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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ipe bending process using high frequency local induction heating is an advanced technique to bend pipes with a 

small bending radius and a large diameter. Even though the pipe bending process is a quite widespread engineering 
practice, it depends heavily upon trial and error method by field engineers with several years of experience.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grated methodology for optimum design of the pipe bending process. During hot pipe bending 
using induction heating, outward wall thickness of a pipe is thinned due to tensile stress and the reduction of wall 
thickness is not allowed to exceed 12.5%. Taguchi method and dynamic reverse moment is proposed to maintain a 
reduction ratio of thickness within 12.5%, when D/t ratio is high. An application of the proposed approach was compared 
with those of the finite element analysis and has good in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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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D  = outer diameter of pipe(mm) 

bM  = bending moment (KN∙m) 

cM  = reverse moment (KN∙m) 
R   = bending radius (mm) 
r  = radius of pipe(mm) 

mr  = average radius of pipe(mm) 
t  = thickness of pipe (mm) 

0t  = initial thickness of pipe (mm) 
β  = angle of neutral axis ( o ) 

RΔ = distance between neutral axis and x-axis 
=ρ radius of curvature 

 

1. 서론 
 
고주파 유도가열을 이용한 열간 파이프 벤딩 

공정은 금형 제작없이 작은 벤딩 곡률을 가지는 
벤드 및 대형관의 벤드 제작에 널리 사용되며 현
재 발전설비, 조선, 플랜트 등의 산업분야에서 널
리 적용되고 있다[1~3]. 특히 기존의 용접이나 금
형을 통한 파이프 벤드제품의 생산에 비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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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향상과 단가 감소, 양호한 기계적 성질등의 
장점이 있다[4~5]. 그러나 파이프 벤딩공정은 열
간 벤딩공정과 고주파 유도가열을 이용한 가열

공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매우 어려운 공법이

다. 
일반적으로 고주파 유도가열의 파이프 벤딩공

정 중에 벤딩 외측은 인장응력으로 인해 두께가 
감소하고 내측은 압축응력에 의해 두께가 증가

하는 경향을 가진다. 파이프 벤드 제품이 주로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지는 유체의 수송에 사용

되어짐을 감안할 때 공학적 설계요건에 따라 파
이프 외측의 최대 두께 감소율을 12.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6]. W. Zutang[6]등은 작은 곡률을 
가지는 파이프 벤딩의 반력모멘트를 구하는 식

을 유도하였다. Z. Hu[7~8]등은 컴퓨터 시뮬레이

션을 이용하여 벤딩각에 대한 두께감소율, 벤딩

력, 반력모멘트, 스프링백의 각도를 구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Kim[9]등은 반력모멘트 및 온
도구배가 두께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실제 공정에 적용시켰다. 

작은곡률(1.5DR이하)을 가지며 직경대 두께비

(D/t)가 비교적 큰 파이프의 경우 전 구간에서 
12.5%이내의 두께감소율을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한 특정 구간에서 형상결함(Ovality)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

여 실험계획법(DOE method)을 이용하여 파이프 벤
딩 공정시의 설계인자들이 목적함수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두께감소율이 최소가 
되는 파이프 벤딩 공정설계를 수행한 후에 두께

감소율 12.5%를 초과하는 영역에서는 동적 반력

모멘트를 적용시켰다. 
 

2. 열간 파이프 벤딩의 이론해석 

 
고주파 유도가열을 이용한 열간 파이프 벤딩 

공정은 크게 고주파 유도가열 장치, 파이프 이송

장치, 클램프 장치로 구성된다. Fig. 1은 파이프 
벤딩 공정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파이프 한쪽 끝 
부분은 회전하는 굽힘 아암에 구속되어 있고, 반
대쪽에서 파이프 이송장치에 의해 파이프에 벤

딩력을 가하면 고주파 유도가열에 의해 국부 가
열된 영역에 벤딩 모멘트가 발생하여 파이프가 
벤딩 되면 냉각수로 스프레이 냉각(spray cooling)
시킨다.  

 
Fig. 1 Schematic of the hot pipe bending process 

using induction heating 
 

2.1 두께 감소율 

열간 파이프 벤딩의 이론해석을 위하여 파이프

의 소재는 강완전 소성체(Rigid plastic)이며, 비압

축성 조건으로 가정하였다. 굽힘 동안 파이프 단
면의 평균 직경은 굽힘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두께감소율 계산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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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반력 모멘트[5] 

Fig. 2는 반력모멘트 부가에 따른 중립축의 위치

를 나타낸다. 그림에서처럼 반력모멘트를 부가함

에 따라 중립축의 위치가 벤딩 외측으로 이동한

다. 이는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영역을 줄임으로 
두께 감소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파이프 벤딩 공정도에서 반력모멘트 cM 가 작용

할 때 설계조건을 만족하는 반력모멘트는 식(2)에 
의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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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osition of neutral axis according to reverse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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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obust design steps for pipe bending based on 

finite element method 
 

3. 열간 파이프 벤딩의 유한요소해석 

 
열간 파이프 벤딩 공정시, 설계인자가 두께감소

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계획법

(Design of experiments)을 이용하였다. Fig. 3은 유한

요소법에 기초한 파이프 벤딩 강건설계의 절차를 
보여준다[10]. 

 

3.1 모델링 및 경계조건 

물성데이터의 확보를 위하여 고온 인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험에 사용된 소재는 A106 Gr. B이
다. 시험온도는 900℃, 950℃, 1000℃, 1050℃의 4가
지 경우와 각 온도에 대하여 0.00625 1−s , 0.02 1−s , 
0.034 1−s , 0.048 1−s , 0.0625 1−s  5가지 변형률 속도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4는 시편 및 MTS 장비에 부착된 시험장비

와 각각의 시험온도에서의 변형률 속도에 따른 
변형률과 응력의 관계를 보여준다. 

Fig. 5는 현장에 사용중인 파이프로서 곡률반경 
대 직경의 비( D/ρ )는 동일하지만 D/t비가 다른 
각각의 파이프를 나타내었다. 
파이프 벤딩 공정의 유한요소해석을 위해 강소

성 유한요소 해석툴인 Deform 3D를 이용하였다. 
파이프는 원주방향에 대해서 대칭이므로 해석시

간을 단축하기 위해 1/2단면만 모델링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변
형부(국부가열 영역)에 유한요소 격자를 세분화하

였다. 메쉬의 수는 컴퓨터 해석 수행 시간과 변형

량을 고려하여 약 10,000개로 하였다. Fig. 6은 유
한요소 해석 모델을 보여주며 소재는 강소성체, 
금형은 강체로 가정하였다. 소재-금형간의 마찰조 

 
(a) Drawing of tensile specimen 

 

  
(b) MTS          (c) Strain and stress curve 

Fig. 4 Stress and strain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strai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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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ipe modelings according to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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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deling for the pipe bending 

 
건으로 펀치-파이프 사이의 전단마찰은 고착상태

로 가정하고, 그 이외 가이드링-파이프, 피봇-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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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oundary conditions of the pipe ben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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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ariation of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heating 

time for each node 
 

프는 마찰이 없는 조건으로 하였으며 이를 Fig. 7
에 나타내었다. 
고주파유도 가열장치에 의한 국부 가열효과를

위해 파이프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요소 절
점에 입력시켰으며 온도영역은 유도가열 영역에

서의 열전도효과에 의한 가열 영역과 변형영역인 
국부 유도가열 영역, 그리고 냉각영역으로 구분하

였으며 이를 Fig. 8에 나타내었다. 
D/t비에 따른 두께감소율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

해 세가지 유형의 파이프에 Table 1과 같은 동일한 
공정조건을 적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9는 각 파이프의 벤딩각도에 따른 두께감소율

의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 Case 1의 경우 두께감소

율의 최대값(A영역)과 최소값(B영역)의 차이는 
3.2%로 Case 2, 3의 1.9%, 1.4% 보다 크다. 두께감

소율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커서 벤딩각도

에 따라 두께감소율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동적

반력모멘트를 적용시키지 않고는 12.5%를 만족시

키기가 매우 어렵다.  
두께감소율 차이가 가장 큰 case 1(D/t비 최대)의 

경우에는 Table 2의 한계반력모멘트가 상대적으로 
작아 벤딩각도 영역에서 일정하게 요구되는 두께

감소율을 얻기가 힘들다. 이에 반해 D/t비가 작은 
case 3의 경우 case 1, 2보다 큰 반력모멘트의 부가

가 가능하여 벤딩각도 영역에서 일정한 두께 감
소율을 얻을 수 있다. 이에 한계 반력모멘트의 크 

Table 1 Process variables for FE analysis 
 

 R.M 
(KN∙m)

T.G 
(℃) 

H.T 
(℃) 

F.V 
(mm/min) 

H.W 
(mm) 

Case 1~3 0 0 950 60 10 

R.M : Reverse moment(KN∙m) 
T.G : Temperature gradient(℃) 
H.T : Heating temperature(℃) 
F.V : Feeding velocity(mm/min) 
H.W : Heating width(mm) 

 

 
Fig. 9 Variation of thickness reduction according to 

D/t in case of the outer diameter(168.3mm) 
 

Table 2 Feeding moment and limit reverse moment 
according to FEM 

 
D/t

Moment 
23.7  

(t:7.1mm) 
18.1 

(t:9.3mm) 
15.3 

(t:11.0mm) 

Feeding moment 23.22KN∙m 31.30KN∙m 36.93KN∙m 

Limit reverse 
moment 13.93KN∙m 18.78KN∙m 22.16KN∙m 

Limit reverse moment : 60% of feeding moment 
 

기가 작고 두께감소율의 차이가 커서 벤딩각도 
영역에서 일정한 두께를 얻기 힘든 경우인 case 
1(D=168.3mm, t=7.11mm)에 대하여 유한요소 해석

을 수행하였다. 
 
3.2 강건설계 

3.2.1 설계인자 및 수준 결정 

열간 파이프 공정의 강건설계를 위한 수학적 
모델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열간 파이프 벤딩 공
정설계를 수행하기 위해 목적함수는 파이프 외측 
두께 감소율 12.5%이내로 설정하였다. 두께 감소

율을 결정짓는 설계인자는 가열온도, 온도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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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uchi method for 1.5D pipe bending process

◈ Design Intention : The thinning of pipe wall is not allowed to exceed 12.5%

◈ Performance characteristic : Pipe thickness reduction ratio, Smaller is better

◈ Design Target : Signal-to-Noise Ratio, Smaller is better

◈ Control Factors :
▪ Reverse Moment ▪ Temperature Gradient

▪ Heating Temperature ▪ Feeding Velocity               ▪ Heating Width

t0 t

Heating Width
(mm)

 
Fig.10 Mathematic model for robust design of the hot 

pipe bending 
 

Table 3 Initial design of 1.5DR pipe bending 
Design 

parameter 
R.M 

(KN∙m) 
T.G 
(℃) 

H.T 
(℃) 

F.V 
(mm/min)

H.W 
(mm) 

Value 6.81 40 950 50 10 

 
Table 4 Control factor levels 

Factor
Level 

R.M 
(KN∙m) 

T.G 
(℃) 

H.T 
(℃) 

F.V 
(mm/min)

H.W 
(mm) 

1 4.54 20 920 40 8 

2 6.81 40 940 50 10 

3 9.08 60 960 60 12 

4 11.36 80 980 70 14 

 
반력모멘트, 이송속도, 가열폭이다.  
반력모멘트의 부가량은 앞서 유도된 이론 해석

을 근거로 적용하였으며, 열간 파이프 벤딩을 위
한 초기 설계인자의 값은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

로 선정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3.2.2 직교 배열표 

인자들의 수준은 Table 2의 초기값을 기준으로 
각각 4수준씩 설정하였고 이를 Table 4에 나타내었

다. 5인자 4수준 실험이므로 L16 직교 배열표를 
적용하였으며 인자를 배치할 때 교호작용은 없다

고 가정하여 실험순서에 따른 각각의 실험조건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 Experiment arrangement(inner table )4( 5
16L ) 

 
Factor
NO.

R.M 
(KN∙m)

T.G 
(℃) 

H.T 
(℃) 

F.V 
(mm/min) 

H.W 
(mm) 

1 4.54 20 920 40 8 

2 4.54 40 940 50 10 

3 4.54 60 960 60 12 

4 4.54 80 980 70 14 

5 6.81 20 940 60 14 

6 6.81 40 920 70 12 

7 6.81 60 980 40 10 

8 6.81 80 960 50 8 

9 9.08 20 960 70 10 

10 9.08 40 980 60 8 

11 9.08 60 920 50 14 

12 9.08 80 940 40 12 

13 11.36 20 980 50 12 

14 11.36 40 960 40 14 

15 11.36 60 940 70 8 

16 11.36 80 920 60 10 

 

3.2.3 공정설계 

목적함수인 두께감소율은 특성치가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망소특성(Smaller is better)을 사용하며 
식(3)과 같이 유도된다[11]. 
 

)/(log10 2
10 nySNR iΣ−=            (3) 
 

여기서 n은 실험의 반복 횟수이고, y는 특성치

이다. 식(3)에 의해 구해진 SN비를 Table 6에 나타

내었으며 두께감소율이 작을수록 SN비도 커짐을 
알 수 있다. SN비 응답표와 주 효과의 그래프를 
Table 7과 Fig. 11에 각각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반력모멘트(δ =3.01, 
Rank=1), 가열폭(δ =2.78, Rank=2), 가열온도(δ = 
1.33, Rank=3), 온도구배(δ =1.23, Rank= 4), 이송속

도(δ =0.06, Rank=5) 순이다. 반력모멘트를 부가할

수록 중립축의 위치가 피봇을 중심으로 하여 파
이프 외측으로 강제 이동되기 때문에 반력모멘트

의 크기가 클수록 두께감소율이 양호하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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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ignal to noise for robust design 

NO. T.R(%) SNR NO. T.R(%) SNR 

1 26.40 -28.43 9 17.85 -25.03 

2 22.70 -27.12 10 17.99 -25.10 

3 17.90 -25.05 11 14.68 -23.33 

4 14.40 -23.16 12 14.93 -23.48 

5 17.84 -25.02 13 12.72 -22.08 

6 18.57 -25.37 14 11.87 -21.48 

7 17.42 -24.82 15 17.53 -24.87 

8 19.37 -25.74 16 14.57 -23.26 

T.R : Thickness reduction(%) 
SNR : Signal to noise ratio 

 
Table 7 Response table for signal to noise ratios 

Level R.M T.G H.T F.V H.W 

1 -25.94 -25.15 -25.10 -24.56 -26.04 

2 -25.24 -24.77 -25.13 -24.57 -25.06 

3 -24.24 -24.52 -24.33 -24.61 -24.00 

4 -22.93 -23.92 -23.79 -24.61 -23.25 

δ  3.01 1.23 1.33 0.06 2.78 

Rank 1 4 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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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Effects Plot (data means) for SN ratios

Signal-to-noise: Smaller is better  
Fig.11 Main effect plot for SN ratios 

 
다. 하지만 반력모멘트 값이 이송모멘트 값보다 
클 경우 파이프 내측에 주름이 발생하거나 벤딩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송모멘트의 60%로 한계반력모멘트를 설정하였

다. 가열폭은 폭이 넓은 경우 넥킹, 주름 및 진원

도 불량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파이프  

 
Fig.12 Reduction ratio of thickness according to 

bending angles in case D/t is high 
 

 
Fig.13 Pipe shape simulated with the results of design 

of experiment 
 
두께의 2배까지로 제한하였다[5]. 온도구배가 있을 
경우에는 가열영역에서 압축응력을 받는 부분은 
온도가 높고 반대로 인장을 받는 부분에서는 온
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인장측의 변형저항이 압축

측보다 크게 되어 변형이 적게 일어나 두께 감소

율이 작아진다. 
상기의 영향도 분석을 통하여 반력모멘트(11.36 

KN∙m), 온도구배(80℃), 가열온도(980℃), 이송속

도(40mm/min), 가열폭(14mm)의 최적값을 얻었고 
이 값들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Fig. 12
에 나타내었다. 평균 두께 감소율은 11.65%로 직
교배열표상의 16가지 파이프 두께감소율보다 낮

은 값을 얻었으나 일부 구간에서 두께감소율이 
13.1%로 한계 두께감소율 12.5%를 만족시키지 못
함을 알 수 있다. D/t비가 클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고 Fig. 13과 같이 23°~78°의 벤딩각

도에서는 파이프 내경이 줄어들어 파이프의 형상

결함(Ovality)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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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4 Variation of thickness reduction according to 

reverse moment 
 

 
Fig.15 Reverse moment diagram obtained from Fig. 14 

 

 
Fig.16 The FEA results in case of applying the dynamic 

reverse moments 
 

3.3 동적 반력 모멘트의 적용 

실험계획법에서 얻은 설계인자 값을 적용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D/ t비가  큰  파이프인  경우에는 
12.5%이내의 일정한 두께감소율을 만족시키지 못
하였고, 파이프 형상결함(Ovality)도 발생하였다. Fig. 
12의 10°~48°구간은 한계 두께감소율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반력모멘트 값보다 큰 값이 요
구되고, 48°~90°구간은 두께감소율을 만족하였지만 

 
Fig.17 Pipe shape simulated according to dynamic 

reverse moments 
 

Table 8 Experiment condition for the pipe bending 
Parameters Values Parameters Values 

Material A106 Gr.B Heat width(mm) 14mm 

Pipe size 6” S40 Reverse moment Dynamic 
moment 

Out diameter 168.3mm Temperature Gradient 80℃ 

Thickness(mm) 7.1mm Heat temerature 980℃ 

D/T 23.7 Feeding velocity 40mm/min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반력모멘트로 인해 형상결함

(Ovality)이 발생하여 기존 반력모멘트 값보다 작은 
값이 요구된다. Fig. 14는 반력모멘트 크기에 따른 파
이프 두께감소율을 나타낸 것으로 벤딩 각도에 따
라 12.5% 이하를 만족하는 반력모멘트 크기를 결정

하여 Fig. 15와 같은 동적반력모멘트의 그래프를 얻
었다. 이를 유한요소해석에 적용했을 때의 결과 및 
파이프 형상을 Fig. 16과 Fig. 17에 각각 나타내었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결과 및 고찰 

실험계획법과 동적반력모멘트를 적용한 유한요

소 해석의 최적설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파이프 
벤딩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소재, 파
이프 제원 그리고 실험조건을 Table 8에 벤딩기, 
고주파 유도가열 장치를 Fig. 18에 나타내었다. 

Table 6의 결과값을 가지고 현장에서 파이프 벤
딩공정을 수행했을 때 성형된 제품의 형상을 Fig. 
19에 나타내었다. 초음파 두께측정기로 측정한 실
제 성형된 파이프의 각도별 두께와 유한요소해석

에 의한 각도별 두께는 Fig. 20으로부터 전 구간에

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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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8 Apparatus for high frequency induction heating 

and dynamic reverse moment 
 

 
Fig.19 Photograph of the pipe bending product 

 

Test Equiment : Ultrasonic Thickness Gage, S/N : 0706514

Average 
reduction of 
thickness(%)7654321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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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0 The comparison of wall thickness between 

experiment and the FEA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주파 유도가열을 이용하여 
D/ρ =1.5DR, D/t=23.7인 파이프 벤딩 공정의 최적

설계를 위해 다구찌 기법과 동적반력모멘트를 이
용하여 파이프 벤딩 조건을 제시하였다.  

(1) D/ρ =1.5DR 파이프 벤딩에서 다구찌 기법

에 의한 설계인자에 대한 영향도는 반력모멘트

( δ =3.01, Rank=1), 가열폭( δ =2.78, Rank=2), 가열

온도(δ =1.33, Rank=3), 온도구배(δ =1.23, Rank= 4), 
이송속도(δ =0.06, Rank=5) 의 순으로 나타났다. 

(2) D/t가 클수록 벤딩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의 
두께감소율의 차이가 크므로 전구간에서 일정한 
두께감소율을 얻기 위해서는 동적반력모멘트의 
적용이 필요하다 

(3) D/ρ =1.5DR, D=168.3mm, t=7.1mm, D/t = 23.7
인 파이프의 경우 다구찌기법과 동적반력모멘트

(10.59KN∙m ~12.72KN∙m)를 적용시킨 결과 파이프 
전 구간에서 두께감소율 12.5%를 만족시켰고 파
이프의 형상결함(Ovality)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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