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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공장가공화를 위한 철근 스프링 백에 대한 수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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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공사현장에서 사람이 직접 기계로 철근 굽힘 가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직접 기계로 가공하기 
때문에 정밀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를 공장가공방식으로 자동화하여 정밀성과 가공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스프링 백 현상을 분석해야한다. 이 현상은 굽힘 공정 이 후 하중제거에 따른 재료의 복원 능력이 발생하여 원
래의 요구하는 형상에서 벗어나게 하며 이는 굽힘 각도, 굽힘 반경, 철근의 직경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굽힘 각, 

굽힘 반경, 철근의 직경을 스프링 백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정하고 FEM을 통해  각 인자들이 철근 굽힘 가
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굽힘 각도 10°씩 증가함에 따라 약 0.1°씩 스프링 백 현상이 
커졌으며 철근 직경은 φ10mm에서 φ16mm로 증가함에 따라 약 0.6° 증가하였다. 반면 굽힘 반경은 30mm에서 
40mm로 증가함에 따라 스프링 백 각도가 약 0.2°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se days, workers in a construction site conduct a rebar bending process with a machine. This 
bending process has some problems such as long processing time and bad quality of the rebar. In order to 
manufacture a rebar having precision and machinability, we should study on Spring-back phenomenon. This 
phenomenon affects a shape of rebar after unloading due to restoration ability of material and it is influenced 
by bending angle, bending radius and a rebar diameter. The change of spring-back ratio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parameters are analyzed by FEM. Consequently, Spring-back increases around 0.1° as bending angle 
increases 10°. and  it also increases around 0.6° as diameter of rebar increases from φ10mm to φ16mm. 
while we can confirm that it decreases around 0.2° as bending angle increase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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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철근 공장가공이란 설계 및 구조도면을 근거로 철근 
전문가공업체의 전문 가공 설비를 이용하여 공장에서 철
근을 가공한 후 가공된 철근을 현장에 반입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와 반대로 현장가공이란 현장에서 설계 및 구
조도면을 근거로 필요에 따라 현장 내에서 수작업의 가
공기계를 이용하여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1].

철근 가공방식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현장인력으로
만 가공 조립이 이루어져왔으나, 이후 현장가공방식이 처
음으로 도입이 되었다. 철근가공조립도 작성 작업을 철근
숙련공의 경험에 의존하여 물량을 집계하고 수작업으로 
가공도를 작성함에 따라 철근형상을 잘못 가공하는 오류
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자재 LOSS률이 높고 작업하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 가공 품질이 좌우된다. 또한 장비
부족으로 인한 소규모 생산성과 야외에서 작업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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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bar bending machine

때문에 부실한 철근 관리와 기상악화 시 작업이 불가능
해 진다.

반면, 철근 공장가공은 가공된 철근의 품질이 우수하
고, 또한 철근가공 조립도작성을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작성하기 때문에 시공 정밀도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
니라, 현장작업을 줄여줌으로써 공기단축과 현장노무인
력의 감소를 가능하게 한다[2].

이렇듯 철근공장가공은 현장가공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법
으로 철근의 이송, 절단, 가공, 적재까지 전면 자동화를 
해야 하며, 기존의 공장가공 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적 되
었던 안전상의 문제 또한 자동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굽힘 가공 공정이다. 굽힘 가공은 소성변형에 의
한 형상가공이며, 산업 현장에서는 제품 성형 공정과 금
형개발과정 등에서 원하는 형상을 얻기 위해서는 수십, 
수백번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보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공정 마지막 단계에서 재료에 대한 압력(하중)이 제
거 시 순간적으로 탄성회복에 의해 원하는 형상에서 벗
어나는 현상 때문이다. 이 현상을 스프링 백 현상이라 하
며, 굽힘 각도, 굽힘 반경, 재료의 두께 등에 영향을 받는다. 

스프링 백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1940년대부터 현재
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행하여져 
왔으나, 실험에 관한 경우다 대부분이었다. 
F.Pourboghrat[3] 등은 평면 변형률 상태에서의 스프링 백
을 예측하였으며, Kawaguchi[4] 등은 유한요소법에 의하
여 외팔보에 대한 스프링백과 잔류 응력을 계산하였다. 
특히 Al-Qureshi[5]는 상계법을 이용한 굽힘 반경, 재료의 
두께, 재료의 응력-변형률 특성을 고려한 스프링 백 현상
을 분석 및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굽힘 각도, 굽힘 반경, 철근의 직경에 
따른 굽힘 공정을 시뮬레이션하여 성형 후의 스프링 백 
비를 분석하여 각 인자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시뮬레이션은 유한 요소해석 프로그램인 다풀을 이
용하여 탄소성 해석 및 접촉 해석을 수행하여 철근 굽힘 
가공간의 스프링 백 현상의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2. 본론

2.1 철근 굽힘 장치

Fig, 1에 나타난 밴딩 머신이 이번 연구에 사용한 굽힘 
장치이다. 이 머신은 프레임 부, 밴딩부. 철근 고정부로 
구성된다. 프레임 부는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밴딩 헤드
가 두 개 있으며 철근형상에 따라 두 헤드가 움직이며 절
곡을 하게 된다. 또한 중간에는 절곡되는 철근을 지지해
주며 철근의 절곡방향에 따라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구
조의 철근고정부가 있다.

Fig. 2는 실제 밴딩 머신의 밴딩부의 사진이다. 아래에 
사진과 같이 밴딩기는 회전 롤러, 고정롤러, 가이드로 이
루어져 있다. 가이드는 밴딩 공정에서 철근이 위로 밀리
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설치하였다. 이 머신의 특징은  간
소하면서도 원하는 모션을 만들 수 있다. 아래로 절곡할 
때는 회전 롤러가 고정롤러의 상단에서 하단으로 절곡하
며 위로 절곡할 때는 고정롤러가 철근을 잡은 상태에서 
밴딩 헤드가 뒤로 빠졌다가 철근이 아래로 위치하면 회
전 롤러가 고정롤러 아래로 위치한 뒤 밴딩 헤드가 앞으
로 나와서 철근을 굽힘 가공을 한다.

[Fig. 2] Bending part of Rebar bend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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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ameter of a rebar

 : angle before release force

 : angle after realease force

∆  : spring back angle

2.2 유한 요소 모델링 

2.2.1 유한 요소 모델링 시스템

Fig. 3은 철근 밴딩기의 유한요소 모델이다. 실제 철근 
밴딩기의 회전 롤러, 고정 롤러, 가이드는 모두 침탄 열처
리한 SCM415을 사용하였다. 이 재질은 굽힘 소재인 철
근보다 높은 강성을 가지기 때문에 변형일 일어나지 않
는다고 가정하여 강체(Rigid body)로 모델을 정의하였다. 

[Fig. 3] schematic diagram of FEM Modeling

두 롤러와 철근 사이에는 접촉조건을 접촉강성
(10000N/m), 마찰계수(0.3)으로 주어 기계적 거동이 이루
어지도록 하였다. 이 모델링의 구속 조건은 현재 진행 중
인 밴딩기의 철근고정부 대신에 철근 끝부분의 노드와 
가이드의 한쪽 모서리에 고정조인트(fixed joint)를 주어 
고정하였다. 회전 롤러의 운동경로는 고정롤러를 중심으
로 공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회전조인트(revolution 
joint)을 주어 굽힘 공정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또한 스프
링-백을 측정하기 위해 회전 롤러가 원하는 각도만큼 공
전하여 가공이 마친 뒤 회전 롤러에 주어진 회전조인트
와 철근과 회전 롤러의 접촉을 해지시켜 하중을 제거하
여 스프링 백을 발생하도록 하였다.

2.2.2 유한요소해석에 사용한 재질의 특성

해석에 사용된 철근은 일반적인 구조용강의 물성치를 
적용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번 해석에 사용한 상용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인 
DAFUL에서 소성재질의 물성치를 나타내는 응력 변형률 
선도를  bi-linear 타입으로 입력하였다. bi-linear로 나타
낸 응력 변형률선도(Fig.4)는 초기 항복응력(0.25GPa)을 
중심으로 2개의 직선으로, 탄성구간의 영률(200GPa)과 
소성구간의 영률(1.45GPa)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4] Stress strain curve of structural curve

2.3 굽힘 가공에 따른 스프링-백 해석

철근 굽힘 가공에서 굽힘 각도를 10°씩 90°∼180°, 굽
힘 반경을 30mm, 40mm, 철근의 직경 φ10mm, φ16mm로 
나누어 유한요소 해석을 각각 수행하였다. Fig.5는 굽힘 
공정 간의 측정 되어야 하는 각도를 표기한 그림이다. 
은 입력각도에 따라 회전 롤러에 의해 재료가 가공된 각
도이며, 은 재료에 대한 하중이 제거되어 스프링 백 현
상이 발생한 이후의 각도를 나타낸다. 이 두 개의 각도를 
이용하여 스프링 백 비를 로 정의하였다.[6] 스프링 
백 비는 스프링 백 현상을 고려한 가공에서 필요한 각도
를 좀 더 간편하게 구하기 위해 정의하였다. 

[Fig. 5] Definition of Spring back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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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pring-back angle according to diameter of rebar [Fig. 8] Spring-back Ratio according to diameter of rebar

[Fig. 9] Spring-back angle according to bending radius 

with φ10mm rebar

[Fig. 10] Spring-back Ratio according to bending radius 

with φ10mm rebar

(a)      (b)

(c)      (d)
[Fig. 6] (a).Before bending (b).Halfway of the bending 

(c).Before release force on rebar (d).After release 

force on rebar

Fig. 6는 밴딩 과정과 철근에 가해지는 응력 및 공정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a)는 밴딩이 시작되는 전, (b)
는 중간 과정, (c)는 굽힘 공정이 끝난 후 하중이 제거되
기 전, (d)는 하중이 제거되어 스프링 백 현상이 발생한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하중 제거 전 (c)에서의 굽힘 각
도 와 하중제거 후 (d)에서의 굽힘 각도 를 이용하여 
스프링 백 비를 측정하였다.

2.4 스프링 백 해석 결과 

2.4.1 굽힘 각도의 스프링 백에 대한 영향

직경이 φ10mm와 φ16mm인 철근을 반경 30mm 가진 
고정롤러에서 가공할 경우를 해석하여 그 결과를 굽힘 
각도에 따라 하였다. Fig. 7∼10 그래프는 직경 φ10mm, 
φ16mm의 철근을 굽힘 해석 했을 때, 굽힘 각도에 따른 
스프링-백 각도와 스프링-백 비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
에 의하면 굽힘 각도에 따라 스프링 백 각도와 스프링-백 
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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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철근의 직경에 따른 스프링 백에 대한 영향

굽힘 반경 30mm로 설정 후 직경 φ10mm, φ16mm의 
철근을 이용하여 굽힘 해석을 하였다. Fig. 7은 직경이 다
른 두 철근의 굽힘 해석에 따른 스프링-백 각도를 보여준
다. Φ16mm인 경우 Φ10mm의 철근보다 스프링-백에 대
한 영향을 덜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90°, 100°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φ10mm, φ16mm의 스프링-백 
각도는 약 0.6°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굽힘 반
경보다 재료의 직경이 스프링-백 현상에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4.3 굽힘 반경에 따른 스프링 백에 대한 영향

직경이 φ10mm인 철근을 가지고 굽힘 반경을 달리 하
여 굽힘 해석을 수행하였다.

고정롤로의 반경은 30mm,40mm 2가지의 경우를 사용
하였다. Fig.9는 반경에 따른 스프링-백 각도를 나타내었
다. 각도 변화량을 보면 굽힘 반경이 작을수록 스프링-백 
각도가 크게 나타나며, 굽힘 각도가 180°일 경우 30mm
와 40mm를 비교했을 때 약 0.2°의 차이가 나타났다.

Fig.10은 반경에 따른 스프링-백 비를 나타낸 그래프
이다. 스프링-백 각도와 달리 굽힘 반경이 작을수록 스프
링-백 비는 작게 나타났다. 이는 굽힘 각도의 증가비보다 
스프링-백 각도의 증가비가 작게 나타남에 따라 이런 그
래프가 나왔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굽힘 가공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따
른 스프링-백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경향성
을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유한요소 모델링을 제시하고 
굽힘 각도, 굽힘 반경, 철근의 직경을 달리하여 해석을 수
행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굽힘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스프링-백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반면 굽힘 반경과 철근의 직경은 굽힘 각
도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2. 철근의 직경이 굽힘 반경보다 스프링 백 현상에 미
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자동화된 철근밴딩기를 위해서는 각 변수 조건에 
따른 관계식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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