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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shrink fit analysis of rotor by 2D cross-section, 2D axis-symmetry, and 3D FEM 

model. And this paper presents 2nd order approximation function of thermal expansion displacement by 

design variables (shape dimension, heating temperature, sleeve length, interference etc.), table of orthogonal 

array and RSM(response surface methodology). The possibility of the rotor with shrink fit is evaluated by 

thermal expansion displacement. If thermal expansion displacement is larger than interference, shrink fit 

enable to make the rotor. 2D axis-symmetry model and 3D model are more reasonable than 2D cross-section 

model, because stress and strain is different along length of shaft. 

1. 서 론 

회전기계의 운전속도는 1 차 위험속도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 운전하기 때문에 강성축으로 설

계되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최근 산업발전에 따라

서 고속화, 고정밀화가 요구되고 있어 점차 1 차 

위험속도 이상에서 운전되는 연성축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전동기

의 회전축에서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열박

음(shrink fit)은 두 재료 사이의 온도차를 이용한 

대표적인 구속방법으로 심할 경우 깨어지거나 비

틀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하지 못한 열박음은 

회전 중 회전자의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1~4) 그리고 영구자석이 사용되는 로터에 

열박음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영구자석의 

항복강도이다. 영구자석의 특성은 인장에는 아주 

취약하지만 압축에는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초고속 회전 시 발생하는 원심력에 의한 

인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구자석 로터의 경우는 

열박음을 통해서 영구자석이 압축을 받을 수 있도

록 제작되어야 한다. 열박음 간섭량(interference)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접촉압력이 달라지며, 자

석이 받는 압축강도가 결정이 된다. 작은 간섭량

은 압축강도가 작게 발생할 것이며, 반대로 너무 

큰 간섭량은 압축강도가 너무 크게 발생하여 소재

의 압축 항복강도를 넘어서게 되어 자석이 깨지거

나 부분적으로 압괴가 일어 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모터의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연료전지 냉각용 15 kW, 120 

krpm 의 초고속 Air blower 전동기를 개발 및 제작

하는데 있어서 로터의 고강도 sleeve 와 영구자석

(permanent magnet) 및 앞 뒤의 stub shaft 와의 열박

음을 위해서 각 모델 별로 필요한 치수를 설계변

[이 논문은 대한기계학회 2009 년도 부산지부 춘계학술대회 

(2009. 5. 8., 동명대) 발표논문임] 

† 회원, 동아대학교 기계공학부 

E-mail : cwahn@dau.ac.kr 

TEL : (051)200-7643  FAX : (051)200-7656 

  *  한국전기연구원 전동력 연구센터 



홍도관 · 우병철 · 정연호 · 구대현 · 안찬우 

 

964 

수로 하여 각 설계변수가 변경이 될 때 고강도 

sleeve 의 온도를 어느 온도까지 가열해야 영구자

석과 축을 넣을 수 있도록 sleeve 가 팽창하는 가

에 대한 팽창량을 예측해보고자 하였다. Sleeve 의 

가열온도에 의한 팽창량은 열박음을 위한 간섭량

보다는 크게 되어야 열박음이 가능하다. 가열온도

에 의한 열팽창 해석은 축단면 모델과 축대칭 모

델 등의 2 차원 해석과 3 차원 모델로 해석을 수행

하여 모델들을 비교, 검토 하였으며 그 결과 거의 

비슷하여 2 차원 축대칭 모델로 해석을 수행하였

다. 일반적으로는 열박음 해석을 할 때 축의 중앙

부 단면을 기준으로 각 축에 대칭경계조건을 주고 

4 분의 1 모델만 모델링하여 해석을 하지만 실제 

열박음 해석을 제작조건을 고려해서 하려면 축의 

길이방향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축의 길

이방향으로 열에 의한 변형량 뿐만 아니라 열박음

에 의한 응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축의 중앙

부가 가장 열에 의한 팽창량이 작기 때문에 실제 

축을 sleeve 에 넣기 위해서는 열에 의한 팽창량을 

가장 변형이 적은 sleeve 의 중앙부를 기준으로 판

단해야 한다. 먼저 열박음을 위한 축과 sleeve 의 

형상을 나타내는 설계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가열

온도에 따른 sleeve 의 중앙부의 팽창량이 간섭량

보다 커질 때의 열박음이 가능하며 이러한 열박음

이 가능한 팽창량을 반응함수로 하여 2 차 근사함

수형태의 예측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로

터를 열박음으로 제작할 때 형상과 간섭량 및 가

열온도를 입력하고, 계산된 sleeve 중앙부의 팽창

량이 열박음을 위한 간섭량보다 큰가를 비교하여 

클 때의 가열온도를 예측한다. 예측된 가열온도로 

열박음 위한 전용장비에 제작모델을 고정하고 가

열온도를 셋팅하여 열박음된 로터를 제작 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한다. 

2. 이 론 

2.1 열박음 이론 

접촉면에서 외측 디스크와 내측 디스크의 반경

방향 변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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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과 (2)에서 r은 디스크의 반지름, iR 는 외측 

디스크의 안쪽 반지름, oR 는 외측 디스크의 바깥 

반지름을 나타낸다.
 12P 는 반경접촉압력을 나타내 

 
Fig. 1 The concept of shrink fit 

 

며, 실린더 ‘1’과 ‘2’의 탄성계수와 프와송 비는 

각각 1E , 1ν  and 2E , 2ν 이다. 1u 은 1 번 실린더

에서의 반경방향 변위를 나타내며, 2u 는 2 번 실

린더에서의 반경방향 변위를 나타내며 반경방향 

변위의 차이는 반경방향 열박음의 초기값과 동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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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반경접촉압력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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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는 디스크의 기하학적 형상과 탄성계수 

및 접촉에서 초기 열박음 크기의 함수로 정적인 

반경접촉압력(응력)을 나타내고 있다.(5) Fig. 1 은 열

박음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2.2 반응표면법 이론 

반응표면법은 여러 개의 설계 변수 kxxx ,,, 21 L

가 복합적인 작용을 하여 어떤 반응변수 η 에 영

향을 주고 있을 때, 이러한 반응의 변화가 이루는 

반응표면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방법을 말한다.(6,7) 

k 개의 설계변수에 대한 실제응답 η 는 식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21 kxxxF L=η              (5) 

실제로, 식 (5)와 같은 반응함수 F 는 미지의 함

수로 취급되며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매우 복잡한 

함수의 형태로 표현되거나 나타내기가 매우 어려

워진다. 따라서 반응함수로 가정되는 간편하고 실

용적인 반응표면모형은 k 개의 설계변수에 대한 

중회귀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으로 나타내

며 이 가정은 실험자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설계

영역에서만 만족하면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 

응답함수 F 의 근사함수인 y 는 Taylor 급수 전개

를 기본으로 하여 1 차 또는 2 차의 다항식 모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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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3D Modeling and the prototype 

 

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2 차 다항식 모델

은 다양한 함수의 모양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근사 다항식의 계수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상당히 많은 연구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검증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응답함수 F 와 2 차 근사함수의 

관계는 식 (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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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변수 kxxx ,,, 21 L 는 설계변수, β는 회귀계

수, ε 은 응답의 통계적인 오차항으로 평균이 0 이

고 분산 2σ 을 가지는 정규분포로 가정한다. 따라

서 식 (6)의 근사함수로부터 n 의 실제 관측한 자

료에서 추정한 출력값 y 는 행렬의 형태로서 식 

(7)과 같이 정리된다. 

εβ += Xy                (7) 

여기서 X 는 설계변수의 행렬, β 는 회귀계수의 

벡터, ε 은 임의의 오차 벡터이다. 

한편 식 (7)에서 회귀계수 벡터는 임의의 오차

의 제곱합을 최소로하는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추정된 벡터 
^

β 는 식 (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추정된 벡터 
^

β 에 의하여 추정된 

근사함수 
^

y 은 식 (9)와 같다.  

yXXX '1'
^

)( −=β              (8) 

^^

βXy =                  (9) 

3. 로터모델 및 유한요소해석 

3.1 로터모델 

본 논문에 사용된 모델은 연료전지 냉각용 15 

kW, 120 krpm 의 초고속 Air blower 전동기로 3 차

원 형상과 명칭 및 시제품을 Fig. 2 에 나타내었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Core steel PM Material 

Item Inconel 718 Sm2Co17 

Density(kg/m3) 8,190 8,400 

Elastic Modulus(GPa) 211 120 

Yield Strength(MPa) 1,036 - 

Tensile/Compressive 

Strength(MPa) 
1,036 35/800 

Poisson' ratio 0.284 0.24 

 

Table 2 Manufactured dimension of rotor 

Item Unit (mm) 

Sleeve inner diameter (di) 25 

Sleeve outer diameter (do) 34 

Sleeve length (ls) 100 

interference (δ) 0.02~0.1 

 

 
Fig. 3 Design variables of the rotor 

 
초고속 전동기의 로터 모델의 형상을 Fig. 3 에 나

타내었으며 Table 1 및 Table 2 는 로터 모델의 재

질 및 외각 치수를 나타내었다.  

개발모델의 제작된 로터의 간섭량을 먼저 결정하

고 정적인 상태에서 고강도 sleeve 에 열을 가하여 

팽창 시키고 영구자석과 양쪽에 stub shaft 를 본딩 조

립한 축을 sleeve 에 넣은 후 상온에서 냉각시킨다.  

이때 영구자석은 압축에 걸리고 sleeve 와 stub 

shaft 는 인장과 압축이 걸리는데, 소재의 항복응력

과 인장, 압축응력으로 각 소재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과 비교하여 구조적인 안정상태를 평가한다. 

 

3.2 유한요소모델 

열박음은 로터의 치수와 열박음 간섭량에 따라서 

sleeve 의 가열온도를 제대로 결정해야 sleeve 가 열박

음 간섭량보다 크게 팽창해서 내부에 magnet 과 st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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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ft 를 끼울 수 있게 된다. 따라서 sleeve 의 내경, 

sleeve 의 두께, sleeve 의 길이, 열박음 간섭량 및 가열

온도를 설계변수로 하여 sleeve 를 가열하였을 때 열

팽창량을 예측하여 실제 열박음 제작 전에 전용 열박

음 장치에 입력할 수 있는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 하였다. Table 3 은 앞에서 언급한 5 개의 설계변수

와 각 설계변수의 수준을 나타낸다. 개발 모델과 비

슷한 로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하였다. 

2 차원 해석에 사용된 Ansys 의 유한요소모델은 4 

node structural plane 42 을 사용하였으며, 축단면 모델

과 축대칭 모델을 사용하였다. 축단면 모델에 사용

된 유한요소 개수는 180 개이며 노드수는 210 개를 

사용하였다. 축대칭 모델에 사용된 유한요소 개수는 

225 개이며 노드수는 276 개를 사용하였다. Fig. 4 에 

사용된 기하모델은 Table 4 에서 1 번 실험에 해당되

는 모델로 하였다. 

Table 3 Design variables and levels 

Level 

Design variable 
1 2 3 

di 12 20 28 

t(=do -di) 2.4 4 5.6 

ls 45 75 105 

δ 0.042 0.07 0.098 

T 300 500 700 

 

    
   (a) 2D section model   (b) 2D axis-symmetry model 

  
(c) 3D model 

Fig. 4 2D and 3D FE-model (experiment #1) 

경계조건은 축단면 모델의 경우 x 축과 y 축을 

대칭경계조건으로 하였으며, 축대칭 모델의 경우

는 y 축을 축대칭으로 하고 x 축을 대칭 경계조건

을 주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3 차원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모델은 20 node structural solid 186 을 사용

하였으며, 유한요소 개수는 41,400 개이며 노드수

는 192,004 개를 사용하였다. 2 차원 및 3 차원 유한

요소모델을 Fig. 5 에 나타내었다. 

 

3.3 2 차원 및 3 차원 해석결과 비교  

짧은 해석 시간에 정확한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Fig. 

4의 3개의 모델에 대해서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a) 2D section model 

 
(b) 2D axis-symmetry model 

 
(c) 3D model 

Fig. 5 2D and 3D FE result (experi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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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able of orthogonal array 

Exp. di 

(mm) 
t 

(mm) 
ls 

(mm) 
δ 

(mm) 
T 

(℃) 

Expansion 

displacement 

(µm) 

1 12 2.4 45 0.042 300 21.300 

2 12 4 75 0.07 500 36.618 

3 12 5.6 105 0.098 700 51.790 

4 20 2.4 45 0.07 500 61.318 

5 20 4 75 0.098 700 86.890 

6 20 5.6 105 0.042 300 35.600 

7 28 2.4 75 0.042 700 122.481 

8 28 4 105 0.07 300 49.800 

9 28 5.6 45 0.098 500 85.845 

10 12 2.4 105 0.098 500 36.445 

11 12 4 45 0.042 700 52.281 

12 12 5.6 75 0.07 300 21.200 

13 20 2.4 75 0.098 300 35.400 

14 20 4 105 0.042 500 61.491 

15 20 5.6 45 0.07 700 87.136 

16 28 2.4 105 0.07 700 122.236 

17 28 4 45 0.098 300 49.700 

18 28 5.6 75 0.042 500 86.191 

 
먼저 축의 길이 중앙부 단면을 기준으로 한 2

차원 단면 모델의 경우 Fig. 5 의 (a)와 같이 안쪽

에 약 0.0213 mm 의 변형이 발생하였다. 축대칭 

모델의 경우는 중앙부에서 0.0213 mm 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길이 끝단의 경우는 

약 0.0859 mm 의 변형이 발생하여 길이방향으로 

팽창량이 다름을 알 수 있다. Fig. 5 의 (c)인 3 차원 

모델의 경우는 Fig. 5 의 (b)인 축대칭 모델의 결과

와 동일하게 발생하였다. 해석시간은 2 차원 모델

에 비하여 3 차원 모델의 해석수행 시간이 174 배 

더 많이 걸렸으나 결과는 거의 동일하였다. 따라

서 2 차원 축대칭 모델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3.4 혼합직교배열표 및 분산분석 

열박음은 로터의 치수와 열박음 간섭량에 따라

서 sleeve 의 가열온도를 제대로 결정해야 sleeve 가 

열박음 간섭량보다 크게 팽창해서 내부에 magnet

과 stub shaft 를 끼울 수 있게 된다. 따라서 sleeve

의 내경, sleeve 의 두께, sleeve 의 길이, 열박음 간

섭량 및 가열온도를 설계변수로 하여 sleeve 를 가

열하였을 때 열팽창량을 예측하여 실제 열박음 제

작 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Table 4 는 혼합직교배열표를 나타낸다. 설계변 

수 5 개를 18 회 실험으로 각 설계변수들을 조합하

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은 로터의 직

경과 로터의 형상을 2 차원 축대칭 모델로 해석을  

Table 5 Analysis of variance for the thermal expansion 

Design variable DF Ψ  V F P 

di 2 7331.9 3666.0 79.64 0.000 

t 2 324.5 162.2 3.52 0.087 

ls 2 108.9 54.5 1.18 0.361 

δ 2 119.3 59.7 1.30 0.332 

T 2 7998.7 3999.4 86.88 0.000 

Error 7 322.2 46.0   

Total 17 16205.6    

 

수행하였다. Table 5 는 분산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sleeve 의 내경, sleeve 의 두께, sleeve 의 길이, 열박

음 간섭량 및 가열온도의 설계변수들 중에 sleeve

의 내경과 가열온도가 열팽창 변위에 유의한 설계

변수임을 알 수 있으며, sleeve 의 두께도 신뢰구간 

90 %로 설정하게 되면 유의한 인자가 된다. 반면

에 sleeve 의 길이와 열박음 간섭량은 열팽창 변위

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5 반응표면법 

Table 4 의 혼합직교배열표의 행렬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로 식 (7)∼(9)를 적용하여 sleeve 의 내

경, sleeve 의 두께, sleeve 의 길이, 열박음 간섭량 

및 가열온도를 설계변수에 따라서 열팽창량을 예

측해 볼 수 있는 2 차 근사 다항식을 식 (10)에 나

타내었다.  
 

TeTle

ltle

Tddlde

tTe

letd

xpasioneThermal

s

ss

iisi

si

δ

δ

δ
δ

888.5888.5

0008.0684.8

0065.0003.0624.2

0001.0627.2416.0

642.70003.0162.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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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0) 

 

근사 다항식의 정확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실험

을 통해서 얻어진 값과 근사 다항식을 통해 얻어

지는 값 사이에 근사 오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2R  

(결정계수)와 adjust 
2R  (수정결정계수)가 있으며 

2R 와 adjust 
2R  는 0 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1

에 가까울수록 근사화가 잘 되었음을 의미한다. 

열팽창의 adjust 
2R 는 100 %로 나타났다.

  

 

3.6 열박음 로터 제작 

열박음 제작 시 가열온도가 600~800 ℃정도 가

열이 되는지 여부와 축과 sleeve 가 적절한 온도에

서 잘 조립이 되는 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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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prototype rotor with shrink fit 

 

 (b) The thermal image 

Fig. 6 The prototype rotor with shrink fit and the                                                         

thermal image using thermal imaging camera 

 

Fig. 6 의 (a)는 실제로 제작된 열박음된 로터의 

형상을 나타내며, (b)는 열박음 제작 시 열화상 카

메라를 이용하여 열박음 로터 모델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다. 

4. 결 론 

본 논문은 연료전지 냉각용 15 kW, 120 krpm 의 초

고속 Air blower 전동기를 개발, 제작하는데 있어서 

로터의 고강도 sleeve 와 영구자석 및 앞 뒤의 stub 

shaft 와의 열박음을 위해서 각 모델 별로 필요한 치

수를 설계변수로 하여 각 설계변수가 변화 될 때 고

강도 sleeve 의 온도를 어느 온도까지 가열해야 열박

음이 가능하도록 sleeve 가 충분히 팽창하는 가를 예

측해보고자 하였다. 가열온도에 의한 열팽창 해석은 

축단면 모델과 축대칭 모델의 두 모델의 2 차원 해석

과 3 차원 해석을 수행하여 세가지 모델을 비교해본 

결과 거의 동일하였으며 축길이 방향으로 변형을 고

려하기 위하여 해석시간이 짧고 정확한 2 차원 축대

칭모델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열박음

해석을 할 때 축의 길이 중앙부 단면을 잘라서 대칭

경계조건을 주고 4 분의 1 모델만 모델링하여 해석하

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열박음을 제작조건을 고려

해서 하려면 축의 길이방향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축의 길이방향으로 따라서 열에 의한 변형

량뿐만 아니라 열박음에 의한 응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축의 중앙부가 가장 열에 의한 팽창량이 

적게되기 때문에 실제 축을 sleeve 에 넣기 위해서는 

열에 의한 팽창량을 가장 변형이 적은 sleeve 의 중

앙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먼저 열박음을 위

한 축과 sleeve 의 형상을 나타내는 설계변수의 변화

에 따라서 sleeve 의 중앙부의 가열온도에 따른 팽창

량이 간섭량보다 커질 때의 열박음이 가능하며 팽창

량을 반응함수로 하여 2 차 근사함수형태의 예측식

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로터를 열박

음으로 제작할 때 형상과 간섭량 및 가열온도를 입

력하고, 계산된 sleeve 중앙부의 팽창량이 열박음을 

위한 간섭량보다 커질 때의 가열온도를 예측한다. 

따라서 예측된 가열온도로 열박음 위한 전용장비에 

제작모델을 고정하고 가열온도를 셋팅하여 열박음된 

로터를 제작 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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