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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mming, especially curl hemming, is required along the wheel housing for safety. Robot roller 
hemming is suitable for it. In this paper, both the flat hemming and the curl hemming along either the 
straight profile or the curved profile are analyzed using finite element program MSC.Marc to verify the 
hemming test results. 

Both the inner panel and the outer panel are modeled using 3-D solid elements and the roler is 
modeled using rigid surface. In the curl hemming, there is a case that the curl is not formed if the 
pre-hemming force is not sufficient. It agrees with the test results.

1. 서 론

헤밍은 외판의 플랜지를 펀치로 눌러 접어 내

판과 결합하는 가공으로서 도어, 후드, 트렁크 리

드 등에 하여 적용한다. 그것은 플랜징, 프리헤

밍, 메인 헤밍 3 단계로 이루어진다. 헤밍의 장점

은 외판이나 내판의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속으로 

접어넣어 안전하게 하며 결합강도도 높이는 것이

다.
주석재 등(1)은 승용차 도어 헤밍가공을 2차원

이나 3차원으로 유한요소 시뮬레이션하였다. 그

것은 도어 가장자리 일부 직선형이나 곡선형 구

간에 한하였으며 여러 가지 헤밍변수와 헤밍품질

의 관계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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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영 등(2,3)은 해석범위를 넓혀 전체를 해석

하였다. 최원목 등(4), 김형종 등(5)과 정헌철 등(6)

은 2차원 헤밍에 하여 유한요소 시뮬레이션하

여 여러 가지 헤밍변수와 헤밍품질과 관계를 구

하였다. 
최근에는 승용차 휠하우징까지도 헤밍하게 되

었다. 충돌사고 때 날카로운 가장자리 때문에 다

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 기존의 테

이블탑이나 다이헤밍으로는 작업이 곤란하여 그 

신 로봇롤러헤밍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것은 로봇이 롤러를 움직여 플랜지를 접는 방식

으로서 생산성과 품질이 상 적으로 떨어져 일부 

소량생산에만 사용되던 것이다. 휠하우징의 헤밍

은 곡선 가장자리의 컬헤밍이다. 컬은 가장자리

를 둥글게 하여 더 안전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한 유한요소 시뮬레이션

을 시도하여 헤밍변수와 헤밍품질의 관련성을 구

하고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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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한요소 시뮬레이션

 2.1 강판의 기계적 특성

 Fig. 1은 헤밍실험에 사용된 강판(두께 0.70 
mm)에 한 인장시험 결과이다. 스트레인 측정은 

0.20까지 밖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0.20 이후는 커

브피팅하거나 단순연장하여 사용하였다.

 2.2 직선 가장자리 플랫헤밍

유한요소해석 Software는 MSC.Marc를 사용하였

다. Fig. 2와 Fig. 3은 플랜지용 다이와 펀치, 헤밍

용 롤러의 배치를 그린 것이다. 실험에 사용된 

강판의 길이는 400 mm이다. 평판이었던 소재는 

플랜지용 펀치와 다이로 100°로 굽혀지고 이어서 

수평과 73°, 37°, 0°인 롤러로 차례 로 눌러 밀

어 3단계로 굽혀졌다. 그림 3과 같이 롤러는 3 
개를 그렸지만 실제 작업에서는 롤러 1개를 사용

하여 로봇이 단계마다 롤러를 기울여 사용한 것

이다.
강판은 3D 8절점 입체요소를 사용하고 펀치나 

다이, 롤러는 강체표면을 사용하였다. 실제 롤러

는 회전하지만 거의 저항이 없이 회전한다고 가

정하고 롤러에 한 강체표면은 회전시키지는 않

고 강판과 닿아 마찰없이 미끄럽게 이동하는 것

으로 취급하였다. 
실험조건과 결과로 받은 것은 롤러 가압력과 

헤밍높이로 표되는 헤밍품질이었다. 
3D 8절점 입체요소는 길이 10 mm, 두께 0.35 

mm(Fig. 5에서 Case 0에 해당), 길이 5 mm, 두께 

0.175 mm(Fig. 5에서 Case 1에 해당)이었다. 
Case 0 유한요소 해석결과 실제보다 가압력이 

높았다. 유한요소 전체자유도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Case 1 유한요소를 사용하여 비

교하여 본 것이다.
프리헤밍에서는 롤러 위치를 조정하여 가압력

을 맞추고, 메인헤밍에서는 헤밍높이(Fig. 4)를 맞

추고 최종가압력을 읽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Fig. 5는 프리헤밍 롤러 1과 롤러 2는 588 N으로 

눌러 밀고, 롤러 3는 실험결과 헤밍높이에 두고 

밀어 최종가압력을 읽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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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nsile test results of the blank sheet

Fig. 2 Flat hemming along the straight edge

Fig. 3 Punch and die set for flanging and 
rollers for the flat he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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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eight H of the flat hemmed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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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emming height vs. final hemming force 
(for the case of the pre-hemming force 588 N)

 2.3 곡선 가장자리 플랫헤밍

평판이었던 소재는 플랜지용 펀치와 다이로 

90°로 굽혀지고 이어서 수평과 40°, 0°인 롤러로 

차례 로 눌러 밀어 2단계로 굽혀졌다. 롤러의 

공전범위는 Fig. 6과 같이 40°에서 -40°까지 80°이
다. 요소길이는 8.7 mm로 Case 0 요소와 Case 1 
요소 중간에 해당한다. Fig. 7은 메인헤밍 후 최

종단면형상이다.
Fig. 8은 프리헤밍 롤러 1을 589~981 N으로 눌

러 밀고, 롤러 2는 실험결과 헤밍높이에 두고 밀

어 최종가압력을 읽은 것이다. 실험이나 해석이

나 모두 롤러를 이송하며 원주 3곳(1/8, 1/2, 7/8 
지점) 평균값을 취하였다.

Fig. 6 Flat hemming along the curved edge

Fig. 7 Final shape from the hemming 
simul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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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emming height vs. final hemming force 
(for the case of the pre-hemming force 589~98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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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직선 가장자리 컬헤밍

Fig. 9나 Fig. 10과 같이 평판이었던 소재는 플

랜지용 펀치와 다이로 굽혀지고 이어서 롤러 1~3
으로 차례 로 눌러 밀어 3단계로 굽혀졌다. 마
지막으로 수평과  0°인 다른 롤러 4로 눌러 컬이 

형성된다.

Fig. 9 Curl hemming along the straight edge

Fig. 10 Punch and die set for flanging and 
rollers for the curl hemming

Fig. 11 Height H of the curl hemmed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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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Final shapes from the simulation results

Fig. 12와 같이 프리헤밍 가압력이 196 N으로 

부족하면 컬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못하였으나 

588 N인 경우는 컬이 완전하게 형성되었다.
Fig. 13은 프리헤밍 가압력과 헤밍높이 H(Fig. 

11)의 관계를 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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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Hemming height vs. pre-hemming force

2.5 곡선 가장자리 컬헤밍 

Fig. 14와 같이 평판이었던 소재는 플랜지용 펀

치와 다이로 굽혀지고 이어서 롤러 1~2로 차례

로 눌러 밀어 2단계로 굽혀졌다. 마지막으로 수

평과  0°인 다른 롤러 3으로 눌러 컬이 형성된다.
프리헤밍 가압력이 588 N인 경우는 유한요소 

시뮬레이션이 실패하였고 이것은 실제 실험에서

도 실패하여 서로 일치하였다.
Fig. 15는 프리헤밍 가압력이 785 N이나 981 N

인 경우 최종형상이다. 헤밍높이를 서로 비교하

였다. 실험에 비하여 유한요소 시뮬레이션 결과

는 측정지점 1, 2, 3(Fig. 16)에서 헤밍높이가 약

간만 변하였다.

Fig. 14 Curl hemming along the curved edge 

(a) Pre-hemming force = 785 N

(b) Pre-hemming force = 981 N

Fig. 15 Final shapes from the simulation results 
and the heights of the hemmed part.

Fig. 16 Location of the three sections for 
averaging the heights of the part along the 
curved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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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1) 유한요소 전체자유도가 부족하여 유한요소 

해석결과 실제보다 가압력이 높았다. 가압력은 

요소의 크기의 영향을 받았다.
(2) 프리헤밍에서는 롤러 위치를 조정하여 가압

력을 맞추고, 메인헤밍에서는 헤밍높이를 맞추고 

최종가압력을 읽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직선 가장자리 컬헤밍: 프리헤밍 가압력이 

196 N으로 부족하면 컬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못

하였으나 588 N인 경우는 컬이 완전하게 형성되

었다.
(4) 곡선 가장자리 컬헤밍: 프리헤밍 가압력이 

588 N인 경우는 유한요소 시뮬레이션이 실패하

였고 이것은 실제 실험에서도 실패하여 서로 일

치하였다.
실험에 비하여 유한요소 시뮬레이션 결과는 측

정지점 1, 2, 3에서 헤밍높이가 약간만 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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