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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합금의 사각용기 딥드로잉시 주름의 거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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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rinkling in the flange and wall of a deep-drawn part is one of the major defects in sheet metal 

processes. Wrinkling is influenced by many factors, such as material properties, shape of the body, 
forming conditions, stress state and thickness, etc. It is difficult to analyze the wrinkling initiation and 
growth according to the factors because the effects of the factors are very complex and the wrinkling 
behavior may show wide variation even though small deviation of factors. In this study, the influence 
of wrinkling parameters, such as material properties (Al1050, Al5052), the blank holding force and the 
drawing depth on the wrinkling initiation and growth is investigated by using the experimental method 
and the dynamic explicit finite element analysis. From the results, it is shown that the dynamic explicit 
finite element method can be used effectively to prevent the wrinkling problems advancely in the deep 
drawing process. Also, there is a good agreement between the experimental result and the dynamic 
explicit finite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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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판재의 프레스 성형에서 주된 불량현상으로는 

주름, 파단, 스프링백 등이 있다. 주름의 발생은 

판재가 압축응력을 받아서 판재면에 수직한 방향

으로 휘어지는 현상으로 플랜지부위에 나타나는 

플랜지주름과 용기의 측벽에 나타나는 보디주름

으로 구별한다. 최근에는 자동차 내외 판넬을 비

롯한 각종 판재가공부품의 소재두께는 점차 얇아

지고,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주름 발생은 점

차 중요한 결함요인이 되고 있다. 주름은 제품에

서 외관상 결함과 조립시 정밀도 저하의 요인이

기도 하고 제품 성형시 재료의 유입을 억제하여 

성형성을 저하시키고 금형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다. 주름은 소재의 재질과 두께, 제품의 형

상, 소재의 구속조건 및 공정조건 등의 복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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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아 발생함으로 어떤 변수에 대한 정의

가 어렵다. 따라서 한정된 상황에서의 주름발생

에 관한 이론적, 실험적 방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원통용기의 성형시 플랜지에 발생되는 주

름을 억제하는 조건에 관해서는 Miyagawa,(1,2) 
Kawai(3~5) 등에 의해서 연구되었으며, 사각용기에

서의 주름에 관한 연구는 Murata(6,7) 등에 의해 연

구되었으며 Gotoh(8)는 여러 형상에서의 블랭크홀

딩력에 관해서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성형해석

을 통해 주름 예측을 하는 경우는 두께분포와 변

형형상을 통하여 주름을 판별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며, 이와 같은 방법은 기하학적 형상에 의

한 주름의 계산 및 모양까지 예측 할 수 있으나 

완벽한 묘사를 위해서는 많은 수의 요소가 필요

하여 해석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이와 같은 

성형해석을 이용한 주름에 대한 연구로써 국내에

서는 김종봉(9) 등은 탄소성 응축쉘 요소를 이용

한 FEM 프로그램에 분기좌굴이론을 도입하여 주

름발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손영진(10) 등

은 이방성 재료에서의 주름발생 조건과 재료의 

특성이 주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

며, 황보원(11) 등은 면적의 영향을 고려한 주름영

역과 판재의 좌굴식을 이용한 임계응력 및 예측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외에서는 Neale(12) 

등은 요소에서 응력상태를 이용하여 주름발생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Gelin(13) 등은 

성형해석을 상용 FEM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하고 

얻은 응력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성 좌굴이론을 이

용한 주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주름의 억제방법에 관한 것으로써 실제 

성형공정에서 발생한 미소주름(200㎛이하)는 성형

의 진행에 의해 소거되거나 감소되기도 한다. 따
라서 성형초기에 미소 주름 발생을 인정하고 성

형이 진행되는 동안 주름이 소거된다면 성형에 

사용된  블랭크홀딩력의 영역이 넓어지고 펀치력

의 감소로 한계드로잉비가 증가하게 되어서 용기

의 성형에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알루미늄합금 

판재(Al1050, Al5052)를 이용하여 사각용기 성형

시 발생한 초기 주름의 진행 경향을 파악하기 위

해 블랭크홀딩력의 변화와 성형 깊이에 따른 주

름의 높이에 대한 실험과 비선형 동적 외연적 유

한요소법을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를 비교하여 타

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유한요소해석

2.1 동적하중(Dynamic Force)의 평형방정식

외력에 의해 행해진 일은 내력과 관성력 및 점

성력에 의한 일과 같아야 한다는 일평형(work 
balance)으로부터 아래의 식 (1)과 같이 가상일의 

원리(virtual work principle)로 표현된다.(14,15)

⌠
⌡b
ψ
i
δxidv+

⌠
⌡x
φδxids+fiδ i 

= ⌠⌡b
(σ ijδx i, j+ρ x ïδx i)dv

         (1)

여기서 σ
ij
는 Cauchy stress tensor, ψ

i
는 체적력 

벡터(body force vector), ρ는 밀도, x i̇과 x ï는 

x i에서 각각 평균속도와 가속도 벡터이다.

이산되어진 체적 b에서 b의 물리적 양들을 나

타내기 위해서 등변수 가정하에서 형상함수 NiK

를 도입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xi= NiKxk
, xi̇= NiK xk̇

, xï= NiK xk̈
      (2)

식 (2)를 식 (1)에 대입하고, 감쇄(damping)가 

부가적으로 고려된다면 아래의 동적 힘평형 방정

식이 얻어진다.

 MKL x ̈L+CKL x ̇L+R int
K =R ext

K
           (3)

여기서 MKL
과 CKL는 질량행렬과 감쇄행렬을 

각각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MKL= ∑
ne

e= 1

⌠
⌡

b
e

ρNiKN iLdv                 (4)

CKL= ∑
ne

e= 1

⌠
⌡

b
e

κ
dN iKN iLdv                (5)

여기서 κ
d
는 감쇄상수이다. R int

K
와 R ext

K
는 내

부 힘 벡터와 외부 힘 벡터로서 아래와 같다.

R int
K = ∑

ne

e= 1

⌠
⌡

b
e
N iK, j

σ
ijdv,                  (6)

 R ext
K = ∑

ne

e=1(
⌠
⌡

b
e
N iK
ψ

idv+
⌠
⌡

s
e
N iK
φ

ids)+fK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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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sheet
Al 1050 Al 5052

ρ: density(kg/mm3) 2.71e-06 2.68e-06
E: Young's mod.(GPa) 70.303 74.035
e: elongation(%) 13 17
υ: Poison's ratio 0.33 0.32
K: strength coeff.(GPa) 0.160 0.362
n: hardening exp. 0.094 0.130
R: Lankford coeff. 0.578 0.765
thickness(mm) 1.2 1.2

2.2 구성방정식

본 논문에서는 동적 외연적 유한요소법을 사용

하는 상용프로그램인 PAM-Stamp를 이용하여 성

형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전체 구성방정식은 아래

식과 같이 Hollomon law을 사용하였다.

 ∙                       (8)

여기서 는 유효응력, 는 유효변형률, K는 강

도계수, n은 가공 경화지수 이며 아래 Table 1은 

Al합금의 기계적 물성치이다.
일반적인 판재의 성형해석에는 Hill의 항복이론

식을 적용하지만 이는 알루미늄합금의 성형해석

에는 오차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본 연

구에서는 Barlat의 항복식을 사용하였다.
유한요소모델링에서 펀치와 다이 및 블랭크홀

더는 성형중 변형이 없다고 가정하여 강체로 구

성하였고 블랭크는 쉘요소(shell element)로 하였

다. 블랭크 요소의 크기는 성형해석시간을 고려

하여 0.5mm로 하였으며 적응세분화요소(adaptive 
mesh)를 적용하여 요소와 요소사이의 각도가 5도
를 초가하면 최대 4회까지 분할되도록 하였다.

3. 실험장치 및 방법

3.1 실험장치 및 조건

본 연구에 사용한 실험장치는 프레스(side 
frame type, PHD-250, 복동, 250ton, 120ton, 동성

개발(주))에 펀치, 다이, 블랭크홀더, 로드셀 등을 

설치하여 구성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판재의 재질은 알루미늄합금 

Al1050과 Al5052이고 두께는 1.2mm이다. Fig. 1은 

실험에 사용한 금형의 형상과 치수를 나타낸 것

으로 한 변의 길이가 105mm인 정사각 단면이고, 

105

105R15

340

60
R12

105

105R15

340

60
R12

Fig. 1 Shape of die

Fig. 2 Shape of corner cut blank

다이의 모서리 반경은 15mm이며 형상계수(shape 
factor, SF=모서리반경/한 변의 길이)는 0.14이다. 
펀치와 다이 사이의 틈새는 판재 두께에 20%를 

주었으며 펀치와 다이의 어깨반경은 각각 10mm
와 12mm이다. 시험편에는 성형이 용이하게 되도

록 유체 윤활제를 사용하였다.

3.2 실험방법

시험편의 형상은 정사각형 판재의 모서리를 코

너컷한 팔각형이고, 성형된 용기의 표면적과 팔

각형 소재의 표면적이 거의 같도록 정사각형 블

랭크의 모서리를 코너컷하였다. 모서리부분을 코

너컷한 이유는 사각컵의 성형성을 향상하기 위해 

예비 실험을 통하여 최대 성형깊이가 40mm 이상 

성형이 가능하도록 코너컷을 실시하였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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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50 Sheet

A5052 Sheet

A1050 Sheet

A5052 Sheet

Fig. 3 Wrinkles of flange in FE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depth 40mm)

는 예비 실험을 통해 사각블랭크에서 코너컷한 

블랭크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용기의 성형 초

기에 발생한 플랜지부의 주름을 직변부와 곡변부

로 나누어서 전자 마이크로메타로 측정한 후, 계
속 성형하여 초기에 주름이 발생했던 플랜지부분

이 용기 벽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였다. 
블랭크홀딩력은 Gotoh의 식에서의 산출한 값을 

근거로 15.1, 19.2, 22.0, 38.4kN을 성형깊이는 35, 
40mm에 대해서 각각 실험을 수행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Fig. 3은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최종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주름발생의 위치 및 모양, 
그리고 경향이 유사하게 나옴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성형해석에서 사용된 두께분포와 변형형상

을 통한 주름예측 방법이 알루미늄 합금판재에서

도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

형해석을 이용한 주름의 예측은 주름의 발생초기

의 경향은 유사하게 나온다고 알려져 있다.
Fig. 4는 Al1050판재와 Al5052판재의 최종 성형

단계인 성형깊이 40mm에서의 주름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위의 실험결과 블랭크홀딩력이 크면 주

름의 높이가 감소하였으며, 성형용기에서 주름의 

높이는 직변부 보다 코너부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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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wrinkles-height between  FE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depth 
40mm)

또한 두 종류의 판재에 대한 성형해석결과도 실

험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Al1050 판재의 성형

에서 블랭크홀딩력이 15.1kN에서 나타나는 실험

과 성행해석의 오차는 실험에서 낮은 블랭크홀딩

력으로 성형을 하면, 성형 후 플랜지부에서의 프

로파일이 큰 파도 모양의 휨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측정 오차라고 판단된다.
또한 실험과 성형해석 결과, 최대오차는 성형

해석이 실험보다 약 15% 정도 낮게 나왔으며 최

대 오차를 보인 부분은 두 판재 모두 주름의 높

이가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BHF : 19~22kN)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름의 높이가 급

격하게 변하는 구간에서 판재의 요소 크기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  림․정 동 원280

0

30

60

90

120

150

0 10 20 30 40

BHF(kN)

H
e
ig

h
t 
o
f 

w
ri
n
kl

e
(μ

m
) 

Al10-35-St-EXP

Al10-35-St-Sim

Al10-40-St-EXP

Al10-40-St-Sim

(a) Al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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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l5052
Fig. 5 Comparison of wrinkles-height with respect 

to the drawing depth(35mm, 40mm)

Fig. 5는 성형깊이가 35mm와 40mm일때 직변

부에서의 주름높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Al 1050
과 Al 5052 두 종류의 판재에서 성형깊이가 깊어

짐에 따라 주름의 개수는 동일하나, 주름의 높이

는 모두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성형

깊이가 깊어지면 판재의 유입으로 인해 플랜지부

에 압축응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

다.
Fig. 6은 성형깊이가 40mm인 사각용기의 직변

부에서 Al 1050판재와 Al 5052판재의 주름높이를 

비교한 것으로 동일한 조건인 경우 Al 5052가 Al 
1050보다 주름의 높이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

었으며, 또한 블랭크홀딩력이 증가하면 두 판재 

모두 주름의 높이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주름의 감소 경향을 살펴보면 Al 1050판재는 

비교적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Al 5052판재에서는 블랭크홀딩력의 증가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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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wrinkles-height between Al1050 
and Al5052

주름의 높이 감소비가 적게 나타난다. 이는 Al 
5052판재의 강도가 Al1050판재 보다 강하고 가공

경화지수 n이 크기 때문에 동일한 블랭크 홀딩력

에서 주름 발생이 크게 나타나고 또한 발생한 주

름을 제거하기 위해 큰 힘이 작용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재료의 강도와 가공경화지수가 크면 

주름을 억제하는데 소모되는 블랭크홀딩력도 높

아야 하며, 또한 성형시 주름의 소거도 쉽게 되

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각용기의 성형시 주름의 높이 측면에서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Al합금 판재에서는 주름의 

높이를 크게 감소시키는 임계의 블랭크홀딩력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은 Al합금의 사각컵 성형시 발생하는 

주름의 높이 및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실

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형해석을 수행한 결과와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동일 조건에서는 Al5052판재가 Al1050판재

보다 주름의 높이가 높게 나타났다.
(2) 성형된 사각용기에서 주름의 개수 및 주름 

높이는 직변부보다 코너부에서 높게 나타났다.
(3) Al합금의 용기 성형시 주름의 높이를 크게 

감소시키는 임계의 블랭크홀딩력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4) 주름의 발생 경향과 높이는 실험과 성형해

석이 유사하게 나옴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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