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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가열을 이용한 강 성형공정에서 유도코일 형상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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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cause of high intensity and easy controllability of the heat source, high frequency induction heating 
has been concerned and studied for the steel forming process in the ship building industry. However, the 
heating and forming characteristics have to be further properly modelled and analyzed for the process to 
be utilized with its optimal working parameters.
  In this study, a modelling with thermo-elasto-plastic analysis is performed using the FEM to study heat 
flow and deformation of the steel plate during the forming process with the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The numerical model is then used to study the effect of the inductor shape on the magnitude of 
angular deformation of the plate during the forming process. It is revealed that the square shape of 
inductor induces the largest deformation among the rectangular inductors.

Key Words : Steel forming, Electro-magnetic induction, Inductor shape, Heat-flow analysis, Angular deformation, 
FEM analysis

1. 서    론

  선박의 곡블록 제작에서는 일반 으로 가스 임을 

사용하여 강 을 가열하고 곡률을 생성하게 된다. 

임 곡가공 공정은 입열의 세기가 낮고 균질한 열원을 

얻기 어려워 강 의 곡률을 정 하게 확보할 수 없어, 

생산성이 낮고 품질정도는 숙련된 작업자에 크게 의존

하게 된다. 이에 처하고자 고주  유도가열을 이용해 

강 을 성형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 으로 수행되고 

있다. 유도가열은 기 으로 열원을 얻게 되어 기존의 

가스 임보다 열원의 세기가 일정하고 열원의 제어가 

상 으로 용이하다. 그럼에도 유도가열의 열원에 한 

모델링 연구와 가열특성에 한 이론 해석이 부족한 실

정이어서 아직 범 한 용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가

열온도에 따라 재료의 자기  특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유도가열에 한 공정해석이 용이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유도가열공정을 강 의 곡가공에 용하기 

해서는, 우선 공정의 모델링을 통해, 열원의 해석과 

이에 의한 강 의 열유동 그리고 열변형 등에 한 연

구가 필요하고, 나아가 정확한 곡률을 생성하는 최 의 

공정변수를 설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유도가열 공정을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로, 2차원  3차원 모델에 한 

온도분포해석이 수행된 사례가 있고1,2) 간이화된 수치해

법으로 3차원 열변형해석 등이 수행되었다3,4).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강  가열공정을 정확하게 상사

한 모델이 아니었고,  온도변화에 한 재료  자기

 특성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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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olution domain for FEM analysis of induction 

heating

도 코일의 이동을 고려한 해석 등 강 유도가열공정을 

모델링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 다. 한편, 최근에는 이

와 같은 유도가열공정의 특성을 고려하고, 유도가열공정

에 한 열원해석과 온도분포해석을 수행하고 있고
5)
, 

변형량 측을 한 3차원 열변형해석
6)
 등이 수행되어 

유도가열공정의 특성 해석에 큰 진 이 있었다. 그러나 

코일의 형상 등 가열시스템 라미터에 따른 가열효과

의 계는 여 히 정립이 되지 않아, 열원의 균질성이나 

제어의 용이함 등의 이 을 제 로 활용하지 못하는 강

 성형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 의 유도가열에 한 가열, 열유동 

 변형해석 모델을 구축하고, 코일형상변화에 따른 강

의 온도분포와 각변형 크기를 연구하여, 최 의 가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코일의 형상을 설정하고자 하 다. 

강 내의 열유동과 변형해석은 상용유한요소해석 로그

램을 활용하 고, 강 으로의 입열과정, 즉 코일에 의한 

발열과정은, 유도가열공정을 정상상태로 가정한 별도

의 열유동해석 로그램을 작성하여 규명하 다.

2. 고주  유도가열에 의한 성형공정의 해석

2.1 발열과정 해석

  강  에 치한 유도코일에서 발생하는 자속은 무

한개의 동심코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강

에 쇄교를 하게 된다. 이때 자속은 유도코일에 흐르는 

고주 의 교류 류에 의해 발생되는 바, 지속 으로 방

향과 크기가 변화된다. 그러면 강 상의 각 코일에는 그 

내부로 쇄교하는 자속의 시간당 변화율에 해당하는 만

큼의 기 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폐회로인 코일에 

류(와 류)가 생성되어, 류가 흐르는 항체 강 에

는 항열이 발생한다. 따라서 반경변화에 따르는 각 코

일 치에 따라 발생열이 변화되고, 결국 유도코일 윤곽

에 해당하는 크기의 반경 치(유도코일 윤곽이 투 된 

형상)에서는 유도코일에서 쇄교하는 체 자속의 시간

변화율에 의하여 류가 결정되고, 회로의 경로도 길어 

져, 결국 열이 가장 크게 발생되는 치가 된다. 이와 

같은 발생열을 이용하는 공정을 고주 유도가열이라 하

고, 이를 이용하여 강 에 특정한 변형을 유도하는 공정

을 강 성형공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도코일과 강  사이에 발생하는 이

러한 자기  특성을 수치  해석 방법으로써 규명하

여 강 에서 발생되는 열량을 산출하고자 하 다. 강

이 퀴리  이상으로 가열되면 자성을 상실하는 등 온도

에 따라 강 의 투자율이 변화하므로, 온도분포와 동시

에 자기장 해석이 수행되어야 정확한 열원의 분포를 해

석할 수 있다. 자기장 해석에서는 정상상태의 열

달해석으로써 온도분포를 우선 계산하고 동시에 자기장

해석을 수행하여, 강 에 유도되는 와 류와 이로 인한 

발열량을 산출하 다. 고주 유도가열의 자기장 모델

은 맥스웰의 방정식에서 유도된 와 류방정식으로 표

할 수 있고
5)
, 이는 수치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해를 도

출할 수 있다.

  와 류방정식을 유한요소해석을 해 정식화하고 

로그램화하여 류를 산출하 고,  이를 이용하여 강

재 표면에 발생하는 열을 계산하 다. 자기장해석에서 

투자율 등 재료의 물성치는 온도에 따라 변화하게 되어, 

와 류의 크기와 발열량을 산출하기 해서는 강재의 

온도변화가 동시에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연구에

서는, 이와 같은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기 해서 먼  

강재의 기 온도상태에서 자기장해석을 수행하여 발

열량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강재 내의 열유동 해석을 

수행하여 강재의 온도분포를 계산하 다. 산출된 온도분

포 상태에서 즉 온도변화에 따른 재료물성 변화를 고려

하여 재차 자기장해석을 수행하되, 온도분포가 수렴상

태에 도달할 때까지 이를 반복하여 계산하 다.

  자기장과 열유동 해석은 Fig. 1과 같이 강 , 코일, 

공기층으로 구성된 3차원 해석모델을 활용하되, 유도코

일 좌우의 칭성을 고려하여 유도코일을 심으로 한 

쪽 역만을 해석 상으로 설정하 다. 강 성형공정의 

특성상, 유도코일은 강  를 이동하게 된다. 본 연구

에서는 유도코일의 이동속도가 강 내의 열 도속도보

다 충분히 크다고 가정하여, 유도코일 진행방향으로 

정상상태를 가정하여 열유동 상을 모델링하 으며
7)
, 

이를 유한요소방정식으로 정식화하고, FORTRAN 로

그램을 작성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에서는 유도코

일이 류 3750A, 이송속도 15mm/sec로 용되는 경우

를 상으로 하여, 강  각  치에서의 발열량을 

산출하 다. 이 때 산출된 발열량을 강 의 유도가열공

정을 한 열유동  변형 모델의 유한요소해석과정에



양  수․배 강 열․신 희 윤 

378                                                        Journal of KWJS, Vol. 26, No. 4, August, 2008

68

Fig. 2  Mesh for FEM thermo-mechanical analysis

Fig. 3 Plane view of induction coil system

서 입열량으로 활용하 다. 입열량은 코일의 치에 상

인 거리에 따른 크기로 장하 다.

2.2 강  열유동  열변형 해석

  본 연구에서는 입열량이 주어진 상태에서 열유동과 

열변형 해석을 하기 하여 상용유한요소해석 소 트웨

어인 ABAQUS를 활용하 다. 강  유도가열공정의 유

한요소해석을 하기 하여 Fig. 2와 같은 해석 역과 유

한요소모델을 사용하 고, 해석 역의 크기는 길이 

1000mm, 폭 500mm, 두께 20mm이고, 재질은 AH32  

TMCP 강재를 상으로 하 다. 유도가열 과정에서 강

에 발생하는 변형을 해석하기 해서는 먼  강 에

서의 열유동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열유동 모델은 칭성을 고려하여 반폭을 해석 상

으로 하 고, 칭면에서는 단열조건, 나머지 면에서는 

류조건을 용하 다. 열변형 모델도 동일한 형태이

나, 해석에서의 경계조건으로 칭면에서는 좌우 변 구

속, 강  시작부와 종단부에서는 폭의 1/4지 에서 단순

지지로 상하방향의 변 를 구속하 다. 열유동해석에서

는 시간 경과에 따른 입열량을 장된 자기장 해석결

과에서 활용하 다. 열유동과 열변형은 서로 연성되어 

있어, 이를 고려하기 하여, 해석에서는 열유동 해석으

로 온도분포를 먼  계산하되, 각 해석시간 단계에서의 

열변형은 그 단계에 계산되어 장된 온도분포를 활용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2.3 유도코일의 형상 변화에 따른 해석

  유도코일의 형상이 변화되면 강 에서의 발열량이 변

화됨을 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 의 가열효과

를 얻을 수 있는 코일의 형상을 설정하고자 코일형상변

화에 따른 강  내의 열유동과 열변형을 해석하고자 하

다. 즉 코일의 형상이 변화한 경우에 하여, 자기

장 해석으로써 강 에 유입되는 입열량의 변화를 계산

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경우에 한 열유동 해석과 열

변형 해석을 수행하 다. 다만 코일과 코어의 제작 문제 

등을 고려하여 코일의 형상은 4각의 형태에 한정하 다.

  이에 앞서 Fig. 3과 같은 코일모델을 활용하여 코일의 

형상에 따른 자속 도와 자속의 크기를 단순한 이론식

으로 계산하고, 이를 수치해석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연

계하고자 하 다. 간격이 각각 W와 L인 도선에 반  

방향으로 같은 류 가 흐르는 경우, 와 인 에서

의 자속 도 B는 아래와 같이 각 도선으로부터 발생되

는 방향이 동일함으로 크기를 첩하여 나타낼 수 있다
8). 여기서 L은 코일의 길이, W는 코일의 폭, μ는 코어

의 투자율을 나타낸다.

    






 




      (1)

  코일을 쇄교하는 자속의 크기는 자속 도를 아래 방

정식 (2)와 같이 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코일의 두께를 나타낸다.

   


 




 



 

    

     

       (2)  

  본 연구에서는 코일의 형상 변화를 사각형에 한정하고, 

 코일의 항을 최소로 유지하고 설정된 류를 얻기 

하여, 폭과 길이의 합은 120mm로 지정하 다. 열유동 

 열변형 해석에서 코일의 이동속도는 15mm/sec, 

류는 3750A로 일정하게 설정하고, 사각형 코일의 폭과 

길이를 Table 1과 같이 5가지 경우로 변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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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Width W, mm Length L, mm W/L

1 40 80 0.5

2 48 72 0.67

3 60 60 1

4 72 48 1.5

5 80 40 2

Table 1 Variation of width-to-length ratio in shape of 

induction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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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agnetic flux density flowing through core in 

various shapes of induction coil, (a) W/L=2, (b) 

W/L=1, (c) W/L=0.5 

3. 결과  고찰

  Fig. 4는 방정식(1)로 단순히 측한 자속 도 분포  

형태로 μi/2π에 한 단 크기의 자속 도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코일 주 에서는 높은 자속 도를, 코어 

앙으로 갈수록 낮은 자속 도를 보이고 있다. 코일 주  

에서도 모서리 부분이 더 높고, 각 변의 심부 에서

는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W/L에 따라 폭 가장자리

에서 자속 도가 변화되어, W/L이 0.5, 1, 2로 커질 때, 

L/2의 치에서, 폭 가장자리 자속 도는 각각 0.205, 

0.21, 0.24로 증가되어 나타나고 있다.   

  Fig. 5에서는 방정식(2)로 측한 코일 내부로 쇄교하

는 μi/2π에 한 단 자속의 크기를 보이며, W/L의 비

가 증가하면 자속이 증가하나, 비가 1보다 증가하면 자

속의 크기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속이 분포하는 면 이 어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W/L이 증가할수록 폭방향 가열폭은 크나, 자

속의 크기가 작아진다. 결국 시간에 따른 자속변화율이 

낮아, 와 류의 크기가 낮아지고 이로 인하여 표면가열

효과가 감소하게 될 것이 상된다.

  Fig. 6에서는 강  길이의 1/2 정도 가열한 상태에 강

의 표면에 나타나는 온도분포를 보이고 있다. 가열 폭

의 정 앙(X=0)에 나타나는 온도분포로, 유도코일  

후에 온도피크가 나타나고, 이는 Fig. 4에서 보인 바와 

같이  후방 코일 근방의 각각 높은 자속 도로 인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Fig. 4에서  후 코일 부분

과 코어 심에서는 30% 이상의 자속 도차가 있었음

에도, 두 부분의 온도차는, 가열도 의 열 도로 인하여, 

크게 어든 결과를 나타낸다. W/L의 비가 다른 유도

코일에 의하여 가열되면 서로 다른 피크형태가 나타남

을 보이고 있다. W/L의 비가 증가할수록 후 피크간

의 간격이 어들고 후 피크의 크기가 증가되어 후 

피크차이가 어들고 있다. 이는 후 코일부의 간격(L)

이 커질수록 코일 후반부 주 는 가열효과가 감소되고, 

간격이 어들수록 표면부의 온도상승효과(가열부 모재

의 기 온도 낮음)로 인해 투자율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로 단된다. 즉 모재의 가열은 입열 후에 

진 으로 이루어져 온도가 상승되나 이보다 이동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모재는 퀴리온도 이하에서 입열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투자율의 감소 없이 유도가열이 가능함

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L의 크기가 커질수록 체 

온도의 가열은 감소하고 있어, 열집 력은 높으나 체 

입열은 낮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W/L의 비가 작은 경우, 유도코일의 후반부에서는 

반부의 사  가열효과가 충분하여 퀴리온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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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시 이 되기 때문에 투자율이 낮게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표면의 가열효과가 감소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W/L의 비가 증가하면 유도코일의 

후반부의 가열이 동시에 나타나, 사  가열 효과로 인한 

자속의 감쇠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은 Fig. 6의 분포에서 길이 Y=470mm에서 한 

쪽 폭방향(X 방향)으로의 온도분포를 나타낸 그림으로, 

W/L의 크기가 증가하면 가열 폭이 넓어 졌다가 다시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W/L이 1에서 입

열이 가장 크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8은 유도코일의 형상을 변화하여 강 을 가열한 

경우, 열 향부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W/L이 작은 

경우, 강  앙보다 가장자리가 열 향부 깊이가 깊게 

나타나고, W/L이 증가하면 진 으로 앙이 깊게 되

는 상을 보이고 있다. W/L의 크기가 증가하면 열

향부 폭이 증가하고, W/L이 1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는 단순 이론식으로써 W/L의 비가 1인 경우에

서 자속의 변화가 가장 크고,  가장 큰 입열이 발생할 

것을 측한 Fig. 4와 Fig. 5의 결과와 일치된 경향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Fig. 9에서는 유도코일 형상에 따라 열 향부의 폭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W/L의 크기가 증가하면 약 

30mm의 폭을 나타내고, 비가 더 증가하면 폭은 완만하

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W/L의 크기가 증가

하면 코일의 폭이 커져 자속 쇄교 범 가 넓어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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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eflection in Z direction after induction heating 

with coil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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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ngular deformation after induction heating with 

coil shape

열 폭이 커지게 되나, 그럼에도 W/L이 1보다 크게 되

면 쇄교하는 체 자속이 감소하기 때문에 입열량이 

어들고, 결국 열 향부의 폭도 어들게 된다.

  Fig. 10은 열변형 해석의 결과로서 각변형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강 길이의 폭 앙에서 한쪽 폭방향(X 

방향)으로 강 이 변형(Z 방향)된 형상으로, 유도코일의 

형상에 따라 변형의 양상이 달리 나타나고 있고, W/L

의 비가 1일 때 가장 큰 변형이 발생하며, 0.5일 때 가

장 은 크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열유동해석의 결과에

서, W/L의 비에 따라 나타난 열 향부 크기와 같은 양

상을 보이고 있다. 각변형은 가열부분의 소성변형 크기

에 의해 지배되는 바, 가열효과가 가장 큰 W/L=1의 경

우에서 가장 크게 소성변형이 발생하 다고 단할 수 

있다.      

  Fig. 11에서는 Fig. 10에서 나타난 형상을 기울기로 

다시 표 하 다. W/L의 비가 증가할수록 각변형이 증

가하다가 W/L이 1에서 최 가 얻어지고 더 이상에서는 

변형량이 다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열 향부의 

폭을 나타낸 Fig. 9의 경향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즉 

각변형의 크기가 열 향부의 폭에 비례하고 있어, 열

향부 폭을 크게 하는 형태로 유도코일을 설계하여야 각

변형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유도가열을 이용한 강 성형공정에서, 유한요소법으로 

자기장해석을 수행하여 열원을 모델링하고, 강 에 나

타나는 온도분포와 변형의 크기를 계산하는 유한요소 

해석방법과 모델을 정립하 다. 특히 온도에 따른 자기

 특성변화를 고려하여, 퀴리온도 이상의 고온 상태에

서는 가열효과가 격히 둔화되어, 과도한 온도변화와 

변형이 측되지 않도록 하 다. 정립된 모델을 이용하

여 유도코일의 형상에 따른 공정해석을 수행하여 변형

량을 최 로 하는 유도코일의 최 형상을 결정할 수 있

었고, 해석에 의한 최 의 형상은 정사각형의 구조이었

다. 이는 유도코일의 구조에 따라 이동방향 반부와 후

반부의 가열효과가 강 표면의 열로 인하여 달리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유도코일의 간격이 좁을수록 

열 효과를 일 수 있으나 체의 자속이 감소하게 되

고, 간격이 커질수록 열효과로 인하여 후반부 가열 효

과가 둔화되는 상이 나타났다. 유도코일의 형상이 정

사각형인 경우에는 열효과가 다소 있지만, 최 의 자

속변화를 얻을 수 있어, 최 의 가열효과를 얻어 최  

변형을 생성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실험

 연구를 수행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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