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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three sub-processes associated with the assembly of the valve seat and cylinder head; heat fitting, cold fitting, 

and shrink fitting. In the heat fitting stage, the cylinder head is heated to a specified temperature and then squeezed toward 
the outer diameter of the valve seat. The cold fitting process cools the valve seat and safely squeezes it toward the inner 
diameter of cylinder head. However, these methods increased the installations & running cost and curtailed productivity. 
To address these problems, we analyzed the shrink fitting process using the contact pressure caused by fitting interference 
between the outer diameter of the valve seat and the inner diameter of the cylinder head. In this study, a closed form 
equation for predicting the contact pressure and fitting load is proposed. For quality control of the assembly line, principal 
factors of the shrink fitting process influenced in contact pressure were simulated by the FEM. Actual loads measured in 
the field showed good agreement with the results obtained by theoretical and finite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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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엔진의 밸브시트(Valve seat)는 실린더헤
드(Cylinder head)의 연소실에 압입되며, 고속 왕복 
운동하는 밸브와 밀착되어 연소실로부터 가스의 
기밀을 유지하고 밸브헤드의 고온 열을 실린더헤
드 내부를 지나는 냉각수로 전달시켜 방열시키는 
역할을 한다. 알루미늄 헤드를 적용할 경우, 밸브 
왕복에 의한 마찰 및 열마모 부위 내구성 저하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마찰과 열마모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는 내구성이 강한 소결재

의 밸브시트를 사용했다. 
연소실 온도 상승에 의한 헤드 팽창 시 밸브시 
 

 
Fig. 1 Cylinder head and valve 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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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eating of head press fitting 

 
트 이탈 방지를 위해 압입공법을 적용하여 조립을 
한다. 압입에 의한 조립과정 중에 각 단품(Valve 
seat/Cylinder head)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는 Fig. 2와 같이 실린더헤드를 가열팽창 시킨 후 
밸브시트를 압입하는 열간압입 방법과 Fig. 3과 같
이 밸브시트를 냉각하여 공차량을 축소 시킨 후 
압입하는 냉간압입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열
간공법과 냉간공법은 낮은 압입하중과 풍부한 경
험으로 인한 높은 신뢰성 때문에 대부분의 압입
공정에 적용하였으나 냉간과 열간을 위한 설비비
용 증가와 냉각 및 가열시간의 증가에 따른 생산
성 저하로 인하여 상온압입 공법이 요구되고 있
다. 상온압입 공법은 Fig. 4에서와 같이 밸브시트
와 실린더헤드의 압입 시 큰 공차량에 따른 제품
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일을 도포하여 마
찰을 줄인 후 각 단품을 공차량으로 상온에서 강
제 압입하는 것으로 압입 완료 후에는 각 단품이 
탄성변형에 의한 공차량을 복원하려는 힘으로 밸
브시트를 고정시킨다. 

상온압입 공정은 이러한 효율적인 공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수행된 밸브시트에 관한 연구

는 대부분 엔진 설계단계에서의 검증이나 메커니

즘[1~3]에 관한 것으로 단품의 조립 공정의 품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

는 실정이다. 상온압입 공정에서의 압입력을 산출

할 수 있는 계산식이 없어 현장에서는 경험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구입한 압입력 
측정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밸브시트와 실린더헤드의 
압입공정 시 압입력을 계산할 수 있는 이론식을 
제안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론식에 의해 
계산된 결과와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한 유한요소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열간 및 냉간과 상

온압입 공정의 비교와 더불어 제안된 상온압입 
공정에서 접촉면압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들을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공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Fig. 3 Freezing of valve seat press fitting 

 

 
Fig. 4 Room temperature press fitting 

 
2. 압입공정의 이론적 해석 

 
2.1 상온압입공정 

본 연구에서는 단품의 접촉면압을 계산하기 위
하여 Lame 방정식을 이용하였다. Lame 방정식은 
압입공정에 의해 조립된 밸브시트 외경과 실린더
헤드 내경 사이에 발생하는 접촉면압을 간편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식으로 Fig. 5으로부터 식(1)과 같
이 유도하였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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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는 변위, E 는 탄성계수, ν 는 프아송비, r 은 

반지름, ip 는 내압, op 는 외압을 나타낸다. 
압입공정이 수행되면 Fig. 5로부터 접촉면압이 

발생된 밸브시트와 실린더헤드의 두 부분인 Fig. 
6(a)와 Fig. 6(b)로 분할된다. Fig. 6(a)에서 자동차용 
엔진 단품 중에 밸브시트는 내압이 작용하지 않

으므로 식(2)를 얻고, 식(2)로부터 밸브시트의 변

위를 계산할 수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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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b)에서 자동차용 변속기 단품 중에서 실

린더헤드는 외압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식(3)을 얻

고, 식(3)으로부터 실린더헤드의 변위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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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와 식(3)으로부터 압입공정에서의 압입공차

량(Amount of shrink fitting interference)의 관계식인 
식(4)를 얻을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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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실린더헤드는 외각의 형상이 원통이 아니

며 압입공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실린더헤드 내

의 유효범위를 정하기 어려우므로 Fig. 6(b)에 나

타난 3r 의 값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압입공차량의 

관계식인 식(4)를 만족시키는 실린더헤드 등가 반

지름( 3r )을 구하기 위하여 상온압입 공정에 관련

된 측정시험을 통해 Table 1의 실험적 물성치를 얻

었다. 
 

 
Fig. 5 Contact pressure acting equally on both valve                      

seat and cylinder head by the shrink fitting 
process 

 
  

(a) Valve seat (b) Cylinder head 
Fig. 6 Boundary conditions between valve seat and 

cylinder head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valve seat and  
cylinder head 

1r  Inner radius of valve seat 12.1mm 

2r  
Outer radius of valve seat or 
inner radius of cylinder head 

15mm 

3r  Outer radius of cylinder head Unknown 

aE Young’s modulus of valve seat 97.4GPa 

bE
Young’s modulus of cylinder 

head 
72.4GPa 

aν Poisson’s ratio of valve seat 0.3 

bν Poisson’s ratio of cylinder head 0.33 

SFδ
Shrink fitting interference 

(Displacement) 
0.1mm 

 
접촉면압은 링 압축시험(Ring compression test)으

로 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Fig. 7과 같이 
서보프레스(Servo press)에 장착된 데이터 컨트롤러

(Data controller)로부터 압입하중( SFF )을 직접 얻을 
수 있으므로 실제 밸브시트 조립라인에서 측정한 
압입공정의 평균하중(4KN) 및 Table 2의 데이터를 
식(5)에 대입하면 접촉면압( SFP )은 약 60.63MPa이
다. 접촉면의 마찰계수는 금속재료의 일반적인 마

찰계수인 0.14를 적용하였다[1]. 
 

 
Fig. 7 Measured loads obtained from room temperature 

press fitting carried out in the actu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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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contact area 

h  Height of contact area 5mm 

μ  Friction coefficient 0.14 

 

 
Fig. 8 Pressure on the contact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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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5)에서 구한 접촉면압과 Table 1의 밸브시트

와 실린더헤드의 물성치를 식(4)에 대입하면 식(6)
과 같이 압입공차량( SFδ )을 접촉면압과 실린더헤

드 외경(등가 반지름)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

으며 3r 는 19.07mm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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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2 열간 및 냉간압입 공정 

열간압입 공정에서는 실린더헤드의 내경 팽창

으로 인하여 공차량이 감소된 상태에서 압입공정

을 수행하게 된다. Table 3으로부터 열특성을 식(7)
에 대입하면 실린더헤드의 팽창량( Expansionδ )은 
0.00352mm이다. 

 
Table 3 Thermal properties of cylinder head 

α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22 610−× mm/℃·m

TΔ  
Amount of temperature 

change 
160℃ 

 

Expansion Tδ α= ⋅ Δ              (7) 

따라서 압입온도까지 가열된 실린더헤드에 밸

브시트가 압입될 때의 실린더헤드의 최대허용 압

입공차량은 0.1이며, 실제 압입량( Fittingδ )은 식(8)과 
같이 계산되며 각 값을 대입하면 0.09648mm임을 
알 수 있다. 

 
0.1Fitting Expansionδ δ= −             (8) 

 
식(6)으로부터 구한 3r 와 Table 1의 물성치를 식

(4)에 대입하면 실제 압입량과 접촉면압의 관계식

(9)를 얻는다. 식(8)로부터 구한 값을 식(9)에 대입

하면 열간압입시의 접촉면압 58.8MPa을 구할 수 
있다. 

 
91.64 10Fitting SFPδ −= ×            (9) 

 
냉간압입 공정에서는 밸브시트의 외경 수축으

로 인하여 공차량이 감소된 상태에서 압입공정을 
수행하게 된다. 최대허용 압입공차량 0.1과 Table 4
의 열특성을 식(7)에 대입하면 밸브시트의 수축량

은 0.00154mm이다. 
 

Table 4 Thermal properties of valve seat 

α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11 610−× mm/℃·m

TΔ
Amount of temperature 

change 
-140℃ 

 
따라서 압입온도까지 냉각된 밸브시트가 실린

더헤드에 압입될 때의 실제 압입량을 식(8)에 대

입하면 0.09846mm이다. 식(9)에 대입하면 냉간압

입 시의 접촉면압 60.03MPa을 구할 수 있다. 
 

3. 유한요소 해석 

 
3.1 해석모델 및 조건 

유한요소 해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밸브시트와 실린더헤드의 모델링 시 해석에 불필

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복잡한 형상을 단순화하였

다. 또한 밸브시트 및 실린더헤드, 서보프레스의 

압입램 부분은 축대칭으로 하였다. 열간 및 냉간

압입 공정에 사용된 물성치는 상온압입 공정의 

물성치와 동일하며 열간압입공정의 경우에는 실

린더헤드를 160℃로 가열하였고 냉간압입 공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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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2D modeling and boundary condition of valve 

seat and cylinder head 
 

Table 5 Mechanical properties for FEM analysis of 
valve seat 

k  Thermal conductivity 30W/ m·℃ 
C  Specific heat 515J/kgk 
ρ  Density 7200kg/m3 

. .U T S  Ultimate strength 691Pa 
.Y S  Yield strength 553Pa 

E  
Young’s modulus of 

Valve seat 
97.4GPa 

ν  
Poisson’s ratio of 

Valve seat 
0.3 

α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11 610−× mm/℃·m

 
Table 6 Mechanical properties for FEM analysis of 

cylinder head 

k  
Thermal 

conductivity 
150W/ m·℃ 

C  Specific heat 880J/kgk 
ρ  Density 2800kg/m3 

. .U T S  Ultimate strength 310Pa 
.Y S  Yield strength 280Pa 

E  
Young’s modulus 

of Valve seat 
72.4GPa 

ν  
Poisson’s ratio of 

Valve seat 
0.33 

α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22 610−× mm/℃·m

 
경우에는 밸브시트를 -140℃로 냉각시키는 경계조

건을 설정하였다. 각 압입공법에서의 유한요소해

석을 위한 밸브시트의 물성치를 Table 5, 실린더헤

드의 물성치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밸브시트는  

Table 7 Comparison of contact pressure between 
FEM and theoretical analysis 

 Contact Pressure 

Theoretical 60.63MPa 

FEM 68.76MPa 

 

 
Fig.10 Comparison of load obtained from FEM 

simulation with measured load 
 
이중 복합 소결재이나 해석의 효율성을 위해 단

층 소결재로 가정하여 참고문헌[1]의 물성치를 입

력하였다. 실린더헤드는 유한요소 프로그램의 기

초 물성치와 참고문헌[1]의 물성치를 적용하였다. 
압입과정 중 접촉이 일어나는 각 요소의 경계조

건은 Fig. 9에 나타내었다. 압입 시 접촉이 일어나

는 압입램, 밸브시트, 그리고 실린더헤드에 표면

과 표면의 접촉설정 및 마찰계수(0.14)를 입력하였

다[1]. 
 
3.2 해석결과 

밸브시트와 실린드헤드의 압입과정을 상온압입, 

열간압입, 냉간압입의 각 공법별로 유한요소해석

을 수행하였으며 해석결과를 이론적 계산결과와 

비교하였다. 

 

3.2.1 상온압입 

자동차 엔진용 실린더헤드의 배기 밸브시트 상

온압입에 대한 해석결과를 Fig. 10에 압입력선도로 
나타내어 Fig. 7의 실제 측정한 값과 유한요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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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aximum stress of room temperature shrink 
fitting process 

 Valve seat Cylinder head 

Yield 
strength(MPa) 

553 280 

Step of fitting 
Process 

START END START END

FEM result 
(MPa) 

280 304 317 300 

 

 
(a) 

 

 
(b) 

Fig.11 (a) Contact pressure of shrink fitting after 
thermal expansion of cylinder head(160℃), 
(b) Contact pressure of shrink fitting after 
contraction of cylinder head(room temperature) 

 
결과값을 비교하였다. 결과값을 식(5)에 대입하여 
접촉면압을 구하였다. 유한요소 해석결과와 이론

식에 의한 값을 비교하여 Table 7에 나타내었으며 
약 8MPa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또한 압입단계에 
따른 각 부품의 최대응력을 Table 8에 나타내었다. 
밸브시트는 모든 압입단계에서 소성변형이 일어

나지 않지만 실린더헤드는 압입단계에서 표면 소

성변형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a) 
 

 
(b) 

Fig.12 (a) Contact pressure of shrink fitting after 
freezing of valve seat(-140℃), (b) Contact 
pressure of shrink fitting after expansion of 
valve seat(room temperature) 

 

3.2.2 열간압입 

실린더헤드를 160℃로 가열한 후 압입 시 접촉

면압 분포를 Fig. 11에 나타내었으며 Fig. 11(a)는 
가열에 의해 실린더헤드가 열팽창한 후 압입하였

을 때의 접촉면압 분포이며 Fig. 11(b)는 압입 완료 
후 온도가 상온이 되면서 팽창했던 실린더헤드의 
수축에 의한 접촉면압 분포이다. 열팽창 후 압입

단계에서의 평균 접촉면압은 약 2.43MPa을 나타

내며 압입 완료 후 실린더헤드가 냉각됨에 따라 
반경방향의 수축이 일어나고 이때 평균 접촉면압

은 약 44.76MPa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2.3 냉간압입 

밸브시트를 -140℃로 냉각 후 압입 시 접촉면압 

분포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Fig. 12(a)는 냉각에 
의해 밸브시트가 수축된 후 압입하였을 때의 접

촉면압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평균 접촉면압은 
약 23.89MPa을 나타내었다. Fig. 12(b)는 압입 완료 
후 밸브시트가 상온이 되면서 수축했던 밸브시트

의 팽창에 의한 접촉면압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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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평균 접촉면압은 약 57.95MPa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2.4 각 공법 별 해석결과 비교 

각 공법 별로 이론식에 의해 계산된 접촉면압과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산출된 접촉면압을 Table 9에 
나타내었다. 상온압입 공법의 경우 약 8MPa, 냉간

압입 공법의 경우 약 2MPa, 열간압입 공법의 경우 
약 14MPa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열간 및 냉간압입 
공법의 경우, 압입단계에서의 접촉면압과 온도가 
정상상태가 된 후의 접촉면압을 비교하였다. 기존

의 열간 및 냉간압입은 압입 시 접촉면압이 적으므

로 적은 압입력으로도 밸브시트의 조립이 가능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압입 시 접촉면압과 
정상상태의 접촉면압의 차이가 크므로 압입 시의 
압입력 측정 장비로는 밸브시트의 최종조립상태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정상상태에서 접촉면

압이 상온압입에 비해 적음을 알 수 있다. 상온압

입의 경우 접촉면압이 일정하므로 압입 시 데이터

만으로도 밸브시트의 최종 조립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품질관리에 이점을 가진다. 

 
Table 9 Contact pressure of theoretical and FEM 

analysis according to the type of fitting 
process 

 
Contact pressure(MPa) 

Theoretical FEM 
Room temperature 

fitting 
60.63 68.76 

Heat fitting 58.8 2.43~44.76 
Cold fitting 60.03 23.89~57.95 

 

4. 주요 인자에 따른 압입력 고찰 

 
밸브시트의 접촉면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

자는 가공부 공차, 공정 청정도, 접촉면의 마찰계

수 등이 있으며 이들 인자가 압입력에 미치는 영

향을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4.1 가공공차 인자 영향 

실린더헤드의 가공공차 허용범위를 초과하였을 
때 압입력의 경향을 Fig. 13에 나타내었다. 가공공

차량의 최대허용값(0.0575)일 때 최대 공차량을 초

과한 0.0675에서, 압입력은 기준공차량과 비교하

여 1KN정도 높은 압입력을 나타내었으며, 압입  

 
Fig.13 The chart of load obtained from FEM 

simulation for the over tolerance 
 

 
Fig.14 The chart of load obtained from FEM 

simulation for the under tolerance 
 

후반부에서는 접촉면압이 기준대비 커지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Fig. 13의 사각형 범위는 허용공차

량 내의 압입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차량 초과 
시 압입깊이 1mm 지점에서 허용압입력 구간을 
벗어남을 알 수 있다. 최소 허용공차량에 미달 시 
압입력의 경향 및 허용공차량을 Fig. 14에 나타내

었다. 최소 허용공차량을 벗어난 0.0475에서는 초

입부 하중은 크지 않으나 압입깊이 2.5mm구간까

지 허용압입력보다 낮은 영역에서 압입력이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의 경향을 볼 때 초과

공차보다는 미달공차가 허용압입력에 영향을 덜 
미침을 알 수 있다. 

 
4.2 압입부 청정도 인자 영향 

밸브시트 압입부분의 청정도에 따른 압입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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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5 The chart of load obtained from FEM simulation 

for the position of incoming obstacle 
 

 
Fig.16 Modeling of FEM simulation for the position 

of incoming obstacle 
 
경향을 Fig. 15에 나타내었다. Fig. 16과 같이 실린 
더헤드의 압입되는 부분인 내부면에 이물질(반경 
0.5mm, 반구형상)의 유입 위치를 상, 중, 하로 나

누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물질의 물

성치는 실린더헤드의 물성치 Table 6과 동일하게 
하였다. Fig. 15는 이물질이 유입된 위치에서 압입

력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이물질이 중간에 위치하였을 경우 압입력이 가장 
높으므로 압입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위치를 토대

로 제품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4.3 접촉면의 마찰계수 인자 영향 

접촉면의 마찰계수 인자의 영향은 마찰계수 값 

 
Fig.17 The chart of load obtained from FEM 

simulation for coefficient of friction 

 

 
Fig.18 The chart of load obtained from FEM simulation 

for squareness 
 
에 따른 하중의 변화로 예측하였으며 이를 Fig. 17
에 나타내었다. 금속재료 사이의 일반적인 마찰계

수 0.14를 기준으로 하여 0.03~0.15사이의 마찰계

수 변화에 따른 압입하중의 경향성을 조사하였

다. 각 조건 별로 그래프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

고 마찰계수가 작을수록 압입하중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허용압입 구간을 통한 
접촉면의 마찰계수 인자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

로 사료된다. 
 
4.4 직각도 인자 영향 

직각도 인자의 영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실린더

헤드 압입부에 경사각을 주어 직각도가 0.0405, 
0.05, 0.0575일 때의 선도를 비교하여 Fig. 18에 나

타내었다. 직각도 불량일 경우에는 허용압입력에 
미달되는 경향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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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자동차 엔진의 단품(밸브시트/실린더헤드)에 대
한 상온압입 공정에서 발생하는 접촉면압은 Fig. 
7과 같이 서보프레스(Servo press)에 장착된 데이
터 컨트롤러(Data controller)로부터 압입하중( SFF )
을 얻은 후, 제안된 이론식으로부터 계산되었으
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
하였다. 

(1) 이론적 계산식과 실험 측정값을 토대로 실
린더헤드의 등가 외부 반지름(19.07mm)을 구하였
으며 상온압입 공정에서의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2) 각 공법 별로 계산된 이론적 압입하중은 유
한요소 해석 결과치와 2~14MPa의 오차 범위를 나
타내었다. 

(3) 현장에서는 접촉면압의 계산에 따른 허용압
입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압입력 측정장비를 효
율적으로 운영하여 최적의 공정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4) 상온압입 공정에서 접촉면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에 대한 특성을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공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5) 본 연구의 결과는 자동차 엔진단품 및 유사
제품의 설계 시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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