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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시스템을 이용한 파이프 직경 감소용 머신 개발
The machine development for reducing the diameter of the pipe by using 

hydraul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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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파이프의 측방 성형을 위한 기술로는 벌징

(bulging), 하이드로포밍(hydroforming) 등의 기술

이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기존의 하이드로포밍이

나 벌징 공정과 같은 경우 고가의 장비와 많은 

성형 비용이 들어 제품 단가를 상승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의 직경방

향으로 특정 형상을 가지는 제품에 대하여 용이하

게 성형할 수 있는 프레스 가공 공법의 적용 및 

장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T. Ohashi 등1)은 저융점 소재를 파이프 내부에 

충진하여 알루미늄 등과 같은 비철 파이프의 측방 

압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N. Akkus 등2)은 Ti alloy 
파이프에 대하여 초소성 벌징의 유한요소해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변형률 속도가 파이프 두께

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S. J. Yuan 등3)은 파이프 엘보우 제품의 하이드

로 포밍 성형 공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직경에 적용할 수 있는  

유압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파이프 변형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자 한다.

2. 파이프 변형에 필요한 힘

다양한 직경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파이프 

변형에 필요한 힘을 성형해석 시뮬레이션 

이용하여 구하고 이를 유압시스템에 적용하였다. 
파이프 변형에 드는 힘을 구하기 위하여 Forge를 

이용하여 냉간단조 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수행에 원만함을 위하여 1/4모델을 

이용하였으며 변형할 파이프의 재료는 강관을 

사용하였다. 직경은 Ø8에서 Ø30까지 6가지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최대 48ton의 

힘이 필요하며 이를 유압시스템에 적용하였다. 

Fig. 1 The force of pipe deformation(Ø8)

3. 유압시스템 구조 및 지그 설계

유압시스템은 두 개의 실린더가 결합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외부 실린더는 변형지그인 Die jig와 

결합되어 파이프를 변형시킨다. 그리고 내부 실린

더는 Pin jig와 결합되어 파이프 변형 시 생길 수 

있는 파이프 내부변형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Fig. 2는 파이프 변형을 위한 유압시스템 구조

를 나타내고 있다. 외부 실린더는 최대 50ton의 

압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내부압력은 700bar를 견

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제작하였다. 

Fig. 2 Structure of the hydraulic system for pipe 
deformation

파이프 변형에 필요한 지그는 파이프 외부를 

변형하는 Die jig와 파이프 내부 변형을 방지하는 

Pin jig로 구성되어 있다.
Die jig는 외부 실린더와 결합되어 파이프 변형에 

사용된다. 기본적으로 4개의 조각으로 항상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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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외부에서 힘을 받으면 원의 중심축으로 

모여 파이프를 변형한다. Pin jig는 내부 실린더와 

결합된다. 파이프 변형 시 내부의 파이프가 변형된 

후 탈착이 용이하도록 테이퍼로 설계하였다. 이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 Design of Die jig and Pin jig

4. 파이프 변형 결과

파이프 직경감소용 머신은 유압으로 작동하며 

파이프를 중심에 고정할 수 있는 보조 장치를 결합

하여 파이프를 변형시켰다. 이를 Fig. 4에 나타내었

다. Fig. 5는 직경 Ø30 SUS와 Carbon 파이프의 직경

감소 후 변형된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그가 결합

되는 부위에 좌굴이 발생하였으며, 변형 시 발생하

는 좌굴의 감소를 위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후처리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일정한 직경을 유지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진다. 

Fig. 4 Test of pipe deformation

    

   a) sus pipe            b)carbon pipe
Fig. 5 Reduced diameter of pipes(Ø30)

5. 결론

파이프 직경 감소용 머신 개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성형 해석 소프트웨어인 Forge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파이프 변형에 필요한 힘을 

획득하여 설계에 적용할 수 있었다. 
2. 지그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직경의 파이프를 

적용할 수 있는 유압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최대 직경감소비는 기준직경의 18%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다.  
 

후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지역혁신센터

사업(RIC)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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