착압착압착 

그림그림그림그림 9-6 

지나친지나친지나친지나친    벨벨벨벨    마우스마우스마우스마우스 

그림그림그림그림 9-7 

지나친지나친지나친지나친    벨벨벨벨    마우스마우스마우스마우스 

차단차단차단차단    탭탭탭탭    없음없음없음없음 

  
그림그림그림그림 9-8 

벨벨벨벨    마우스마우스마우스마우스    없음없음없음없음, , , , 지나친지나친지나친지나친    차단차단차단차단    탭탭탭탭 

그림그림그림그림 9-9 

지나친지나친지나친지나친    차단차단차단차단    탭탭탭탭, , , , 벨벨벨벨    마우스마우스마우스마우스    양호양호양호양호 

 
 
 



고품질 압착 핸드북 

주문 번호: TM-638000029KR 릴리즈 날짜: 09-04-03 비관리비관리비관리비관리    복사본복사본복사본복사본 페이지 19 / 24 

개정: D 개정 날짜: 12-23-09 

 

도체도체도체도체    브러시브러시브러시브러시    및및및및    절연체절연체절연체절연체    위치위치위치위치 
 

증상증상증상증상 원인원인원인원인 해결책해결책해결책해결책 

도체 압착 아래 절연,  

도체 브러시 양호 (그림 9-10) 
스트립 길이 너무 짧음 사양 확인, 스트립 길이를 더 길게 조정 

벤치 탑 압착 – 와이어 스톱 위치 부정확 와이어 스톱을 이동 영역 중앙으로 조정 도체 압착 아래 절연,  

길이가 긴 도체 브러시  (그림 9-11) 배선 처리 장비 – 프레스 위치 부정확 프레스 위치를 배선으로부터 멀리 조정 

사양 확인, 스트립 길이를 더 길게 조정 
도체 압착 아래 절연부 

도체 브러시가 짧거나 없음 (그림 9-12) 
스트립 길이 너무 짧음 벤치 탑 적용을 위해 와이어 스톱 위치 다시 조정 또는 

배선 처리 적용을 위해 프레스 위치 다시 조정 

사양 확인, 스트립 길이를 더 짧게 조정 

스트립 길이 너무 김 벤치 탑 적용을 위해 와이어 스톱 위치 다시 조정 또는 

배선 처리 적용을 위해 프레스 위치 다시 조정 
이동 영역 가운데 절연체 가장자리 위치, 

도체 브러시 길이 너무 김  (그림 9-13) 
배선 차단 불균일 또는 스트랜드가 

 절연체 번들에서 당겨짐 
스트립 툴링 마모 검사 

사양 확인, 스트립 길이를 더 길게 조정 
이동 영역 가운데 절연체 가장자리 위치, 

도체 브러시 길이 너무 짧음  (그림 9-14) 
스트립 길이 너무 짧음 벤치 탑 적용을 위해 와이어 스톱 위치 다시 조정 또는 

배선 처리 적용을 위해 프레스 위치 다시 조정 

사양 확인, 스트립 길이를 더 짧게 조정 
절연체 압착 아래 절연체 가장자리 위치, 

도체 브러시가 양호하거나 김 (그림 9-15) 
스트립 길이 너무 김 벤치 탑 적용을 위해 와이어 스톱 위치 다시 조정 또는 

배선 처리 적용을 위해 프레스 위치 다시 조정 

벤치 탑 압착 – 와이어 스톱 위치 부정확 와이어 스톱을 이동 영역 중앙으로 조정 

배선 처리 장비 – 프레스 위치 부정확 프레스 위치를 배선으로부터 멀리 조정 
절연체 압착 아래 절연체 가장자리 위치, 

도체 브러시가 짧거나 없음 (그림 9-16) 
작업자의 배선 위치 설정 능력 점검 작업자 교육, 압착 작업 속도 감소 

 

  
그림그림그림그림 9-10 

도체도체도체도체 압착압착압착압착 아래아래아래아래 절연체절연체절연체절연체,,,, 

도체도체도체도체    브러시브러시브러시브러시    양호양호양호양호 

그림그림그림그림 9-11 

도체도체도체도체    압착압착압착압착    아래아래아래아래    절연체절연체절연체절연체,,,, 

도체도체도체도체    브러시브러시브러시브러시    너무너무너무너무    김김김김 

   
그림그림그림그림 9-12 

도체도체도체도체    압착압착압착압착    아래아래아래아래    절연체절연체절연체절연체,,,, 

도체도체도체도체    브러시브러시브러시브러시    짧거나짧거나짧거나짧거나    없음없음없음없음 

그림그림그림그림 9-13 

도체도체도체도체    브러시브러시브러시브러시    너무너무너무너무    김김김김 

그림그림그림그림 9-14 

도체도체도체도체    브러시브러시브러시브러시    너무너무너무너무    짧음짧음짧음짧음 

  
그림그림그림그림 9-15 

도체도체도체도체    압착압착압착압착    아래아래아래아래    절연체절연체절연체절연체,,,, 

도체도체도체도체    브러시브러시브러시브러시    너무너무너무너무    김김김김 

그림그림그림그림 9-16 

도체도체도체도체    압착압착압착압착    아래아래아래아래    절연체절연체절연체절연체,,,, 

도체도체도체도체    브러시브러시브러시브러시    너무너무너무너무    짧음짧음짧음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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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부절연부절연부절연부    압착압착압착압착 
 

증상증상증상증상 원인원인원인원인 해결책해결책해결책해결책 

절연체절연체절연체절연체    압착압착압착압착    높이높이높이높이    조정조정조정조정 터미널터미널터미널터미널 주변을주변을주변을주변을 감싸는감싸는감싸는감싸는 부분이부분이부분이부분이 큰큰큰큰 지름지름지름지름 

배선의배선의배선의배선의 88% 미만미만미만미만(그림그림그림그림 9-21) 
압착이압착이압착이압착이    너무너무너무너무    헐거움헐거움헐거움헐거움, , , , 터미널터미널터미널터미널    

절연절연절연절연    배럴배럴배럴배럴    부족부족부족부족 터미널터미널터미널터미널    검사검사검사검사 

터미널터미널터미널터미널    접촉접촉접촉접촉    부부부부분이분이분이분이    작은작은작은작은    지름지름지름지름    배선의배선의배선의배선의 

50% 미만미만미만미만(그림그림그림그림 9-22) 
터미널터미널터미널터미널    절연절연절연절연    배럴배럴배럴배럴    과다과다과다과다 터미널터미널터미널터미널    검사검사검사검사 

절연체절연체절연체절연체 압착압착압착압착 배럴이배럴이배럴이배럴이 절연체를절연체를절연체를절연체를 뚫고뚫고뚫고뚫고 

도체도체도체도체 스트랜드까지스트랜드까지스트랜드까지스트랜드까지 연장연장연장연장 (그림그림그림그림 9-23) 
압착이압착이압착이압착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지나침지나침지나침지나침 절연체절연체절연체절연체    압착압착압착압착    높이높이높이높이    조정조정조정조정**** 

절연체가절연체가절연체가절연체가 절연부를절연부를절연부를절연부를 튼튼하게튼튼하게튼튼하게튼튼하게 

고정시키지고정시키지고정시키지고정시키지 않음않음않음않음, 휘어짐휘어짐휘어짐휘어짐 테스트테스트테스트테스트 

실패실패실패실패(그림그림그림그림 9-24) 
압착이압착이압착이압착이    너무너무너무너무    헐거움헐거움헐거움헐거움 

절연체절연체절연체절연체    압착압착압착압착    높이를높이를높이를높이를    보다보다보다보다    

강하게강하게강하게강하게    조정조정조정조정**** 

 
* 저가 수동 공구로는 절연체 압착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수동 공구는 소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수동 공구는 

절연체에 구멍을 내기 때문에 절연체 압착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적용 분야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 기준은 압착 사이클 속도가 낮기 때문에 수동 공구에만 적용됩니다.  절연체 압착이 절연부를 

관통하면 배선 스트랜드가 손상되지 않은 채로 옆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림그림그림그림 9-17 

바람직한 절연체 압착 

그림그림그림그림 9-18 

바람직한 절연체 압착 

그림그림그림그림 9-19 

바람직한 절연체 압착 

  
그림그림그림그림 9-20 

올바른 절연체 압착 

그림그림그림그림 9-21 

절연체 압착 불량 

   
그림그림그림그림 9-22 

절연체 압착 불량 

그림그림그림그림 9-23 

절연체 압착 불량 

그림그림그림그림 9-24 

절연체 압착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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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9-25 

최적최적최적최적 압착압착압착압착 높이높이높이높이 차트차트차트차트 

그림그림그림그림 9-26 

압착압착압착압착 높이높이높이높이 목표목표목표목표 벗어남벗어남벗어남벗어남 
그림그림그림그림 9-27 

압착압착압착압착 높이높이높이높이 변동성변동성변동성변동성 지나침지나침지나침지나침 

 

압착압착압착압착    높이높이높이높이 
 

증상증상증상증상 원인원인원인원인 해결책해결책해결책해결책 

배선 유형 벤더 또는 스트랜드 변경 

절연체 색상이나 경도 변경 

압착 툴링 변경 

압착 프레스 변경(셧 높이) 

프레스 유형 변경(제조업체) 

터미널 릴 변경(로트 코드) 

툴링 설정 변경 

툴링을 목표에 맞게 조정 압착 높이 목표에서 벗어남 

(그림 9-26) 

툴링 손상 또는 마모 툴링 교체 

배선 변동성 

터미널 변동성 
투입되는 제품 검사 

툴링 손상, 헐거움 또는 마모 툴링 교체 또는 보수 

측정 오류 게이지 능력 분석 

터미널 스프링 반동이 너무 큼, 지나친 압착 압착 높이 조정 

압착 높이 가변성이 너무 심함 

(그림 9-27) 

배선 스트랜드 절단 또는 없음 스트립 공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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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9-28 

최적최적최적최적 인장력인장력인장력인장력 차트차트차트차트 

그림그림그림그림 9-29 

낮은낮은낮은낮은 인장력인장력인장력인장력 차트차트차트차트 

 

인장력인장력인장력인장력 
 

증상증상증상증상 원인원인원인원인 해결책해결책해결책해결책 

스트랜드 절단 또는 파손 스트립 공정 확인 

압착 높이 너무 낮음 압착 높이 조정 

벨 마우스 부족 또는 없음 툴링 트랙 조정 

도체 압착 전에 배선 파열 – 인장력 낮음 

(그림 9-29) 

절연 벽면을 따라 절연 압착 형성 절연체 압착 높이 증가 

압착 높이 너무 높음 압착 높이 조정 

도체 브러시 부족 또는 없음 스트립 길이 증가 

도체 벨 마우스 너무 큼 툴링 트랙 조정 

골드 터미널 적용 

터미널 재질 두께가 너무 낮음 
터미널 적용 분야 검토 

도체 그립 밖으로 배선 나옴 – 인장력 낮음 

(그림 9-29) 

터미널 측의 고정 약함 지역 영업 엔지니어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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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섹션섹션섹션 10 10 10 10 
 

와이어와이어와이어와이어    게이지게이지게이지게이지    차트차트차트차트 
 

배선배선배선배선    면적면적면적면적 스트랜드스트랜드스트랜드스트랜드 배선배선배선배선    지름지름지름지름 원형원형원형원형 배선배선배선배선    파열파열파열파열 

AWG 평방평방평방평방 
mm 

평방평방평방평방    

인치인치인치인치 

번번번번

호호호호 
지름지름지름지름 mm 인치인치인치인치 Mills N Lbf. 

8 8.302 .01287 1 .1280 3.25 .128 16384 2175.00 489.0 

8 7.820 .01212 19 .0285 3.68 .145 15433 2048.72 460.6 

8 7.955 .01233 49 .0179 3.73 .147 15700 2084.21 468.6 

8 8.605 .01334 133 .0113 3.73 .147 16983 2254.49 506.9 

8 8.513 .01319 168 .0100 3.73 .147 16800 2230.22 501.4 

8 8.424 .01306 665 .0020 3.73 .147 16625 2206.99 496.2 

10 5.261 .00816 1 .1019 2.59 .102 10384 1378.44 309.9 

10 4.740 .00735 37 .0159 2.92 .115 9354 1241.75 279.2 

10 5.006 .00776 49 .0142 2.95 .116 9880 1311.63 294.9 

10 5.320 .00825 105 .0100 2.95 .116 10500 1393.89 313.4 

12 3.308 .00513 1 .080 2.05 .081 6529 866.69 194.8 

12 3.632 .00563 7 .0320 2.44 .096 7168 951.56 213.9 

12 3.085 .00478 19 .0179 2.36 .093 6088 808.16 181.7 

12 3.294 .00511 65 .0100 2.41 .095 6500 862.88 194.0 

12 3.3118 .00514 165 .0063 2.41 .095 6549 869.37 195.5 

14 2.082 .00323 1 .0641 1.63 .064 4109 545.45 122.6 

14 2.270 .00352 7 .0253 1.85 .073 4481 594.81 133.7 

14 1.941 .00301 19 .0142 1.85 .073 3831 508.59 114.3 

14 2.078 .00322 41 .0100 1.85 .073 4100 544.28 122.4 

14 2.112 .00327 105 .0063 1.85 .073 4167 553.24 124.4 

16 1.308 .00203 1 .0508 1.30 .051 2581 342.58 77.0 

16 1.433 .00222 7 .0201 1.52 .060 2828 375.43 84.4 

16 1.229 .00191 19 .0113 1.47 .058 2426 322.07 72.4 

16 1.317 .00204 26 .0100 1.50 .059 2600 345.15 77.6 

16 1.307 .00203 65 .0063 1.50 .059 2580 342.48 77.0 

16 1.330 .00206 105 .0050 1.47 .058 2625 348.47 78.3 

18 .823 .00128 1 .0403 1.02 .040 1624 215.60 48.5 

18 .897 .00139 7 .0159 1.22 .048 1770 234.93 52.8 

18 .811 .00126 16 .0100 1.19 .047 1600 212.40 47.8 

18 .963 .00149 19 .0100 1.24 .049 1900 252.23 56.7 

18 .825 .00128 41 .0063 1.19 .047 1627 216.03 48.6 

18 .823 .00128 65 .0050 1.19 .047 1625 215.72 48.5 

20 .519 .00080 1 .0320 .81 .032 1024 135.94 30.6 

20 .563 .00087 7 .0126 .97 .038 1111 147.53 33.2 

20 .507 .00079 10 .0100 .89 .035 1000 132.75 29.8 

20 .616 .00096 19 .0080 .94 .037 1216 161.43 36.3 

20 .523 .00081 26 .0063 .91 .036 1032 136.99 30.8 

20 .519 .00081 41 .0050 .91 .036 1025 136.07 30.6 

22 .324 .00050 1 .0253 .64 .025 640 84.97 19.1 

22 .355 .00055 7 .0100 .76 .030 700 92.93 20.9 

22 .382 .00059 19 .0063 .79 .031 754 100.11 22.5 

22 .329 .00051 26 .0050 .76 .030 650 86.29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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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G 평방평방평방평방 
mm 

평방평방평방평방    

인치인치인치인치 

번번번번

호호호호 
지름지름지름지름 mm 인치인치인치인치 Mills N Lbf. 

24 .205 .00032 1 .0201 .61 .024 404 53.63 12.1 

24 .227 .00035 7 .0080 .58 .023 448 59.47 13.4 

24 .201 .00031 10 .0063 .61 .024 397 52.69 11.8 

24 .241 .00037 19 .0050 .58 .023 475 63.06 14.2 

24 .200 .00031 41 .0031 .58 .023 394 52.31 11.8 

26 .128 .00020 1 .0159 .40 .016 253 33.56 7.5 

26 .141 .00022 7 .0063 .53 .021 278 36.88 8.3 

26 .127 .00020 10 .0050 .51 .020 250 33.19 7.5 

26 .154 .00024 19 .0040 .48 .019 304 40.36 9.1 

28 .080 .00012 1 .0126 .32 .013 159 21.08 4.7 

28 .089 .00014 7 .0050 .38 .015 175 23.23 5.2 

28 .093 .00014 19 .0031 .41 .016 183 24.24 5.4 

30 .051 .00008 1 .0100 .25 .010 100 13.28 3.0 

30 .057 .00009 7 .0040 .30 .012 112 14.87 3.3 

30 .060 .00009 19 .0025 .30 .012 118 15.64 3.5 

32 .032 .00005 1 .0080 .20 .008 64 8.50 1.9 

32 .034 .00005 7 .0031 .20 .008 67 8.93 2.0 

32 .039 .00006 19 .0020 .23 .009 76 10.09 2.3 

 
 
 
 
 
 
 
 
 
 
 
 
 
 
 
 
 
 
 
 
 
 
 

미주미주미주미주    지역지역지역지역    본부본부본부본부 

Lisle, Illinois 60532 U.S.A. 
1-800-78MOLEX 
amerinfo@molex.com 
 

극동극동극동극동////북아시아북아시아북아시아북아시아    지역지역지역지역    본부본부본부본부 

Yamato, Kanagawa, Japan 
81-462-65-2324 
feninfo@molex.com 
 

극동극동극동극동////남아시아남아시아남아시아남아시아    지역지역지역지역    본부본부본부본부 

Jurong, Singapore 
65-6-268-6868 
fesinfo@molex.com 
 

유럽유럽유럽유럽    본부본부본부본부 

Munich, Germany 
49-89-413092-0 
eurinfo@molex.com 
 

기업기업기업기업    본부본부본부본부 

2222 Wellington Ct. 
Lisle, IL 60532 U.S.A. 
630-969-4550 
팩스: 630-969-1352 

웹사이트웹사이트웹사이트웹사이트 http://www.molex.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