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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nding process is considered as one of fundamental sheet metal forming processes, and it is 

widely used for fabrication of simple or complicated sheet metal products in industrial fields. Most of 

automobiles and electronics have many parts made by the bending process inside or outside of 

them. However, till now, there is few research reports on the bending process of hemmed plates. A 

hemmed plate has a locally different bending strength, so a waving shape occurs after bending. A 

poor outlook due to local uneven shape influences greatly on product competitiveness. To settle this 

problem, we studied the bending parameters of a hemmed plate and showed the major sensitive 

design-parameters on the bending quality. 

 

Key Words: Bending (굽힘가공), Sheet Metal Forming (박판 소성가공), Hemming (헤밍 공정), Bending Parameters (굽힘

공정변수), Sensitivity Analysis (민감도 분석) 

 

 

1. 서론 

 

굽힘공정 (bending process)은 박판 소성가공에

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또한 단순한 공정으로 인

식되고 있다. 굽힘공정에도 요구하는 굽힘공정에 

따라 단순 굽힘 (simple bending), 형상성형 굽힘 

(bottoming), 스프링백 저감을 위한 코이닝 

(coining) 등으로 분류되고 형상에 따라 V자 굽힘 

(V-bending), U 자 굽힘 (U-die bending), 와이핑 

(wiping die bending)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굽힘공정으로 단순한 절곡을 만들기도 하지만 연

속적으로 다단 굽힘 가공을 하여 복잡한 형상을 

성형하는데 이용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굽힘 가공으로 제작되는 형상은 제품 

외관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굽힘 가공 후 

품질에 대한 요구가 많으며, 그 중에서도 스프링백 

(spring back) 등에 의한 성형형상 불균일을 개선하

는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에 따른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1-8 

이러한 박판 소재의 굽힘 가공으로 적용되는 제

품들은 주로 자동차, 전자/전기제품 등이 있다. 전

자/전기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제품군에 비

하여 외관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며 소비자가 사용 

중에 손으로 제품을 만지는 일이 빈번하다. 따라서 

표면에 가공불량에 의한 돌출부 (burr)가 존재할 경

우 다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박판소재

가 외관 케이스로 사용될 경우 컷팅 (cutting) 부분

을 한번 접어서 컷팅에 의한 돌출부가 외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것을 헤밍 (hemming)부 

라고 일반적으로 부른다.9,10 

헤밍이 있는 박판소재의 경우 국부적인 굽힘

강성이 달라져서 원하는 형상으로 정밀하게 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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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특히 국부적으로 

스프링백 량이 달라서 굽힘 가공 후 표면이 평탄

하지 않고 물결형태의 미세한 웨이브 (wave)를 가

진다. 이러한 굽힘 품질문제에 의한 외관 불량은 

제품 성능에 관계없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이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굽힘공정에 관한 연구

들이 대부분 동일한 강성을 가지는 박판소재나 튜

브 (tube) 형태의 관 굽힘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헤밍이나 플랜지 (flange)와 같

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 국부적인 굽힘 강성이 다

른 판재소재에 대한 굽힘공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Fig. 1 An example of unevenness after bending: outcase 

of microwave oven (Ro-B1A model, Mitsubishi 

Co.)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1 과 같이 전자레인

지 외부 케이스에 발생하는 헤밍부 굽힘변형 불균

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이며, 균일한 굽힘

이 발생하도록 굽힘품질이 향상을 위한 헤밍부 

설계형상에 대하여 알아보고 주요 설계인자에 대

하여 연구하였다. 

 

2. 헤밍부 불균일 발생 메커니즘 

 

굽힘공정에서 굽힘하중을 가하면 중립면을 중

심으로 굽힘이 발생하는 안쪽에는 압축응력이 걸

리고 바깥쪽으로는 인장응력이 걸리게 된다. 인장 

및 압축응력이 최대로 걸리는 부분에서 소성응력

을 넘게 되면 영구변형이 남게 되는데, 이 때 중

립면 부근에서는 탄성영역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

러한 탄성영역과 소성변형역 사이의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잔류응력이 발생하고 국부적인 탄성

회복에 의한 굽힘 형상의 불균일이 발생하게 된다 

(Fig. 1 참조). 따라서 균일한 굽힘 형상을 얻기 위

해서는 이러한 국부적인 강성차이로 인한 변형량

을 극복해야만 한다. 탄성회복량에 대한 예측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가능한데, 단일 판재의 굽힘 

곡률반경 R1 에 대하여 탄성회복으로 되돌아가는 

곡률 (1/ΔR)은 다음과 같이 식 (1)을 이용하여 나타

낼 수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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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σy, E, t는 각각 소재의 항복응력, 탄성계수, 

두께를 의미한다. 따라서 탄성회복에 의한 스프링백 

곡률은 판재의 굽힘 곡률반경과 관계가 있으며 소

재물성과의 관계로는 두께가 두꺼울수록 탄성계수

가 클수록 탄성회복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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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rief description of bended plate having hemming 

part its edge; R1 and R2 show the bending radius 

from concentric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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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은 평면응력상태인 경우이며, 평판의 경우

에 평면변형률 상태로 가정하여 식(1)에서 소재의 

탄성계수 대신 식(2)에 나타낸 포아송비 (ν)에 의

한 등가 탄성계수 (equivalent elastic modulus)를 적용

하여 식(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1 

끝단부에 헤밍구조를 가진 박판에 굽힘변형을 

가할 때는 식(3)에서 나타낸 것처럼 단순 두께만 

2 배로 증가하여도 같은 굽힘 곡률반경에서 탄성

회복량이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헤밍부가 없는 

평탄부와 탄성회복 차이로 인하여 불균형 형상이 

나타나게 되다. 또한, Fig. 2 에 나타낸 것처럼 실

제 헤밍부의 형상은 굽힘부의 높이가 h 값을 가

지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굽힘반경이 평판부와 

헤밍부가 달라서 굽힘반경이 R1과 R2 가 각각 존

재한다. 따라서 헤밍부와 평판부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굽힘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Fig. 2

에서 하단부 굽힘지그 (bending jig) 그림처럼 동

심원에서 반경이 다른 두 개의 곡면 (헤밍부 반

경; R1, 평탄부 반경: R2)을 이용하여 굽힘가공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식(3)에 나타난 것처럼 곡률반경 크

기에 따라 탄성회복 되는 곡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헤밍부의 탄성회복량과 평탄부의 탄성회복량의 차

이에 의하여 굽힘가공 후에 굽힘면이 일정하지 못

하고 약간의 굴곡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보기 위하여 식(4)와 같이 헤밍

부와 평탄부의 탄성회복에 의한 곡률변화 차이를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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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 R2 + h로 두면, 다음과 같이 곡률변화 차이

량 (δ)은 식(5)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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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재료 물성치는 동일한 소재와 헤밍부의 

곡률반경도 일정한 값으로 가정하여 상수로 두면 

곡률변화 차이값은 식(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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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6)에서 보면, 헤밍높이 (h)값이 증가할수록 

이차함수 형태로 곡률변화 차이가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두께를 얇은 판재를 사용할수록 곡률

변화 차이가 급속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비용문제, 무게문제로 두께가 얇은 강

판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한 헤밍높이 값도 박

판표면의 코팅층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 높이 이상

으로 제작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헤밍부

를 가진 강판의 경우 굽힘공정 후에 균일한 곡률을 

가진 제품을 제작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곡률 불균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굽힘부의 내부구조를 헤밍부에 의한 굽힘 불

균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헤밍부 내부구조 대하여 설계

변수에 따른 굽힘형상 품질에 대하여 주로 분석

하였다. 

 

3. 기초 설계변수 연구 

 

3.1 헤밍부를 고려한 굽힘공정 해석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헤밍부로 인하여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단일 곡률반경이 이중 곡률반경

을 가진 굽힘지그를 설계하였다. 전체적인 굽힘공

정에 대한 해석은 Fig. 3(a)-3(c)와 같다. 굽힘공정 

해석을 위하여 실제과정과 동일하게 모델링을 하

였다. Fig. 3(a)에 기술한 것처럼 헤밍부를 가진 블

랭크를 굽힘 다이에 두고 굽힘지그가 내려와서 블

랭크를 잡은 상태에서 굽힘판 (punch)를 이용하여 

접는 방식으로 90˚ 각도로 굽힘을 가한다. 굽힘지그 

(knife)의 형상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헤밍부와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심원 축에서 헤밍높이 

(h) 만큼을 줄여서 모델링하였다. 이러한 굽힘공정

을 나타내기 위한 해석경계조건으로는 고정된 다이

에 블랭크를 위치하고 굽힘지그와 블랭크, 그리고 

다이를 접촉처리하였다. 또한 굽힘판 0.05 rad/ms 

각속도로 실제와 같이 90˚ 까지 굽힘을 가하도록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SUS 304 

Material Properties Value 

Flow curve (MPa) 

Young’s modulus 

σ = 1194 ε0.23 

190.87 

Yield stress (MPa) 651.4 

Tensile stress (MPa) 851.8 

Poisson’s ratio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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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a) Bending analysis model consisting of bending 

jig (knife), bending die (die), bending folder 

(punch), and initial blank; (b) bending process 

from initial state to final 90 degree bending. (c) 

Comparison of deformation shape from analysis 

result and experimental result 

 

하였다. 굽힘지그, 다이, 굽힘판은 강체 (rigid body)

로 각각 표현하였다. 굽힘공정 해석에 사용된 블

랭크는 SUS 304 강판을 적용하였으며 해석은 박

판성형 전용 프로그램은 PAMSTAMP 2G (ESI 

Group, PAM System International)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재료물성은 Table 1 과 같다. 그리고 사용된 

쉘 요소 (shell element)는 Belytschko–Tsay 기반의 

PAMSTAMP 4-node 쉘 요소이다. 

Fig. 3(c)에 나타낸 기존형상인 단순 헤밍 모양

에 헤밍높이가 2.3 mm 인 조건에서 해석한 결과를 

보면, 굽힘부 코너에서 헤밍부의 영향으로 불규칙 

변형이 실제 실험과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다만 불균일 변형의 크기 (Ds)가 해석에서 약 

0.64 mm 수준이지만 실제 실험결과 (De)에서는 

0.42 mm 정도 나타나서 정량적인 오차량이 발생하

였다. 이것은 실제 공정에서 굽힘부에 도포된 페

인트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 

 

3.2 기초 형상변수 영향도 분석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헤밍부에 의한 강성 불

균일로 인하여 굽힘시 곡률이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굽힘공정 해석을 통하여 

헤밍부의 기초 형상에 대하여 굽힘품질에 미치는 

영향도를 알아보았다. 

Fig. 4(a)-4(b)에 나타낸 것처럼 헤밍 폭 (b)와 높

이 (h)에 대하여 3 수준 인자로 정하여 변수의 영향

도 분석을 해 보았다. 해석에서 소재두께는 6 mm

로 가정하였으며, 이차관성모멘트 값 (moment of 

inertia; I-value)은 헤밍부의 형상을 ‘ㄷ’ 자 형태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최대 변위량 (Dmax)은 

굽힘공정 해석 후에 헤밍부 부근에서 탄성회복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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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4 (a) Basic shape parameters and levels of a 

hemming part and characteristic values: I-value, 

and Dmax, (b) sensitivity of shape parameters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불균일 면의 최대 깊이 

값으로 하였으며, 해석결과에서 헤밍 폭에 비하여 

헤밍 높이가 불균일 크기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헤밍 제작시 향후 굽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완전 압착으로 헤밍

되는 판재 사이에 빈 공간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차관성모멘트 값으로 

볼 때, 최대 변위량과 상당히 유사한 경향을 보임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헤밍부에 의한 굽힘변형 

강성이 증대됨으로 인하여 굽힘 후 불균일이 발생

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으며 이러한 굽힘 강성

을 저감시키기 위한 구조가 필요하다. 

 

4. 헤밍부 굽힘강성 저감설계 

 

4.1 이상적 모델평가 

헤밍부에 의하여 국부적인 강성이 달라져서 굽

힘공정 후에 불균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헤밍부 강

성저감을 위하여 이상적인 형태 (ideal model)에 대

하여 해석을 해 보았다. Fig. 5(a)에 나타낸 것처럼 

헤밍부를 연속적으로 줄무늬 형태로 컷팅하여 변

형시 소재간의 인장이나 압축의 영향이 없도록 하

였다. 실제 이러한 형상은 헤밍부를 가지는 제품

에 적용하기 어렵지만 연속적 컷팅을 통하여 굽힘

강성을 완전하게 제거한 경우에 어느 정도 굽힘 

불균일이 개선되는지 예측하고 헤밍부 강성저감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에는 도움이 된다. 

Fig. 5(a)에 나타낸 것처럼 헤밍부에 연속으로 

슬롯 (slot)을 만드는 것을 세 가지 형태로 하였다. 

Case-a 의 경우에는 헤밍부의 끝단면의 굽힘곡률

이 형성되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6 개의 슬롯 (폭 

1.5 mm)을 2 mm 등간격으로 만들었고, case-b의 경

우에는 헤밍부의 끝단부 [blank(M)]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case-a 와 동일한 방식으로 8 개의 슬롯을 

만들었다. 그리고 case-c 의 경우에는 헤밍부 끝단 

[blank(M)]에만 8 개의 슬롯을 만들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이상적인 굽힘부 구조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여 최대 변위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Fig. 6(b)에는 해석결과에서 굽힘부 중심으로 

외곽선 (profile line)을 따내어 구해진 외관선을 비

교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굽힘변형 후 형상을 보

면, 헤밍부가 있는 앞 부분에서 돌출이 되어 있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유사한 형상에 대하

여 실험적인 결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였다 (Fig. 2, 

Fig. 5(b)의 삽입그림 참조). 따라서 해석결과가 현상

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Case-a 와 case-b 의 경우 헤밍부에 슬롯을 많이 

내어 굽힘강도가 낮아져서 유사한 변형패턴을 나타

내고 있다. 하지만 Fig. 5(b)에 정의한 최대 변형량을 

두 경우에 대하여 비교해 보면 각각 0.101 mm, 

0.127 mm 값을 가진다. Case-a의 경우에 헤밍 높이 

[blank(M)]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모두 컷팅이 되어 

 

 
(a) 

 
(b) 

Fig. 5 (a) Three ideal models for testing the reduction of 

strength on a hemming part, (b) three profile lines 

obtained from the analysis result of ea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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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강성이 저감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ase-c

의 경우에는 헤밍부 끝단만 컷팅이 되어 전체적인 

헤밍부 강성을 많이 저감시키지 못하여 굽힘 후 

굴곡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 최대 

변형량이 약 0.436 mm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가지 이상적인 모델을 통하여 헤밍

부의 강성을 저감할 경우에 굽힘 후 불균일 변형

량이 급격하게 줄어듦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본 개념을 살려서 외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헤밍부 강성을 저감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참고로 

헤밍부에 슬롯을 만들지 않은 원래안의 경우 최대 

변형량이 약 0.64 mm로 나타났다.  

 

4.2 헤밍부 내부형상 개선 

앞서 이상적 모델을 통하여 헤밍부의 강성 저

감이 굽힘 후 불균일 변형을 저감하는 방법임을 

알았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이용하여 헤밍부의 

내부형상을 개선하여 외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서 굽힘강성을 저감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

다. Fig. 6(a)에 나타낸 것처럼 헤밍부 안쪽 면에 사

다리꼴 형태를 절단하여 굽힘강성을 저감하는 방

안을 검토하였다. 내부형상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

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모든 경우를 검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형상을 제시하고 이것을 형상 개선을 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a) 

 
(b) 

 
(c) 

Fig. 6 (a) Schematic shape and dimensions of cut-out part, 

(b) shape parameters and levels, and (c) analysis 

result of parameter sensitivity 

 

Fig. 6(a)에 나타낸 사다리꼴 기본형상에서 형상 

변수 a, b, c 를 변경하면서 굽힘 후 불균일 변형량

이 최소가 되는 조건을 알아보았다. Fig. 6(b)와 같

이 다구찌의 L9 직교배열표를 이용하여 각 변수에 

대한 세 가지 수준을 정하였다. 각 수준의 범위는 

주어진 형상조건에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설정하

였으며 헤밍부의 폭은 17.0 mm, 헤밍 높이 2.5 mm 

는 고정 값으로 두었다. 그리고 굽힘반경은 Fig. 1 

하단부 그림을 기준으로 R1은 6 mm, R2는 3.5 mm

로 하였다. 

굽힘성형 해석 후 굽힘부의 불균일 정도를 평

가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석결과에

서 변형량을 평가지표로 잡을 경우 굽힘부의 국부

적인 불균일량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어렵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균일 변형량을 효과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기하학적 맵핑 (geometrical 

mapping)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굽힘부에 단일 

곡률을 가지는 목적형상 (target shape)을 두고, 변

형된 외관의 안쪽에 존재하도록 오프셋 (offset)을 

1 mm 두었다. 그 다음으로 해석결과 형상이 오프

셋 된 목적형상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나

타내고 가장 큰 값 (Dmmax)을 식 (7)과 같이 구하여 

평가지표로 두었다. 

 

Dmmax = Sdeform - (Starget + offset)        (7) 

 

해석결과는 Fig. 6(c)에 나타낸 것처럼 변수 a는 

큰 유의차가 없었으며, 설계변수 b 와 c 에 의하여 

불균일 변형량이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설계변수 

b 와 c 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굽힘강성은 저감되지

만 너무 큰 방향으로 만들게 되면, 버 (burr)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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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국부적인 변형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에 의하여 오히려 불균일 변형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주어진 조건에서 설계 

선정안은 변수 a 는 2 수준, 변수 b 와 c 는 1 수준

으로 나타났다. 

 

 
(a) 

 
(b) 

Fig. 7 (a) Comparison of deformation uniformity of 

original (without inside shape in hemming part) 

and optimized model. These data are come from 

the analysis by a geometric mapping method. (b) 

Comparison of deformation outlines (profiles) 

without (left) and with (right) an inner designed 

shape 

 

Fig. 7(a)와 7(b)에는 설계 선정안에 대하여 해석

을 통해 기존의 굽힘부에 내부형상이 없는 원래 

평판인 경우와 기하학적 맵핑과 외곽선을 이용하

여 각각 비교하였다. 설계된 내부형상으로 얻은 

최대 불균일 변형량 (Dmax)은 약 0.29 mm 로 나타

났다. 따라서 내부구조가 없는 일반적인 헤밍부 

굽힘의 경우 (Dmax = 0.64 mm)에 비하여 두 배 이

상 굽힘 후 불균일 변형량이 줄어듦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헤밍부의 내부구조 형상

을 제안하여 굽힘강성을 저감시키면서 외형에 영향

을 주지 않고 굽힘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해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5. 결론 

 

헤밍부를 가진 박판의 굽힘품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헤밍부의 강성 차이로 

인하여 탄성 회복량이 헤밍부와 평탄부가 차이가 

나며 이에 따라 굽힘 후 불균일한 변형이 발생하

게 된다.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헤밍부 높이가 중

요한 설계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헤밍부 

높이가 최소화 되도록 헤밍 공정을 실시해야 한다. 

기초 형상연구를 통하여 헤밍부 폭과 높이에 대한 

굽힘 품질의 영향을 해석적으로 알아 보았다. 헤

밍부의 폭이 클수록, 헤밍 높이가 높을수록 헤밍

부 굽힘강성이 증대하여 전체적인 굽힘품질이 저

하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헤밍부 높이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이론적 연구와 같은 

결과로 보인다. 

헤밍부에 의한 국부적인 굽힘강성 증대에 대하

여 이상적 모델과 내부구조 변경을 통하여 굽힘품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기본 개념을 제시

하고 이에 따른 내부형상을 설계하여 형상변수에 

대한 굽힘품질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다구찌 설계

인자 분석을 통하여 헤밍부 내부구조의 설계안을 

제시하였으며 내부구조가 없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획기적으로 굽힘품질이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향후 굽힘강성이 다른 다양

한 제품설계에 응용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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