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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 로터의 굽힘 교정 공정에 대한

다중물리해석

조 황 기

기계공학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초록

터빈 로터는 고온 상태에서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굽힘이 발생하기 쉽

다. 굽힘을 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러빙(Rubbing) 현상이며, 이는 회

전체와 고정체 사이에 마찰열 및 진동의 발생을 의미한다. 회전체는 로터를 

의미하며, 러빙 현상에 의해 큰 응력이 발생되어 영구 굽힘이 발생한다. 굽

힘이 발생한 로터에 의해 발전기는 가동을 중지하게 되기 때문에, 로터를 곧

게 펴는 곡직 공정이 필요하다. 몇 가지 곡직 공정 중 전자기 유도가열은 효

율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 유도, 열전달 

및 열탄소성 변형을 포함한 다중물리현상을 고려하여 로터의 곡직공정에 대

한 유한요소 절차를 개발한다. 그런데 다중물리해석은 엄밀한 해석을 위해서 

완전연동해석이 필요하나, 해석시간을 단축시키고 수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전자기, 열, 기계 해석을 순차적으로 연동해 해석을 수행한다. 이때, 다중

물리현상의 연동 순서에 따른 차이를 비교 및 검증한다. 또한, 전자기 유도

가열을 이용한 곡직 공정은 초기 잔류응력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같은 굽힘 

형상에서도 서로 다른 잔류응력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러빙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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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 열하중과 기계적 하중을 각각 분리시켜 대표적인 2가지 초기 

잔류응력 상태를 구현한다. 이어서 초기 굽힘 및 잔류응력이 발생한 로터에 

대한 곡직 작업을 수치해석으로 수행한다. 또한 최종적인 곡직 성능 향상을 

위하여 기계적 하중을 이용한 곡직 작업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함으로서 

로터에 발생하는 손상과 곡직작업에 필요한 하중의 크기를 예측한다. 

핵심 단어: 곡직; 다중물리해석; 초기 잔류응력; 전자기 유도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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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hysics Simulations of Straightening Process

for Bent Turbine Rotors

Hwangki Cho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A bending phenomenon of a generator rotor may occur due to a 

high-speed rotation under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conditions. The 

rotor bending is typically caused by a rubbing that leads to frictional heat 

and vibration between a rotating body and a fixed body. A high stress 

induced at the site of rubbing thus results in permanent bending of rotors. 

Therefore, the bent rotors should be straightened in an appropriate 

manner. Among several straightening methods, an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is considered a promising tool in terms of efficiency and accuracy.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of a finite element procedure 

for multi-physics simulation that includes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 

transfer, as well as thermo-elasto-plastic deformation. Although 

multi-physics simulations require to simultaneously solve fully coupled 

equations in a strict sense, a sequential coupling strategy for 

electromagnetic, thermal, and mechanical equations is adopted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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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iciency and convergence of the rotor straightening simulations. The 

straightening process using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is affected by 

the initial residual stresses of rotors. In this study, two initial models with 

different residual stresses and similar bent configurations are considered, 

which are generated by thermal and mechanical loads, respectively. By 

conducting a series of numerical simulations of straightening bent rotors, 

the effect of residual stresses is discussed. In addition, a mechanical load is 

introduced to achieve a desired performance of rotor straightening, and the 

resulting damage and the required mechanical load are predicted in the 

finite element framework.

KEY WORDS: Straightening; Multi-physics simulation; Initial residual stress;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 vii -

List of Tables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basic model at 20℃ ······································ 14

Table 2 Material properties for temperature of real rotor ·························· 28

Table 3 Mechanical load required for straightening in nine cases ············ 58



- viii -

List of Figures

Fig. 1 Bending phenomenon due to temperature difference ······················· 6

Fig. 2 Bending phenomenon due to mechanical load ····································· 7

Fig. 3 Eddy current generation by alternating current ································· 9

Fig. 4 Plastic properties of basic model at 20℃ ··········································· 14

Fig. 5 Maximum temperature state for making initial state1 ······················· 15

Fig. 6 Making intial state1 using local thermal load ······································ 16

Fig. 7 Maximum load state for making initial state2 ····································· 18

Fig. 8 Making intial state2 using local mechanical load ································ 19

Fig. 9 Physics of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 20

Fig. 10 Change in stress distribution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 21

Fig. 11 Stress distribution in heating process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in initial state1 ······················ 22

Fig. 12 Stress distribution in natural cooling process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in initial state1 ······················ 23

Fig. 13 Stress distribution in heating process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in initial state2 ······················ 24

Fig. 14 Stress distribution in natural cooling process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in initial state2 ······················ 25

Fig. 15 Two sequentially coupling method for multi-physics simulation ··· 26

Fig. 16 Electromagnetic properties for temperature of real rotor ············· 27

Fig. 17 Plastic properties for temperature of real rotor ······························ 27

Fig. 18 Boundary condition of 1/4 geometric

       and hexahedral element ··········································································· 29



- ix -

Fig. 19 1/3 model making intial residual stress using thermal load ··········· 30

Fig. 20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simulation using two method of

       multi-physics analysis procedure ··························································· 32

Fig. 21 Deflection of initial and final state in two analysis procedure ····· 33

Fig. 22 Geometric of real rotor and support ··················································· 35

Fig. 23 Real rotor making intial residual stress using thermal load

       in real rotor initial state1 ······································································· 36

Fig. 24 Real rotor making intial residual stress using mechanical load

       in real rotor initial state2 ······································································· 37

Fig. 25 Bent rotor rotation 180° for using gravity ······································ 38

Fig. 26 Temperature distribution according to arrangement of coil ··········· 39

Fig. 27 Stress distribution in heating process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in real rotor initial state1 ······································· 40

Fig. 28 Stress distribution in natural cooling process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in real rotor initial state1 ······································· 41

Fig. 29 Stress distribution in heating process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in real rotor initial state2 ······································· 42

Fig. 30 Stress distribution in natural cooling process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in real rotor initial state2 ······································· 43

Fig. 31 Deflection and measurement position

       in two real rotor initial state ································································· 44

Fig. 32 Changes in heating and cooling procedures ······································ 45

Fig. 33 Temperature distribution by changing

       heating and cooling procedure ······························································· 46

Fig. 34 Stress(σxx) distribution at maximum temperature state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for 12 hours

       in real rotor initial state1 ······································································· 46



- x -

Fig. 35 Stress(σxx) distribution at after 5 hours insulation state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for 12 hours

       in real rotor initial state1 ······································································· 47

Fig. 36 Stress(σxx) distribution at Final state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for 12 hours

        in real rotor initial state1 ······································································ 47

Fig. 37 Stress(σxx) distribution at maximum temperature state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for 12 hours

       in real rotor initial state2l ······································································ 48

Fig. 38 Stress(σxx) distribution at after 5 hours insulation state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for 12 hours

       in real rotor initial state2 ······································································· 48

Fig. 39 Stress(σxx) distribution at Final state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for 12 hours

       in real rotor initial state2 ······································································· 49

Fig. 40 Shape and dimension of rigid body to apply mechanical load ······ 51

Fig. 41 Rotor damage due to rigid body length

       in three real rotor initial state ······························································ 52

Fig. 42 History of displacement and reaction force required

       for straightening when the length of

       jig X axis is 300mm from three initial states ···································· 54

Fig. 43 Stress(σxx) distribution at maximum load state

       by mechanical loading in without residual stress initial state ········ 55

Fig. 44 Stress(σxx) distribution at final state

       by mechanical loading in without residual stress initial state ········ 55

Fig. 45 Stress(σxx) distribution at maximum load state

       by mechanical loading in real rotor initial state1 ····························· 56



- xi -

Fig. 46 Stress(σxx) distribution at final state by

       mechanical loading in real rotor initial state1 ··································· 56

Fig. 47 Stress(σxx) distribution at maximum load state

       by mechanical loading in real rotor initial state2 ····························· 57

Fig. 48 Stress(σxx) distribution at final state

       by mechanical loading in real rotor initial state2 ····························· 57



- 1 -

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발전소의 증기터빈은 운전 중 습증기 유입 등의 사고에 의해 회전체와 고정

체의 마찰이 심하게 발생되면 로터에서 굽힘 현상이 발생한다. 그로인해 진동

이 발생하여 더 이상 터빈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로터에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고로 러빙(Rubbing) 현상이 있다. 러빙 현상이란 로

터의 굽힘 현상으로 발생한 질량 불평형에 의해 회전체와 고정체의 마찰열 및 

진동으로 인해 로터에 높은 응력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Ha & Choi, 199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터의 곡직(Straightening) 절차가 필요하나, 현

재 국내 기술로 굽힘 현상이 발생한 부위만을 국부적으로 교정하는 기술이 미

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로터의 굽힘을 국부적으로 교정하는 곡직공정 절차를 

개발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기계적인 하중과 열적 하중을 가하

는 방법이 있다. 기계적인 하중을 가하는 경우, 굽힘의 역방향으로 물리적인 힘

을 가하는 곡직 작업으로 비교적 단순한 방법이다. 그러나 기계적 하중을 이용

하면 접촉면에서 로터에 손상이 가해질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열적 하중을 가하는 경우 초기 굽힘 형태에 남아있는 잔류응력을 이용한 방

법이다. 기본적으로 굽힘이 발생했다는 것은 잔류응력이 존재한다는 뜻이며, 이

러한 부분을 가열시켜 열팽창을 발생시킨 뒤 냉각하면 굽힘이 교정되는 곡직 

성능이 나타난다(Avdic, et al., 2002; Tan, et al., 2014). 열적 하중을 가할 때, 

금속의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일반 연료를 이용한 직접 가열과 전자

기 유도가열(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이 있다. 열적 하중을 가하는 방

법 중 일반 연료를 사용한 직접가열은 토치 가열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러한 

토치가열은 입열량, 입열의 위치, 입열의 범위 등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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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실제 현장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토치를 이용

한 가열 방법은 정확한 수치나 정립된 기술이 아닌, 현장 작업자의 기술과 경

험에 많이 의존한다. 반면에 전자기 유도가열 공정은 토치 가열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비싸고, 설치가 어려워 실제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토치 가열에 비해 입열량, 입열의 위치, 입열의 범위 등을 더 

쉽고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밀폐 및 보온이 좋아 열효율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Dribenko, et al., 2017; Ryu, Kim & Ko, 2015). 이러한 전자기 유도

가열의 장점을 이용하면 로터의 굽힘이 발생한 부위만을 국부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할 수 있다.

발전소 증기터빈의 굽힘 정도가 약 0.15mm이상 발생하면 가동을 중지하는데, 

로터의 길이에 비해 그 굽힘량이 아주 미세한 양이다. 이러한 정도의 굽힘을 

교정하기 위해서 가해지는 하중을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 토치를 

이용한 직접 가열은 열적 하중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없다. 그러나 전자기 유

도가열의 경우 표면과 내부의 온도편차를 주파수를 이용해 제어할 수 있으며, 

코일에 흐르는 전류밀도를 이용해 열원의 세기를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밀

한 온도 제어가 가능하고 굽힘이 발생한 부위만을 국부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

(Shin, Nian & Hwang, 2016). 그러나 복잡한 물리현상으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

자기 유도가열을 이용한 곡직 공정을 전산 모사하여 곡직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기계적, 열적 하중을 가하는 곡직 공정은 근본적으로 잔류응력의 상태에 따

라 곡직 성능이 저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실제 실험을 통해서 원

하는 곡직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시험변수(하중의 크기, 위치, 범위 등)를 찾아

내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현장

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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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및 내용

굽힘이 발생한 로터의 곡직공정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초기 잔류응

력 상태의 구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굽힘이 발생한 로터의 초기 잔류응력은 

같은 굽힘 형상에서 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종류의 초기 잔류

응력상태가 존재할 것인데 이를 모두 모사할 수 없어, 로터에 굽힘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러빙 현상을 모사하고자 한다. 그런데 러빙 현상은 기계적, 열적 

하중이 동시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복잡한 물리현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산모사가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각각 분리해, 열적 하중과 

기계적 하중을 부여해 2가지 임의의 초기 잔류응력 및 굽힘 형상을 이용해 곡

직공정을 위한 초기 상태로 이용한다.

모사한 초기 상태에 전자기 유도가열을 이용한 곡직 공정을 시행한다. 그런

데 전자기 유도가열의 경우 전자기장-열-기계의 물리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다중물리현상(Multi-physics phenomenon)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충분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전산해석을 필요로 하고 엄밀한 해석을 위해 완전 

연동 해석(Fully coupling analysis)을 사용해야 하나, 이론적인 복잡성 및 계산 

부담의 과도한 증가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기장, 온도장, 기계적 거동의 해석을 각각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전자기 유도가열을 모사하고자 한다(Cho, 2012; Song & Moon, 2016). 

또한 해석의 연동 순서에 따른 곡직 성능의 차이를 비교해, 로터의 굽힘 교정

을 위한 해석 연동 순서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초기 잔류응력이 곡직 성능

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원하는 곡직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실험 및 실제 곡

직 공정에 참고할만한 시험 변수를 예측하고자 한다.

전자기 유도가열을 이용한 곡직 공정과 같이 모사한 초기 상태에 기계적 하

중을 이용한 곡직 공정을 시행한다. 이때 로터는 단순지지형태로 가정한 상태

에서 굽힘과 반대 방향으로 하중을 가해 굽힘을 교정한다(Pei, et al., 2017). 기

계적 하중을 가하는 지그(Jig)의 형상은 다양한 직경의 로터에서 사용할 수 있

도록 평면으로 로터에 접촉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은 하중을 가하는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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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로터의 손상이 불가피한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지그의 길이를 키워  

접촉 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로터의 손상을 줄이고, 이에 따라 발생한 로

터의 손상 정도를 전산해석기법을 이용해 오차 범위에 속하는 접촉 면적을 찾

아낸다. 또한, 각각의 초기 상태와 지그의 길이에 따라 곡직 성능에 필요한 하

중의 크기를 예측해 곡직 공정에 필요한 기계 장치를 설계하는데 참고할 수 있

는 하중의 크기를 산정한다. 또한 곡직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큰 하중을 

필요로 하는 초기 상태 및 지그의 길이를 찾아내 최대 크기의 하중을 산정한

다. 비교적 단순한 공정이기 때문에 산정된 하중의 크기를 기준으로 기계 장치

를 개발한다면 해당 범위에 속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기계적 하중을 이용한 곡

직공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로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접

촉 면적을 증가시켜 적당한 지그의 길이와 하중의 크기를 찾아내고자하며, 이 

때 발생하는 물리현상을 응력 관점에서 고찰한다. 

본 논문에서는 임의로 가정한 대표적인 굽힘 상태에서 발생한 초기 잔류응력

이 각각의 곡직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복잡한 물리현상

인 전자기 유도가열을 이용한 곡직 공정을 간단한 기본모델을 통해 고찰하고, 

이를 실제 로터 형상에 적용한다. 또한, 기계적 하중을 이용한 곡직 공정을 모

사해 실제 기계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하중의 크기 및 범위 등을 예측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험의 일부를 대체하고, 실험과 해석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곡직공정에 대한 수치 

해석 절차를 개발하고 그 물리현상을 응력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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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 이론 정리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곡직 공정에서 초기 잔류응력 상태 및 굽힘의 형

태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전자기 유도가열은 전자기장, 온도장, 기계적 거동이 

동시에 연계되는 대표적인 다중물리 현상이다. 이에, 초기 잔류응력 및 굽힘과 

전자기 유도가열의 기본원리 및 해석에서의 연동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자 한

다.

2.1 굽힘 형태 및 초기 잔류응력 고찰

일반적으로 굽힙은 탄성, 임시, 영구 굽힘의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를 로터

의 굽힘 발생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로터에서 발생하는 탄성 굽힘의 경우, 보통 

로터의 횡방향으로 자중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이때 로터에 발생하는 응력

은 로터의 항복강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그 크기가 매우 작다. 임시 굽

힘은 불균일한 로터 표면의 가열이나 동일 재질 내 이방성을 가진 열적 물성치

의 차이, 탄성영역 내의 기계적 하중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임시 굽힘의 경

우 온도의 편차나 기계적 하중이 사라지면 탄성 굽힘과 마찬가지로 원래의 형

태로 되돌아온다. 반면에 영구 굽힘의 경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임

시 굽힘과 다르게 온도의 편차나 기계적 하중이 사라져도 원래의 형태로 돌아

오지 않는다. 이는 로터의 특정 부분에 재료의 항복강도를 초과하는 응력의 발

생을 이야기한다. 로터의 굽힘에서 임시 굽힘과 영구 굽힘은 항상 온도와 관련

이 있어, 열적 굽힘이라고 통칭하기도 한다. 모든 종류의 고온 로터는 열적, 기

계적 부하가 반복되는 극한의 작동 조건에 노출되기 때문에 스팀터빈 로터나 

가스터빈 로터는 모두 굽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탄성, 임시 굽힘의 경우 형

태가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소성변형을 일으키는 영구 

굽힘은 방지 및 교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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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ending phenomenon due to temperature difference

로터에 영구 굽힘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러빙 현상으로, 로터의 

한쪽 부분이 마찰에 의해 가열되어 반대편과 온도편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열

적, 기계적 하중이 동시에 발생해 로터에 굽힘을 유발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물리현상이 아니므로, 열적, 기계적 하중을 분리해 단순화하여 고찰하고자 한

다. 먼저 열적 하중에 의한 굽힘을 Fig. 1과 같이 단순화하여 고찰할 수 있다. 

로터의 상부만 마찰에 의해 가열되면 상대적인 온도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로터는 상부로 휘는 임시 굽힘이 발생하고, 마찰열이 충분히 고온이라면 재료

를 소성변형 시켜 영구 굽힘을 발생시킨다. 이때 상부의 내부에 압축응력이 발

생하고 그 바로 하부의 내부에 인장응력이 발생한다(Bachschmid, Pennacchi & 

Vania, 2007). 이러한 응력의 분포는 로터를 휘게 하는 굽힘 모멘트를 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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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ending phenomenon due to mechanical load

내부에 발생시키며, 그로인해 상부가 하부에 비해 더 길어지게 된다. 이 상태에

서 냉각이 시작되면 열수축이 일어나며 인장응력은 압축응력으로, 압축응력은 

인장응력으로 뒤바뀌며, 영구 소성변형이 발생한 부위는 원래 면적보다 약간 

줄어들게 된다. 결국 영구 굽힘은 러빙이 발생할 때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 이렇게 굽힘이 발생한 상태의 로터에 남아있는 응력을 

열적 하중에 의한 초기 잔류응력 상태로 간주하고 곡직 공정을 모사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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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와 같이 기계적 하중에 의한 초기 잔류응력 상태를 단순화해 가정했다. 

응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부에 기계적 하중을 가했을 때, 상부의 내부에 압축응

력이 발생하고 하부의 내부에 인장응력이 발생한다. 열적 하중을 가했을 때와 

다르게 비교적 로터의 내부에 전체적으로 응력이 발생하지만, 상부의 압축, 하

부의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전체적인 응력의 형태는 동일하다. 기계적 하중을 

제거하면 응력의 방향이 바뀌면서 상부에 인장응력, 하부에 압축응력이 발생하

고, 이러한 응력이 탄성회복하려는 힘과 서로 상쇄된다. 그런데 외력이 항복강

도보다 충분히 크다면 소성변형이 발생하고 잔류응력으로 남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 모델 및 실제 로터 형상에 대해 이 2가지 상태를 초기 

잔류응력 상태로 가정하고 각각의 곡직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및 확인하

고자 한다.

2.2 전자기 유도가열의 원리

전자기 유도가열의 원리는 Fig. 3과 같이 로터를 감싸고 있는 유도코일에 일

정한 주파수에 따라 변화하는 교류전류를 부여해 교번자속을 발생하게 함으로

써 페러데이-렌쯔의 전자기 유도현상에 의하여 피열물에 유기기전력이 발생되

고 유도전류인 와전류(Eddy current)를 발생시킨다(Pfeifer, et al., 2013). 와전류 

또는 맴돌이 전류라 불리는 유도전류는 코일에 흐르는 교류전류와 반대방향의 

소용돌이 형태로 발생하며, 로터의 고유저항에 의하여 P=I2R의 전력손실이 발생

하게 된다(Liu, Wu & Schlangen, 2013). 이렇게 손실된 전력만큼 열로 바뀌고 

이를 줄열(Joule heat)이라고 부른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발생된 줄열이 전자기 

유도가열에 의해 로터를 가열하는 열원이 되어 온도 분포 및 열변형을 발생시

킨다.

즉, 코일에 흐르는 교류전류에 의해 전자기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로터에 유

도전류를 발생시키는 전기적 작용에 의해 줄열이 발생해 열원이 생성된다. 이

로 인해 내부에 열이 발생해 온도분포가 나타나며 응력과 변형률도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은 대표적인 다중물리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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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field

Alternating current

Eddy current

Skin depth

Fig. 3 Eddy current generation by alternating current

그런데 와전류는 로터의 표면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를 표피효과

(Skin effect)라고 한다. 이러한 표피효과에 의해 Fig. 3과 같이 와전류의 표면깊

이(Skin depth) 또는 침투깊이가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발열의 90% 정도가 표면

깊이 내에서 발생한다. 표면깊이는 식 (1)로 나타낼 수 있으며, 표면 전류밀도

의 약 36.8%가 표면깊이라 할 수 있다(Sun, et al., 2018).

  





 (1)

여기서 δ, r, μ, f 는 각각 표면깊이, 저항율(Electrical resistivity), 비투자율

(Relative permeability), 주파수를 의미한다.

주파수가 클수록 표면깊이가 작아지는데, 이는 로터를 가열하는 열원인 줄열

의 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로터의 내부까지 

충분히 가열하기 위해 저주파인 상용주파수 60Hz의 교류전류를 유도코일에 부

여해 로터를 가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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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자기장 해석과 열 해석 연동 이론

전자기 유도가열을 해석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유도전류에 의한 전자기장을 

계산해야 한다. 전자기장 분포에 관한 지배방정식은 맥스웰 방정식(Maxwell’s 

equations)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Han, Yu & Zhao, 2016).

∇ ×


(2)

∇ ×


(3)

∇ ∙  (4)

∇ ∙  (5)

여기서 E, B, H, J, D, ρ는 각각 전자기장의 세기(Electric field intensity), 자

속 밀도(Magnetic flux density), 자기장의 세기(Magnetic field intensity), 전류 밀

도(Current density), 전속 밀도(Electric flux density), 전하 밀도(Charge density)

를 의미한다. 전기장의 세기와 전속 밀도의 관계는 식 (6), 자기장의 세기와 자

속 밀도와의 관계는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Eom & Park, 2010).

  (6)

 (7)

여기서 ε, μ 는 각각 유전율(Permittivity)과 투자율을 의미한다. 이때 옴의 

법칙에 의해 식 (8)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식 (3)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9)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식 (3)의 시간에 따른 전하 밀도의 변화량은 

유도가열에서 무시할 수 있다(Chovan & Slodicka, 2017).

 (8)

∇ × (9)

여기서 σ는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를 의미한다. 

이제 자기 벡터 포텐셜(Magnetic vector potential)과 스칼라 포텐셜을 도입해 

자속밀도와 전기장의 세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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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




∇  (11)

여기서 A, V 는 각각 자기 벡터 포텐셜, 전기 스칼라 포텐셜을 의미한다. 이

때 전자기 유도가열은 교류 전류에서 발생함으로 전기 스칼라 포텐셜 V 의 영

향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러면 식 (10), (11)을 식 (9)에 대입하여 다음과 같은 지

배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 ×∇ ×


 (12)

도출한 유도방정식을 로터, 공기, 유도 코일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며, 전자

기 유도가열에서 시간에 대한 변화를 무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Time-harmonic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유도 코일에 대한 지배방

정식으로 식 (13)을 사용해 전자기장 해석을 수행하였다(Fu, et al., 2017).

 


∇ ×∇ × 

  (13)

여기서 i, ω, Js 는 각각 허수의 기본단위, 주파수[rad/sec], 전원의 전류밀도

를 의미한다. 다시 식 (13)을 식 (14)와 같이 유한요소 정식화하여 자기 벡터 포

텐셜의 값을 구하면 식 (15)와 같이 와전류를 계산할 수 있다.




∇ × ∙ 


∙ ∇ ×



 ∙  ∙ 




 ∙ 


 ∙ 

(14)

 
  (15)

식 (14)에서 K 는 적용된 접선방향의 전류밀도(A/m2)로 경계조건을 의미하며, 

식 (15)에서 Je 는 와전류 밀도(A/m2)를 나타낸다.

줄열은 열원으로 작용해 피열물에 온도분포를 나타내는데, 이는 와전류에 의

한 작용이다. 이러한 와전류는 식 (16)과 같이 줄열로 환산할 수 있으며, 최종

적으로 평균열원을 식 (17)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Lu, et al., 2017; Ba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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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6)

  


   (17)

여기서 qave, A
* 는 각각 단위체적당 평균 열원과 자기 벡터 포텐셜 A의 공액

복소수를 표현한 것이다.

이제 와전류를 열원으로 환산한 값을 피열물의 내부 발생 열로 고려하면 식 

(18)과 같은 열전도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Guerrier, Nielsen, Mentti & Hattel, 

2016).




 ∇ ∙  ∙ ∇  (18)

여기서 ρ, c, k, T 는 각각 밀도(Density), 비열(Specific heat), 열전도도

(Thermal conductivity), 온도(Temperature)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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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전자기 유도가열을 이용한 곡직 공정 해석

임의의 기본 모델을 선정하여 2장에서 언급한 초기 잔류응력 상태를 모사하

고, 전자기 유도가열 곡직 공정으로 곡직 작업이 가능한지 검증한다. 또한 전자

기 유도가열을 순차적으로 분리하여 연동했으므로 그 방법에 대해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검증된 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로터의 형상에 대해 전자기 유도가열 

곡직 공정을 모사한다.

3.1 초기 굽힘 형태 및 잔류응력 고찰

초기 잔류응력 상태에 따른 곡직 성능과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 Fig. 5(a)와 

같이 임의로 가정한 기본 모델을 사용하며, 열적 하중과 기계적 하중을 이용해 

영구 굽힘을 발생시킨다. 또한 굽힘 상태에서 잔류응력을 제거해 초기 굽힘 형

태만을 초기 상태로 가정하여 잔류응력의 유무에 따른 결과를 비교한다. 이때 

초기 굽힘량은 실제 교정사례인 0.2mm 수준으로 동일하게 맞추었으며, 온전히 

잔류응력에 따른 영향을 보고자 중력을 제거하고 진행한다. 로터는 Table 1과 

Fig. 4와 같이 상온상태의 철로 가정해 모든 물성은 온도에 대해 일정하며, 초

기 굽힘 모사와 전자기 유도가열 과정에서 같은 물성을 사용한다.

3.1.1 초기 굽힘 형상 및 잔류응력 모사

Fig. 5(a)와 같이 잔류응력 및 굽힘이 발생하지 않은 로터의 중심부 표면에 

55초 동안 일정한 열하중을 가해 최고온도 약 616℃까지 가열한다. 이때, 2.1장

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최고온도 상태에서 Fig. 5(b)와 같이 가열하는 부위에 

응력이 집중된다. 특히 Fig. 5(c)와 같이 표면에 압축, 하부에 인장응력이 발생

하고, 이 상태에서 냉각을 시행하면 표면의 압축응력이 인장, 하부의 인장응력

이 압축응력으로 변하면서 최종적으로 Fig. 6과 같은 초기 굽힘 및 잔류응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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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이룬다. 이때, Fig. 6(b)에서 발생한 초기 인장잔류응력은 표면으로부터 약 

44mm, 하부의 압축잔류응력은 약 57mm에 집중되어있다. 이러한 상태를 초기 

상태1로 정의하고 굽힘량은 0.2mm이며, 이는 Fig. 6(c)와 같이 탄성회복을 마친 

순수 영구 굽힘량을 의미한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basic model at 20℃

Material property Value

Density (kg/m3) 7850

Young’s Modulus (GPa) 210

Poisson’s Ratio 0.3

Thermal Conductivity (W/mK) 67

Specific Heat (J/kgK) 461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1.8e-5

Electrical Conductivity (S/m) 1.0e+7

Magnetic Permeability (H/m) 1.256e-6

Fig. 4 Plastic properties of basic model a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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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flux
(183×161 mm2)

1000mm

235mm

(a) Temperature distribution at the intermediate state

with the maximum temperature under thermal loading

(b) Maximum von Mises stress at the maximum temperature state

under thermal loading

(c) Maximum stress(σxx) at the maximum temperature state

under thermal loading

Fig. 5 Maximum temperature state for making initial stat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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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ximum von Mises stress at the final state under thermal loading

(b) Maximum stress(σxx) at the final state under thermal loading

(c) Maximum principal plastic strain at the final state under thermal loading

(Scale factor 100)

Fig. 6 Making intial state1 using local therma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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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하중을 부여한 초기 상태1과 같이 로터의 중심부에 응력을 집중시키기 위

해 Fig. 7(a)에 나타낸 경계조건을 부여하고 기계적 하중을 가한다. 가장 큰 하

중이 로터에 가해졌을 때, Fig. 7(b)와 같이 열하중에 의한 응력분포보다 전체적

으로 더 넓은 응력분포를 발생시킨다. 이것은 Fig. 7(c)와 같이 로터를 반으로 

나누어, 상부에 압축, 하부에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분포 영역의 크기 차이를 의

미한다. 하지만 상부에 압축, 하부에 인장응력이 발생해 전체적인 응력의 형태

가 열하중을 가했을 때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Fig. 8(b)와 

같이 상부의 압축응력은 인장응력, 하부의 인장응력은 압축응력으로 변하고 

Fig. 8(c)와 같이 하중을 가한 방향으로 영구 굽힘이 발생한다. 하중을 제거했을 

때, 냉각을 시행해 응력의 상태가 변화하는 Fig. 6(b)와 다르게 응력분포가 인장

과 압축응력이 층을 이루며 발생한다. 이는 기계적 하중에 의해 로터의 단면에 

전체적으로 응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힘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며, 전체적인 초기 

잔류응력의 분포는 초기 상태1에 비해 더 넓고 응력의 크기는 작게 발생한다. 

그러나 하중에 의한 응력의 방향이 열하중을 가했을 때와 같으므로, 로터의 상

부에서 약 35mm두께의 초기 인장잔류응력, 하부에서 약 35mm의 압축잔류응력

이 발생한다. 이러한 초기 상태는 모든 하중을 제거한 뒤, 탄성회복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 힘평형을 이룬 초기 굽힘 및 잔류응력 상태를 모사했으

며, 초기 상태2로 정의한다. 이때 열하중을 가해 모사한 초기 상태1과 마찬가지

로 영구 굽힘이 발생한 것이며, 굽힘량은 0.2mm이다.

마지막으로 초기 굽힘 형태에서 잔류응력을 제거하여 형상은 굽힘이 있지만 

잔류응력은 없는 상태를 모사해 초기 상태3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로터의 축이 

직선이 아닌 곡선인 상태에 어떠한 힘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며, 굽힘량은 

0.2mm이다.

이렇게 모사한 총 3가지 초기 상태를 가정하여 동일한 전자기 유도가열 곡직 

공정을 진행해 초기 잔류응력이 곡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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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U3=0

U1=0Mechanical load
(183×161 mm2)

1000mm

235mm

(a) Boundary conditions for using local mechanical loads

(b) Maximum von Mises stress at the maximum load state

under mechanical loading

(c) Maximum stress(σxx) at the maximum load state under mechanical loading

Fig. 7 Maximum load state for making initial stat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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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ximum von Mises stress at the final state under mechanical loading

(b) Maximum stress(σxx) at the final state under mechanical loading

(c) Maximum principal plastic strain at the final state

under mechanical loading (Scale factor 100)

Fig. 8 Making intial state2 using local mechanica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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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초기 잔류응력 상태에 따른 곡직 성능 비교

3.1.1장에서 모사한 3가지 초기상태에서 Fig. 9와 같이 전자기장 해석에서 발

생한 줄열을 열원으로 부여해 가열한다. 이때 단열조건에서 최고온도 569℃로 

3가지 초기 상태 모두 동일한 가열이며, 전자기 물성을 상온상태만 부여해 줄

열은 온도에 대해 변하지 않는다. 또한 상온 상태까지 자연냉각을 통해 가열과 

냉각 모두 같은 과정으로 진행해, 초기 잔류응력만 변수로 설정했다. 최고온도

는 조직의 변태를 방지하기 위해 70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였으며, 

이때 569℃는 전자기 유도가열 곡직 공정의 성능을 검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

단했다.

Fig. 9 Physics of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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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 Mises stress Stress (σxx)

(a) Stress distribution in maximum temperature state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in initial state3

Residual von Mises stress Residual stress (σxx)

(b) Stress distribution in final state of initial state3

Fig. 10 Change in stress distribution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초기 상태1, 2를 분석하기 전에 초기 잔류응력이 제거되어 있는 비교적 단순

한 초기 상태3을 먼저 고찰한다. 전자기 유도가열은 로터를 소용돌이 형태로 

감싸고 있어 일정하게 가열되고, 굽힘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로터는 원주방향

으로 동일한 열팽창을 발생시켜 Fig. 10(a)와 같은 응력분포를 나타낸다. 이때 2

장에 고찰한 바와 같이 로터의 표면에서 내부로 약 44mm두께의 압축응력과 이

에 상응하는 인장응력이 중심부에 발생한다. 이 상태에서 자연냉각을 시행하면 

Fig. 10(b)와 같이 최종적으로 표면에서 내부로 약 44mm두께의 인장응력과 상

응하는 압축응력이 중심부에 남게 된다. 가열에 의해 표면에 발생했던 44mm두

께의 압축응력이 냉각에 의해 44mm두께의 인장응력으로 바뀌게 된다. 즉, 원

주방향으로 동일한 열팽창 및 수축이 발생했으므로, 전자기 유도가열에 의해 

어떠한 굽힘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결국 초기 굽힘량 0.2mm에서 곡

직 성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최종 굽힘량 0.2mm로 굽힘이 교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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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ess(σxx) distribution at 255℃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in initial state1

(b) Stress(σxx) distribution at maximum temperature of initial state1

Fig. 11 Stress distribution in heating process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in initial state1

전자기 유도가열에 의해 로터는 원주방향으로 일정하게 열팽창을 발생하려 

하는데, 2장에 고찰한 바와 같이 열팽창에 의해 Fig. 11(a)와 같이 로터의 표면

에 압축, 내부에 인장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초기 상태1의 경우 Fig. 6

과 같이 초기 잔류응력이 상부의 내부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표면부에 약 

44mm두께의 인장, 바로 하부에 약 57mm두께의 압축응력이 발생되어 비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초기 상태3에서 전자기 유도가열에 의한 열팽창으로 표면

에서 약 44mm두께의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열팽창에 

의해 발생하는 압축응력과 초기 인장잔류응력이 서로 상쇄되어 열팽창을 하부

에 비해 상부에 더 많이 발생하도록 한다. 이것은 Fig. 11(b)와 같이 최고온도 

상태에서 상부의 압축응력이 하부보다 약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 23 -

(a) Stress(σxx) distribution at 244℃ by natural cooling in initial state1

(b) Stress(σxx) distribution in final state of initial state1

Fig. 12 Stress distribution in natural cooling process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in initial state1

이러한 최고온도 상태에서 냉각을 시행하면 Fig. 12(a)와 같이 인장응력이 압

축응력으로, 압축응력이 인장응력으로 뒤바뀌게 되고, Fig. 12(b)와 같이 최종상

태에 도달하면 초기 잔류응력의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냉각이 진행되

는 동안 상부와 하부의 응력의 차이가 거의 없어 열수축은 동일하게 발생한다. 

결국 하부에 비해 상부가 더 많은 열팽창이 발생한 후, 상부와 하부가 동일한 

열수축이 일어나게 된다. 이는 전자기 유도가열 후 냉각 시, 상부가 하부에 비

해 상대적으로 인장되어 로터를 상부로 휘게 만들어 곡직 성능을 나타내게 된

다. 곡직 성능은 초기 굽힘량 0.2mm에서 최종 굽힘량 0.1mm로 교정이 되어, 

전자기 유도가열 곡직 공정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기 유도가열에 

의한 입열량이 더 많다면, 더 많은 초기 잔류응력의 해소로 인해 상부와 하부

의 열팽창량 차이가 더 크게 발생해 곡직 성능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 24 -

(a) Stress(σxx) distribution at 251℃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in initial state2

(b) Stress(σxx) distribution at maximum temperature of initial state2

Fig. 13 Stress distribution in heating process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in initial state2

기계적 하중을 이용한 초기 상태2 또한 Fig. 8(b)와 같이 초기 잔류응력이 상

부에 약 35mm두께의 인장응력, 하부에 약 35mm 두께의 압축응력 형태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초기 상태1, 3과 같은 전자기 유도가열을 시행했을 때, 상부는 

열팽창에 의한 압축응력이 초기 인장잔류응력과 서로 상쇄되고, 반대로 하부는 

압축응력이 보강되어 열팽창을 더욱 방해해 Fig. 13(a)와 같이 상부의 압축응력

이 작게 발생한다. 결국 초기 상태1과 같이 전자기 유도가열 동안 상부가 하부

에 비해 더 많은 열팽창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표면에 남아있는 초기 잔류응

력의 크기가 초기 상태1에 비해 작기 때문에 Fig. 13(b)와 같이 최고온도 상태

에서 대부분의 초기 잔류응력을 해소해도 상부와 하부의 열팽창량 차이가 초기 

상태1에 비해 작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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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ess(σxx) distribution at 24℃ by natural cooling in initial state2

(b) Stress(σxx) distribution in final state of initial state2

Fig. 14 Stress distribution in natural cooling process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in initial state2

최고 온도에 도달하는 즉시 자연냉각을 시행하면, Fig. 14(a)와 같이 원주방향

으로 거의 동일하게 표면의 인장응력과 내부의 압축응력으로 뒤바뀐다. 이는 

초기 잔류응력을 거의 해소한 상태에서 자연냉각을 시행했기 때문으로, 원주방

향으로 동일한 수축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는 Fig. 14(b)와 같이 최종상태의 

잔류응력을 상부와 하부에서 거의 차이가 없도록 한다. 그러므로 초기 상태1과 

같이 전자기 유도가열에 의해 발생한 상부와 하부의 열팽창량 차이와 동일한 

열수축에 의해 굽힘이 교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 상태1보다 초기 잔류응력

이 크기가 작고 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곡직 성능은 초기 굽힘량 0.2mm에

서 최종 굽힘량 0.12mm로 0.15mm이하로 교정되었지만, 초기 상태1보다  작게 

나타났다. 그러나 초기 잔류응력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가열에 의한 입열량을 증가시키면 곡직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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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석 연동 순서 검증

전자기 유도가열을 모사하는데 있어 완전연성해석의 어려움에 따라 순차 연

동해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Fig. 15와 같이 전자기장 해석에서 줄열의 온도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는 방법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Fig. 15(a)의 경우 

mapped filed 기능을 이용하여 줄열은 열원으로 부여되고, 이는 one-way 

coupling으로 온도에 대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Fig. 15(b)의 경우 

co-simulation 기능을 이용하여 줄열은 열원으로 부여되고, 이는 two-way 

coupling으로 온도가 변함에 따라 전자기장이 변화면서 줄열의 크기 또한 변하

게 된다. 즉, 해석적 측면에서 전자기 물성을 온도에 대한 함수로 사용하지 않

는 것과 사용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줄열을 온도에 대해 고려하지 않

는다면 해석 시간의 단축과 부여하는 조건의 단순화에 있어 이득이 있으나, 실

제 현상을 부정확하게 모사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줄열의 온도에 대한 변화

Changes in electromagnetic
properties due to temperature

No changes in electromagnetic
properties due to temperature

(a) One-way coupling                  (b)Two-way coupling

Fig. 15 Two sequentially coupling method for multi-physics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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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면 해석 시간의 증가 등의 단점이 있으나, 실제를 더 잘 모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단열조건에서 700℃이하의 범위로 가열하고, 이는 

다른 가열 공정에 비해 낮은 온도이다. 그러므로 열원인 줄열이 온도에 대한 

영향을 작게 받는다면, 해석적인 측면에서 더 이득인 one-way coupling을 이

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two-way coupling의 

경우는 Fig. 16과 같이 전자기 물성을 온도에 대한 함수로 부여하고,

Fig. 16 Electromagnetic properties for temperature of real r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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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Plastic properties for temperature of real r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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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way coupling의 경우는 상온상태의 물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다른 물성은 

2가지 해석 연동 모두 Fig. 17, Table 2와 같이 온도에 대한 함수로 동일하게 

부여한다. 여기서 Table 2에 나타낸 물성은 실제 로터와 같은 A182 F11 class2

이고, 전자기와 소성 물성은 정확한 온도에 대한 함수로서의 확보가 어려워 각

각 AISI-4140과 AISI-1015를 차용해 부여하였다(Song & Moon, 2016).

Table 2 Material properties for temperature of real rotor

Temperature

          (℃)

Material

Property

2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Density 

(kg/m3)
7750

Young’s

Modulus

(GPa)

204 201 193 186 179 169 157 142

Poisson’s

Ratio
0.3

Thermal

Conductivity

(W/mK)

41 40.6 40.1 38.7 36.8 34.8 32.8 29.1

Specific

Heat

(J/kgK)

460 472 486 492 498 514 519 531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1.0e-5)

1.15 1.21 1.26 1.33 1.38 1.44 1.48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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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의 형상 또한 실제 로터의 1/3 수준을 이용해 두 가지 연동방법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했다. 앞 장과 달리 대칭경계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 소용돌이 형상

의 코일을 여러 개의 환(Ring)형상으로 단순화시켜 Fig. 18과 같이 1/4대칭 형상

을 사용했다(Jankowski, et al., 2016). 또한 코일의 단순화를 통해 기존의 사면

체요소대신 육면체요소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때 초기 잔류응력 상태

는 Fig. 19와 같이 열적 하중을 이용해 모사했다. 이는 기계적 하중보다 초기 

잔류응력이 하중을 가한 부위에 더 집중적으로 발생해 국부적인 전자기 유도가

열을 이용한 곡직 공정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때, 굽힘량은 

1.36mm로 증가시켜 곡직 성능의 차이를 극명하게 비교하고자 했다.

Z-Symmetry
(U3=UR1=UR2=0)

X-Symmetry
(U1=UR2=UR3=0)

237mm

2465mm

1232.5mm

821.67mm

410.835mm

237mm

Fig. 18 Boundary condition of 1/4 geometric and hexahedral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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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flux
(210.5×115 mm2)

(a) 1/3 model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at the intermediate state

with the maximum stress under thermal loading

(b) 1/3 model Maximum stress(σxx) at the final state under thermal loading

(c) 1/3 model Maximum stress(σxx) at the final state under thermal loading

(d) 1/3 model Maximum principal plastic strain at the final state

under mechanical loading (Scale factor 100)

Fig. 19 1/3 model making intial residual stress using therma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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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연동 순서에 따른 전자기 유도가열 해석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유도 

코일에 부여하는 60Hz의 교류전류, 10시간의 동일한 가열시간, 최고 온도에 도

달하는 즉시 자연냉각 시행 등의 모든 입력변수를 동일하게 부여했다. 다만 해

석 연동 순서에 따라 전자기 물성을 온도에 대한 함수로써 부여하는 것과 상온

상태로 부여하는 차이만 있다.

먼저, mapped field기능을 이용한 one-way coupling의 경우, 전자기 물성은 

온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상온상태로 일정하게 부여한다. 이것은 전자기장이 

온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와전류가 변하지 않아 Fig. 

20과 같이 줄열은 온도에 따라 감소하지 않고 열 해석에 일정하게 부여되어 최

고 온도 663.5℃까지 가열된다.

그런데 co-simulation기능을 사용한 경우, 전자기 물성은 온도에 대한 함수로

써 부여하고 Fig. 16에 나타나듯 전기전도도와 투자율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즉, 전자기장의 크기가 온도에 따라 감소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와

전류의 감소를 의미한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와전류로 인해 Fig. 

20의 전자기장 해석에서 줄열이 온도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의 가

열임에도 열원의 크기 감소로 인해 최고 온도는 623.9℃로 mapped filed기능을 

이용한 one-way coupling과 차이가 발생했다.

연동 순서에 따라 최고온도가 약 40℃ 정도의 큰 차이가 발생하며, 열원인 

줄열의 변화는 온도분포 또한 다르게 발생시킨다. 이러한 열 해석에서 발생한 

큰 차이는 초기 잔류응력 해소량에 차이를 발생시켜 최종상태의 잔류응력의 차

이를 발생시킨다. Fig. 20의 최종상태의 잔류응력 분포는 국부적으로 고찰했을 

때, 분명한 차이가 발생했고 응력의 크기 또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최종상태의 잔류응력의 차이는 전자기 유도가열에 의한 열팽창량의 차

이를 의미하고 이것은 결국 곡직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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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simulation using two method of 

multi-physics analysis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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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orizontal axis Coordinate

(b) Deflection of one-way coupling

(c) Deflection of two-way coupling

Fig. 21 Deflection of initial and final state in two analysis procedure

Fig. 21(a)는 굽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표시했으며, 해석 연동 순서

에 따라 이 부분에서 측정한 최종 상태의 굽힘량은 Fig. 21(b), (c)에서 확인할 

수 있다. 2가지 해석 연동 순서에서 최종 굽힘량은 약 0.1mm정도 차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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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논문은 길이에 비해 굽힘량이 매우 작은 수준이므로 0.1mm의 차이는 

크다고 판단했다. 이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면 mapped field기능을 이용한 

one-way coupling의 경우 최종 상태의 굽힘량이 1.01mm로 25.7% 정도 곡직 성

능이 나타나지만, co-simulation을 이용해 two-way coupling하면 최종 상태의 

굽힘량이 1.12mm로 17.6% 정도의 곡직 성능을 나타낸다.

즉, mapped filed기능을 이용해 one-way coupling하면, two-way coupling에 

비해 더 높은 온도 및 더 넓은 온도 분포로 인해 더 큰 열팽창이 발생한다. 이

것은 초기 잔류응력을 더 많이 해소해 로터의 상부와 하부의 열팽창량의 더 큰 

차이를 의미하고, 최종상태의 잔류응력에서 발생한 차이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곡직 성능에 영향을 미쳐 최종 상태의 굽힘량에 큰 차

이를 발생시키고 실제 보다 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열해석의 온도장 

및 열변형량, 곡직 성능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해석적 단점을 감수하고 줄열의 

온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co-simulation 기능을 이용해 two-way coupling으

로 전자기 유도가열을 모사해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실제 로터에 대한 전자기 유도가열 곡직 공정 모사

3.1장에서 전자기 유도가열을 이용한 곡직 성능 및 가능성과 3.2장에서 해석

의 연결 방법에 대해 검증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화한 모델을 사용한 것으로, 

이 장에서는 실제 로터의 형상에 검증한 내용을 적용해 곡직 성능을 위한 전자

기 유도가열을 이용한 곡직 공정을 모사하고자 한다. 이때, 로터의 물성은 

Table 2와 Fig. 16, 17을 사용해 온도에 대한 함수로서 부여한다.

3.3.1 실제 로터의 초기 잔류응력 상태 모사

3.1장에서 초기 잔류응력 상태를 모사한 방법을 실제 로터 형상에 대해 적용

한다. 이때, 기본 모델과 달리 실제 로터는 자중에 의한 탄성 굽힘이 약 0.1mm 

수준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무시할 수 없어 자중에 의한 영향도 고려한다. 이를 

위해 Fig. 22와 같이 로터와 완전히 접촉해 공차가 없는 지지대를 모델링하고 

단순지지의 형태로 로터를 위치시킨다. 또한 지지대가 로터를 완전히 감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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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Y축 방향의 굽힘을 방해하는 요소는 없도록 모델링한다. 지지대는 강체

를 사용했으며, 온도에 대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부분이므로, 열접촉은 고려

하지 않고 기계적인 접촉만을 고려했다. 이때, 코일은 최대한 코일 사이의 간격

이 없는 형태로 설계하고 앞 장과 같이 대칭 경계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 환형

태로 모델링한다. 실제 로터의 형상에 의해 1/2 대칭 경계조건을 부여하고, 이

로 인해 전자기장이 발생하는 로터와 코일을 감싸고 있는 공기 영역과 로터, 

코일에 6면체 요소를 생성할 수 있어 해석적 간편함과 정확성 및 해석 시간의 

단축이 가능해졌다. 1/2 대칭 경계조건으로 인해 로터의 회전은 구속되며, 자중

에 의한 로터와 지지대의 마찰에 의해 Rigid body motion 오류를 방지할 수 있

다. 이러한 경계조건들은 열하중과 기계적 하중을 이용한 초기 잔류응력상태를 

모사하기에 무리가 없으며, 전자기 유도가열을 이용한 곡직 공정, 기계적 하중

을 이용한 곡직 공정 모사에도 사용된다. 지지된 상태에서 Fig. 23과 같이 열하

중을 부여하고 냉각해 실제 로터 초기 상태1을 모사하고, 중력을 제거해 순수

한 영구 굽힘 및 초기 잔류응력을 확인한다. 초기 굽힘량은 실제 초기 굽힘량

인 0.2mm가 아닌 0.36mm이며, 경계조건 과 형상의 차이에 의해 초기 잔류응력 

90℃90℃

711.2mm

6673.9mm

Fig. 22 Geometric of real rotor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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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Fig. 6과 다르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형상과 

물성의 차이로, 기본 모델과 달리 실제 로터는 중공축이고 직경에 비해 길이가 

더 길며 열이 로터 내부로 깊게 전달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잔류응

력은 로터의 단면에 고루 퍼지지 못하고, 표면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실제 로터 초기 상태1의 경우 상부의 표면에 약 38mm두께의 인장잔류응력, 바

로 하부에 약 140mm두께의 압축잔류응력이 발생한다. 즉, Fig. 6(b)에 비해 초

기 인장잔류응력의 두께가 로터 단면에 깊이 침투하지 못하고 얇게 발생한다.

Heat flux
(518×269 mm2)

Temperature effected heat flux

Initial residual von Mises stress

Initial residual stress (σxx)

Fig. 23 Real rotor making intial residual stress using thermal load

in real rotor initial stat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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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와 같이 기계적 하중을 부여하고 모든 하중을 제거한 뒤 힘평형을 이

룬 실제 로터 초기 상태2를 모사해 순수한 영구 굽힘 및 초기 잔류응력을 확인

한다. 초기 굽힘량은 0.36mm이며, 실제 로터 초기 상태2도 형상에 의해 상부의 

인장잔류응력이 약 90mm, 하부의 압축잔류응력이 약 80mm로 로터의 내부로 

깊게 침투하지 못한다. 그러나 2가지 실제 로터 초기 상태 모두 초기 잔류응력

의 형태는 2장에서 고찰한 것과 비슷하게 상부에 인장, 하부에 압축응력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이용해 전자기 유도가열 공정을 모사하였다. 

Fig. 24 Real rotor making intial residual stress using mechanical load

in real rotor initial stat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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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태를 모사할 때 2장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최

종적인 굽힘이 발생하는데, Fig. 25와 같이 로터를 180°회전시켜 곡직 성능에 

중력을 이용하고자 했다. 이때, 순수한 소성변형에 의한 굽힘량은 0.36mm이지

만, 중력에 의한 탄성 굽힘이 발생해 회전된 상태에서 굽힘량이 0.26mm수준으

로 감소한다. 약 0.1mm의 탄성 굽힘이 중력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고

려하기 위해 순수한 초기 영구 굽힘량을 0.36mm로 모사한 것이다. 또한 본 논

문에서는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 초기 잔류응력이 남아있는 회전 전의 상부를 

회전 후에도 하부가 아닌 상부로 표현하며, 이는 그림 또한 같다.

Fig. 25 Bent rotor rotation 180° for using gr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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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실제 로터의 전자기 유도가열 공정 모사

이 장에서는 3.2장에서 검증한 two-way coupling방법을 이용해 전자기 유도

가열 공정을 실제 로터에 모사하고자 하였다. 이때 Fig. 26(a)와 같이 하중이 가

해진 부분에 열을 집중시키고자, 주요 부분에 직경 36mm의 코일을 감싸고 

15mm의 보조 코일을 추가했다. 최고온도는 592.7℃로 조직의 변태를 방지하고

자 했으며, 단열조건에서 10시간 동안 60Hz의 저주파 교류전류를 이용한 가열

을 통해 로터 표면과 내부의 온도편차가 크지 않도록 했다. Fig. 26(b)에서 나타

나듯이 굽힘이 발생해 초기 잔류응력이 발생한 주요 부분에 열이 집중되었으

며, 로터의 표면과 내부의 온도편차 또한 작게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리고 최고온도에 도달하는 즉시, 자연냉각을 시작해 조직의 변태를 방지하며 

상온상태까지 냉각을 실시한다.

(a) Arrangement of main and sub coil

(b) Temperature distribution of maximum temperature state

Fig. 26 Temperature distribution according to arrangement of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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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ess(σxx) distribution at 308℃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in real rotor initial state1

(b) Stress(σxx) distribution at maximum temperature

of real rotor initial state1

Fig. 27 Stress distribution in heating process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in real rotor initial state1

실제 로터 초기 상태1에 전자기 유도가열을 시행했을 때, 가열하는 동안 초

기 잔류응력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Fig. 27(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

부의 초기 인장잔류응력의 두께가 약 38mm로 얇기 때문에, 바로 하부에 발생

하는 초기 압축잔류응력이 비교적 표면에 더 가깝게 분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자기 유도가열에 의한 열팽창으로 발생하는 압축응력이 표면에서 38mm이상

의 깊이까지 침투해 초기 압축잔류응력과 더해져 상부의 열팽창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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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ess(σxx) distribution at 323℃ by natural cooling

in real rotor initial state1

(b) Stress(σxx) distribution in final state of real rotor initial state1

Fig. 28 Stress distribution in natural cooling process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in real rotor initial state1

즉, 초기 인장잔류응력이 열팽창을 도와주는 것보다 초기 압축잔류응력이 열

팽창을 방해하는 영향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Fig. 27(b)에서 

확인할 수 있듯, 최고 온도 상태에서 상부의 압축응력이 하부에 비해 훨씬 크

게 발생한다. 이 상태에서 냉각을 시행하면 Fig. 28(a)와 같이 상부에 남아있는 

표면의 인장응력은 열수축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오히려 하부로 굽힘량

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최종적으로 Fig. 28(b)와 같이 초기 잔류응력은 거의 변

하지 않으며, Fig. 31(b)와 같이 곡직 성능이 나타나지 않고 최종 상태의 굽힘량 

0.66mm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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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ess(σxx) distribution at 308℃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in real rotor initial state2

(b) Stress(σxx) distribution at maximum temperature

of real rotor initial state2

Fig. 29 Stress distribution in heating process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in real rotor initial state2

기계적 하중을 가해 모사한 실제 로터 초기 상태2의 경우, 실제 로터 초기 

상태1 과 마찬가지로 전자기 유도가열을 시행해도 Fig. 29(a)와 같이 초기 잔류

응력을 거의 해소하지 못한다. 즉, 최고 온도 상태에서 Fig. 29(b)와 같이 상부

에 인장응력이 압축응력으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로터의 상부

와 하부의 열팽창량의 차이를 거의 발생시키지 못하게 된다. 특히, 초기 잔류응

력의 크기가 실제 로터 초기 상태1보다 작아도 전자기 유도가열에 의해 해소하

지 못한 것은, 입열량이 곡직 성능을 나타내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

기 잔류응력을 해소하지 못해, 가열 상태의 응력이 Fig. 30(a)와 같이 냉각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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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ess(σxx) distribution at 323℃ by natural cooling

in real rotor initial state2

(b) Stress(σxx) distribution in final state of real rotor initial state2

Fig. 30 Stress distribution in natural cooling process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in real rotor initial state2

해 뒤바뀌지만, 최종 상태에서 Fig. 30(b)와 같이 초기 잔류응력이 상부에 인장, 

하부에 압축응력의 형태 그대로 남게 된다. 결국 곡직 성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Fig. 31(c)와 같이 초기 굽힘량 0.36mm에서 0.37mm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실제 로터 초기 상태1, 2 모두 원하는 곡직 성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실

제 로터 초기 상태1의 경우 상부에 발생하는 초기 잔류응력이 표면에 집중적으

로 발생하기 때문에 응력의 크기가 초기 상태1에 비해 크게 발생한다. 실제 로

터 초기 상태2의 경우는 하중을 가할 때, 로터와 강체의 접촉부의 모서리 부근

에 인장응력이 집중되어 응력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이는 공통적으로 기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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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의 초기 잔류응력 분포인 Fig. 6, 8과 비교했을 때, 실제 로터 초기 상태1, 2 

모두 응력이 로터 내부에 고루 퍼지지 못하고 표면에 집중되는 것이다. 즉, 응

력의 분포는 작아지고, 크기는 더 커졌으므로, 더 많은 입열량을 가해야 곡직 

성능이 나타난다.

(a) Measuring position of horizontal axis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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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eflection of real rotor initial stat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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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eflection of real rotor initial state2

Fig. 31 Deflection and measurement position in two real rotor initi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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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곡직 성능 향상을 위한 입열량 증가

실제 로터 초기 상태1, 2에서 곡직 성능을 얻기 위해 입열량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검증하고자 Fig. 32와 같이 입열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의 10시간 가열에서 2시간을 추가해, 총 12시간의 가열을 시행한다. 이 상

태에서 즉시 자연냉각을 시행하지 않고 5시간 단열상태를 유지시켜 로터의 내

부까지 열이 고루 퍼지도록 했다. 10시간 가열한 Fig. 26(b)에 비해 12시간 가열

한 Fig. 33은 로터의 내부까지 온도 분포가 더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고 온도는 592.7℃에서 683.3℃로 증가하였으며, 조직의 변태를 방지하

기 위한 700℃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온도이다.

또한, 최고 온도에 도달하는 즉시 냉각하지 않고 5시간동안 가열 없이 단열 

상태를 유지시켜 Fig. 33과 같이 로터의 내부까지 비교적 균일한 온도분포를 

이룬다. 이러한 온도분포에서 자연냉각을 시행해 로터의 상부와 하부에서 발생

하는 열수축량의 비대칭성을 방지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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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Changes in heating and cooling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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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Temp = 683.3℃

12 hours heating

Max Temp = 523.8℃

5 hours insulation

Max Temp = 25℃

Final state by natural cooling

Fig. 33 Temperature distribution by changing heating and cooling procedure

Fig. 34 Stress(σxx) distribution at maximum temperature state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for 12 hours in real rotor initial state1

12시간 동안 전자기 유도가열을 진행한 실제 로터 초기 상태1의 응력분포인 

Fig. 34에서 초기 잔류응력이 10시간 가열한 상태인 Fig. 27(b)에 비교해 초기 

인장잔류응력을 더 많이 해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열팽창에 의한 압

축응력이 원주방향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게 되어, 상부와 하부의 압축응

력에 큰 차이가 없이 대칭적으로 분포하게 된다. 이러한 응력상태는 Fig. 11(b)

와 비슷하며, 이는 추가적인 가열에 의해 로터의 상부가 하부에 비해 더 많은 

열팽창이 발생한 것이다. 즉, 기존의 입열량은 상부의 초기 인장잔류응력에 의

한 영향보다 바로 하부에 있는 초기 압축잔류응력의 영향이 더 컸다. 그러나 

추가적인 가열에 의해 초기 인장잔류응력의 영향이 초기 압축잔류응력의 영향

보다 커지게 되어, 결국 로터의 상부가 하부에 비해 열팽창량이 증가할 수 있

게 되어 열팽창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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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Stress(σxx) distribution at after 5 hours insulation state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for 12 hours in real rotor initial state1

Fig. 36 Stress(σxx) distribution at Final state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for 12 hours in real rotor initial state1

이 상태에서 바로 냉각을 진행하지 않고 5시간 동안 단열 상태를 유지시켜 

Fig. 35와 같이 응력의 분포를 상부와 하부에 차이를 더욱 줄여 단면에 고루 

퍼지게 한다. 그로인해 로터의 원주방향에서 비교적 균일한 수축이 발생하도록 

할 수 있으며, Fig. 36과 같이 최종 상태에서 Fig. 23에 나타낸 상부의 초기 잔

류응력을 Fig. 28(b)에 비해 더 많이 해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초기 굽힘량 0.36mm에서 최종 굽힘량 0.26mm로 곡직 성능이 나타났다. 비록 

원하는 곡직 성능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기본 모델에서 검증한 내용을 실제 

로터 형상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전자기 유도가열 시간을 더욱 증가

시킨다면, 원하는 곡직 성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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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Stress(σxx) distribution at maximum temperature state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for 12 hours in real rotor initial state2

Fig. 38 Stress(σxx) distribution at after 5 hours insulation state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for 12 hours in real rotor initial state2

열하중에 의한 실제 로터 초기 상태1에 비해 기계적 하중을 이용한 실제 로

터 초기 상태2의 경우 Fig. 37에서 확인할 수 있듯 10시간 가열했던 Fig. 29(b)

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었다. 즉, 로터의 상부와 하부의 열팽창량의 차이가 크

게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5시간 단열 상태인 Fig. 38에서 여전

히 상부의 초기 압축잔류응력과 하부의 인장잔류응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잔류응력을 해소시킨 크기에 조금 차이가 발생했고, 5

시간 단열상태로 인해 단면에 응력을 비교적 고루 분포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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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Stress(σxx) distribution at Final state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for 12 hours in real rotor initial state2

이로 인해 최종 상태인 Fig. 39에서 초기 잔류응력이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로

터의 단면에 고루 퍼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초기 굽힘량 

0.36mm에서 0.36mm로 곡직 성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10시간 가열했을 때 발

생했던 역효과는 사라졌다. 이는 열하중에 의한 실제 로터 초기 상태1에 비해 

굽힘이 국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

는 초기 잔류응력의 크기는 작고 분포가 넓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로터 초기 상태2 또한 전자기 유도가열 시간을 12시간보다 더욱 증가시킨

다면, 곡직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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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계적 하중을 이용한 곡직 공정 모사

이 장에서는 기계적 하중을 이용한 곡직 공정을 실제 로터의 형상을 사용해 

모사하고자 한다. 앞 장에서 사용한 Fig. 23, 24의 실제 로터 초기 상태1, 2와 

굽힘이 발생한 초기 상태에서 잔류응력을 제거한 실제 로터 초기상태3의 총 3

가지 초기 상태를 이용해 필요한 하중과 로터의 손상 정도를 예측한다. 기계적 

하중을 가하기 위해 Fig. 22와 같은 지지대와 로터에 중력을 부여해 단순지지 

형태로 모사하며, 굽힘이 발생한 방향과 반대로 기계적 하중을 부여하기 위해 

Fig. 25와 같이 로터를 180°회전 시킨 상태에서 하중을 가한다. 앞 장과 마찬

가지로 자중을 고려하기 때문에, 중력을 제거해 탄성회복이 끝난 뒤에 순수한 

소성변형에 의한 영구 굽힘량을 측정한다. 

4.1 접촉 면적에 따른 로터의 침투 손상 정도

일반적으로 기계적 하중을 로터에 부여하기 위한 지그는 곡면으로 제작되어 

로터의 표면과 넓은 접촉면적을 발생시켜 손상을 최소화한다. 하지만, 본 논문

에서는 직경이 다른 로터에서의 사용을 염두에 두었으며, 국부적인 굽힘을 교

정하기 때문에 Fig. 40과 같이 하중을 가하는 범위가 로터를 감싸는 형태가 아

닌 평면이다. 따라서 하중을 가하는 접촉부위의 손상은 불가피하며, 이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 Fig. 40과 같이 지그의 X축 길이를 증가시켜 접촉 면적을 증가

시키며 진행한다. 지그의 X축 길이는 100mm를 시작으로 100mm씩 증가시키고, 

지그의 Z축 길이는 로터와 접촉하는 부분보다 충분히 여유를 두고 모델링한다. 

기계적 하중을 가하기 위한 지그는 강체를 이용해 모사했으며, 로터의 무게 중

심선에서 -X축 방향으로 6.44mm 떨어진 위치에서 하중을 가한다. 로터의 손상 

정도는 내부로 파고드는 Y축 방향의 소성변형 된 깊이로 정의하며, 초기 굽힘

량 0.36mm에서 최종 굽힘량 0.05mm 이하의 범위까지 곡직 성능이 나타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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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m

200mm

300mm

Fig. 40 Shape and dimension of rigid body to apply mechanical load

측정한다. 최종 굽힘량은 중력을 제거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힘평형을 이루어 

탄성회복이 끝난 시점에 측정하며, 로터의 굽힘량이 0.15mm가 초과하면 가동

을 중지할 정도의 큰 변형이므로 로터의 손상 정도는 0.1mm이하가 되어야 안

전하다고 판단한다.

Fig. 41과 같이 3가지 초기 상태 모두 지그의 X축 길이가 100mm일 때, 굽힘

량은 0.05mm 이하로 완전히 곡직 성능이 나타났고 로터의 손상 정도가 0.2mm

를 초과한다. 이에 지그의 X축 길이를 200mm로 증가시켜 진행하는데, 실제 로

터 초기 상태1인 Fig. 41(a)에서 나타나듯 로터의 손상 정도를 0.1mm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2가지 초기 상태는 로터의 손상 정도를 X축 

길이 100mm에 비해 감소시킬 수 있지만, 0.1mm이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

다. 이에 지그의 X축 길이를 300mm로 기계적 하중을 가하며, 이때 모든 경우

에서 로터의 손상 정도는 0.1mm 이하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기계적 하중에 의해 지그가 로터의 내부로 파고들면서 주변부를 밀어

내며 위로 돌출되는 변형을 만든다. 이러한 부분은 로터의 손상 정도와 함께 

감소하며, 지그의 X축 길이가 300mm에서 로터를 깎아내는 간단한 공정으로 해

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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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tor damage in real rotor initial state1

(b) rotor damage in real rotor initial state2

(c) rotor damage in without residual stress initial state

Fig. 41 Rotor damage due to rigid body length

in three real rotor initi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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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곡직 성능에 필요한 하중 및 초기 잔류응력의 영향 고찰

해석의 수렴성과 해석 시간의 단축을 위해 강체인 지그에 변위를 부여하고 

반력을 계산해 원하는 곡직 성능에 필요한 하중을 예측한다. 이는 변위를 부여

했을 때, 지그에 발생하는 반력을 곡직 성능에 필요한 기계적 하중이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그의 X축 길이가 300mm이상일 때, 로터의 손상 정

도가 안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3가지 초기 상태에서 지그의 X축 길이가 

300mm일 때, 기계적 하중을 가하기 위한 지그의 변위와 그 때 발생하는 반력

을 Fig. 42와 같이 함께 나타냈다. 이때, 그래프의 X축은 요소 번호, Y축은 변

위를 이용해서 X축에 비해 Y축을 과장되게 표현해 로터의 손상 정도를 정확히 

확인했다. Fig. 4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충격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분 동안 서서히 변위를 늘려가며 하중을 부여하고, 그 상태를 다시 5분간 유

지시킨다.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5분 동안 서서히 변위를 줄여, 동적효과를 

최소화하며 기계적 하중을 제거한다. 지그의 변위 기울기에 따라 발생하는 반

력 기울기가 서로 잘 일치하는 것으로 충격에 의한 영향은 적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로터 초기 상태1, 2인 Fig. 42(a), (b)에서 최대 변위는 각각 

14.75, 15.05mm, 필요한 최대 하중의 크기는 각각 13.48, 13.77MN으로 거의 비

슷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초기 잔류응력이 없는 경우인 Fig. 42(c)에서  최대 변

위는 16.25mm, 필요한 최대 하중의 크기는 15.06MN으로 비교적 더 큰 변위와 

하중을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계적 하중을 이용한 곡

직 공정을 위한 장치를 개발할 때, 최소한 15MN이상의 하중을 부여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야하며, 로터와 접촉하는 지그의 X축 길이는 300mm 이상이 되어

야 원하는 곡직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 초기 상태1, 2가 초기 잔류응력이 없는 상태에 비해 곡직 성능에 

필요한 하중의 크기가 더 작은 것으로 초기 잔류응력의 상태가 기계적 하중을 

이용한 곡직 공정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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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History of displacement and reaction force required for straightening 

when the length of jig X axis is 300mm from three initial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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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load

Fig. 43 Stress(σxx) distribution at maximum load state by

mechanical loading in without residual stress initial state

Fig. 44 Stress(σxx) distribution at final state by

mechanical loading in without residual stress initial state

이에 초기 잔류웅력에 대한 영향을 제 3 장에서와 같이 고찰하고자 하며, 앞 

장에서와 같이 초기 잔류응력이 없는 상태를 먼저 고찰한다. 기계적 하중이 최

대 상태일 때, 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상부에 인장응력이 발생하고 하중이 

가해지는 하부에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Fig. 4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

력을 제거하고 탄성회복이 끝나 힘평형을 이룬 최종 상태는 Fig. 44와 같이 기

계적 하중을 가한 부위인 하부에 인장 잔류응력이, 상부는 압축잔류응력이 남

게 된다. 특히, 상부의 압축잔류응력이 표면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러한 응력분

포는 재료를 파괴에 대해 취약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곡직 작업을 마치고 로터

를 다시 사용하기에 앞서 특별한 열처리 공정을 통해 제거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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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load

Fig. 45 Stress(σxx) distribution at maximum load state by

mechanical loading in real rotor initial state1

Fig. 46 Stress(σxx) distribution at final state by

mechanical loading in real rotor initial state1

실제 로터 초기 상태1에 Fig. 45와 같이 최대 크기의 기계적 하중이 가해질 

때, 상부에 인장, 하부에 압축응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초기 인장잔류응력이 상

부의 표면에 강하게 남아있으므로, 곡직 성능을 위한 기계적 하중이 가해지는 

동안에 발생하는 하부의 인장응력을 돕게 된다. 이는 전자기 유도가열에서 초

기 잔류응력의 역할과 비슷하며, 그로인해 초기 잔류응력이 없는 상태보다 더 

작은 기계적 하중으로 같은 곡직 성능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Fig. 46을 통해 최종 상태에서 초기 잔류응력을 거의 대부분 해소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로터의 표면에 대부분 인장잔류응력이 발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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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load

Fig. 47 Stress(σxx) distribution at maximum load state by

mechanical loading in real rotor initial state2

Fig. 48 Stress(σxx) distribution at final state by

mechanical loading in real rotor initial state2

이는 실제 로터 초기 상태2의 Fig. 47에서도 Fig. 45와 같은 최대 하중 상태

에서의 응력 분포가 비슷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부의 초기 인

장잔류응력 및 하부의 초기 압축잔류응력이 곡직 성능을 위한 기계적 하중과 

같은 방향이므로, 곡직 작업을 도와 곡직 성능을 향상시킨다. 이로 인해 더 작

은 크기의 기계적 하중으로 원하는 곡직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Fig. 48

로 최종 상태에서 실제 로터 초기 상태1과 같이 초기 잔류응력을 대부분 해소

한 것과 로터의 손상이 발생한 부분의 인장잔류응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초

기 잔류응력의 상태에 따라 기계적 하중을 이용한 곡직 공정 또한 곡직 성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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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잔류응력에 따른 영향과 곡직 성능에 필요한 최대 하중의 크기를 확실

히 확인하기 위해 4.1 절에서 수행한 총 9가지 경우에 대한 곡직 성능에 필요

한 하중을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다.

지그의 X축 길이가 100, 200mm인 경우에서도 초기 잔류응력이 존재하는 2가

지 상태가 초기 잔류응력이 없는 초기 상태보다 더 작은 하중으로 곡직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계적 하중에서도 곡직 공정에 초기 

잔류응력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로터의 손상정도는 지그의 X축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줄어드는 반비례 

관계이나, 곡직 성능에 필요한 하중의 크기는 증가하는 비례관계이다. 그러므로 

지그의 X축 길이가 가장 긴 300mm일 때, 가장 큰 하중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Mechanical load required for straightening in nine cases

  Jig

          length

           (mm)

Initial

state

100 200 300

Real rotor 

initial state1

12.57 MN

(≒ 1282 tone)

12.34 MN

(≒ 1259 tone)

13.48 MN

(≒ 1375 tone)

Real rotor 

initial state2

12.64 MN

(≒ 1288 tone)

13.3 MN

(≒ 1357 tone)

13.77 MN

(≒ 1405 tone)

Without initial

residual stress

14.11 MN

(≒ 1440 tone)

14.34 MN

(≒ 1463 tone)

15.06 MN

(≒ 1537 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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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굽힘이 발생한 로터의 교정을 위한 전자기 유도가열, 기계적 

하중을 이용한 2가지 곡직 공정을 전산기법을 이용해 모사했다. 이를 위한 초

기 굽힘은 열적, 기계적 하중을 직선 상태의 어떤 하중도 존재하지 않는 로터

에 각각 따로 부여해 2가지 초기 상태를 구현한다. 굽힘이 발생한 2가지 초기 

상태는 다양한 초기 굽힘 상태에 대한 대표적인 상태로 고려하며, 이때 발생한 

초기 잔류응력이 곡직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응력 관점에서 고찰했다. 이를 통

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l 전자기 유도가열을 이용한 곡직 공정은 로터의 상부 표면에 발생한 초기 인

장잔류응력에 의해, 상부의 표면에서 열팽창에 의한 압축응력과 상쇄되면서 

하부에 비해 열팽창량이 증가한다.

l 전자기 유도가열에서 최고 온도에 도달하면 초기 잔류응력이 해소되어, 굽

힘이 발생한 로터의 상부와 하부의 응력 분포의 차이가 줄어들고 원주방향

으로 동일한 열수축이 발생한다.

l 굽힘이 발생한 로터의 상부와 하부에서 전자기 유도가열에 의한 열팽창량의 

차이와 원주방향으로 거의 동일한 열수축으로 인해 곡직 성능이 나타난다.

(실제 로터 형상에서 초기 굽힘량 0.36mm에서 0.26mm로 교정)

l 전자기 유도가열의 입열량이 충분하지 못하면 곡직 성능이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해 굽힘량이 증가할 수 있다.

(실제 로터 형상에서 초기 굽힘량 0.36mm에서 0.66mm로 역효과 발생)

l 전자기 유도가열을 이용한 곡직 공정에서 냉각에 의한 영향보다 가열에 의

한 온도 분포 및 열의 크기가 더 지배적이며, 초기 잔류응력이 없는 상태에

서는 곡직 성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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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로터의 단면에서 비대칭적인 초기 잔류응력의 상태가 중요하며, 전자기 유

도가열을 통해 초기 잔류응력을 잘 해소할수록 곡직 성능은 향상된다.

l 기계적 하중을 이용한 곡직 공정은 초기 잔류응력의 영향을 받으며, 초기 

잔류응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큰 힘을 필요로 한다.

l 기계적 하중을 이용한 곡직 공정은 로터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로터와 접

촉하는 평면 지그의 길이를 최소한 300mm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l 평면 지그의 길이가 300mm일 때, 원하는 수준의 곡직 성능을 달성하기 위

해서 15.06MN(1537tone)의 힘이 필요하므로, 이 이상의 하중을 가할 수 있는 

장비를 설계해야 한다.

영구 굽힘이 발생한 로터는 필연적으로 잔류응력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초기 

잔류응력상태는 모든 곡직 공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곡직 공정을 시

행하기에 앞서 로터에 발생한 초기 잔류응력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며, 초기 잔류응력에 따라 곡직 성능은 저마다 다르게 발생할 것이다. 역으

로 생각하면 정확한 초기 응력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면, 로터에 손상이 발생하

지 않고 원하는 곡직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표적인 다

중물리현상인 전자기 유도가열의 경우 본 논문에서 검증한 해석 연동 방법을 

통해 원하는 곡직 성능을 위한 입열량, 입열위치 등의 시험변수를 실험에 앞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다양한 초기 잔류응력상태에 대해 전자기 유도가열 및 기계적 하중을 

이용한 곡직 공정에 대해 하중의 크기 및 범위 등을 응력 관점에서 연구한다면 

보다 일반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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