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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최근 국내산업계에서는 메카트로닉화가 진전

됨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자동

화 시스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
반 산업용 공압실린더도 산업용 로봇이나 공작기

계 등에 요구되는 사양과 마찬가지로 고정도 고,
속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압기기 설.
계 생산기술은 선진국과는 달리 역사가 짧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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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술 인력부족 그 자체의 고유한 산업으로,
서의 미정립 등의 이유로 말미암아 단순 공압기

기에 대하여 모방 설계 및 생산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따라서 저마찰 고속 공압실린더의 수요, ,
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수요량을

선진국으로 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다 공압실린더의 핵심은 피스톤에 설치된 탄성.
체 실에 공기압이 작용할 때 공기의 누출을 최,
소화하면서 실린더 보어와 탄성체 실 사이의 마

찰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런 마찰은 실의 마모.
및 수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마모의 영향인,
자는 실린더 보어의 표면 조도 공기 압력 윤활, , ,
작동온도 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또한 실의 동적 안정성은 락킹 을. (rocking)
제거하고 밀봉 접촉점에서 립을 밀봉 표면에 효

과적으로 접촉시키는데 중요한 인자이다[1]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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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erform a finite element analysis that will have the ability to predict the
seal performance characteristics, such as deformation, contact load and friction and also is to provide a
means of potential seal designs, which can reduce the time and cost of designing the performance of
the seal. The material property tests of elastomer seal are performed to obtain the hyperelastic
properties and The Mooney-Rivlin constants are determined from these test results. A 2D modelling of
the seal cross section is performed to simulate the contact behavior between the seal on the piston and
the cylinder bore under operation conditions. The deformation behavior, contact load and friction of an
elastomer seal is analyzed by a finite element method which performs three analytic phases of
interference fit, the variations of pneumatic pressure and piston movement under the operational
conditions.



2
적으로 공압실린더에는 립 형상 의 실이(lip type)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단면 형상의 설계가 중요

하다[2] 탄성체 실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의 연구.
는 및 가 정적하중조건Peng, Sun Albertson (1996)
하에서 유압 실에 대한 성능을 해석하여U-cup
마찰력을 얻고 실 내에 생성된 응력을 분석하였

다[3] 의 연구는 를 사용하여 새로. Claus(2002) FEA
운 피스톤 실의 개발 및 실 설계를 검heavy duty
증하기위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설계자에게 실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었

지만 동적조건에 대한 실의 응답을 나타내는 설

계도구로서는 유용하지 않았다[4] 그래서 실의 동.
적운동을 해석할 수 있는 연구가 더 효과적인 실

설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마찰 및 고속 공압 실린더

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립 형상의 탄성체

실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고무소재의 비선형

물성 시험을 수행하고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지,
배 인자를 규명하기 위하여 공기 압력 피스톤,
속도 등의 작동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유한요소

해석을 통한 실의 거동 접촉 하중 및 마찰 특성,
을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공압 위치제어.
시스템 모델링 최적 실링 형상 결정 및 설계 기,
술 운전 조건 등을 획득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실링의 비선형 물성시험기술2.

실 소재의 물성시험2.1 (Seal)
피스톤부에 설치되는 실 사 일(PGY, Sakagami ,
본 과 로드부에 설치되는 실 사 일) (PNY, Sakagami ,
본 은 소재이며 기) NBR(Nitrile Butadiene Rubber) ,
본물성을 측정하기 위한 샘플은 연마공정을 이용

하여 제작되었으며 의 틀칼을 이용, ISO 37 type 3
하여 두께 폭 의 인장 시편을1.14 mm, 4.45mm
제작하였다.
인장강도시험은 소재의 기본물성을 얻는데 가

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상온에서 수행하였으며,
과 같은 응력 변형률 선도를 구하였다Figure 1 -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의 시편에 대한 인3
장강도 시험결과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시편상

의 산포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은 실. Table 1
소재에 대한 기본물성 측정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실의 유한요소 해석을 위해서는 실 소재의 비

선형 재료물성을 파악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Figure 1 Stress-strain curve of seal specimens

Table 1 Test results of seal specimens

실 소재는 제조과정에서 배합성분 및 함량조건이

다양하고 재현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까지 표준화된 물성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유.
한요소 해석에 필수적인 실의 물성은 그 값의 변

화에 따라 해석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며 해의

정확성 및 수렴성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정확한 해석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품과 동일한

성분 및 조건으로 제작된 시편을 이용하여 비선

형 물성시험을 통한 재료상수 확보가 필수적이

다 이러한 실의 물성은 변형률에너지함수의 계.
수 값으로 표현되는데 이 계수 값들은 여러 가,
지 다른 하중 상태에서의 재료시험을 통하여 구

해진 응력 변형률의 시험 데이터를 변형률에너지-
함수로부터 유도된 응력 변형률 곡선으로 피팅하-
여 시험 값과 계산 값의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결정된다 실의 비선형 물성을 구하기 위한 시험.
으로는 단축인장 이축인장 및 순수전단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시험편 확보의

어려움으로 실에서 얻어진 샘플에 대해서 연마공

정을 이용하여 인장시편만을 제작하여 단순인장

시험만을 수행하여 비선형 재료상수 값을 결정하

였다.
단순인장시험은 변형률 및 의 범위 내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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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회씩 반복하중을 주어 응력 변형률 곡선을5 -
연속적으로 구한 것으로 반복회수가 증가할수록

또한 변형률 구간이 커질수록 응력이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첫. -
번째 회수의 곡선에 비해 두 번째 회수의 응력-
변형률 곡선이 가장 크게 감소를 한다 그리고.
반복회수에 따라 응력 변형률 곡선은 조금씩 낮-
아지다가 일정한 응력 변형률 값으로 안정화되었-
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실 소재의 최종 물성. ,
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시험 결과에서

와 같이 안정화된 번째의 응력 변형률Figure 2 5 -
곡선을 선택하였다.

Figure 2 Stress-strain curve for strain ranges

Table 2 Nonlinear material constant of seal

단축 인장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응력 변형률의-
데이터를 변형률 에너지함수로부터 구해진 응력-
변형률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커브 피팅 프로그램

을 통하여 와 같이 항을Table 2 Mooney-Rivlin 2
결정하였다 에서와 같이 변형률 범위에. Table 2
따라 비선형 재료상수 값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

으며 재료상수 값들의 정량적 비교를 위해 식, (1)
의 전단계수 를 이용하여 계수를(G) Mooney-Rivlin
비교해 보았으며 변형률 범위가 클수록 강성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GMooney = 2(C10 + C01) (1)

모델링 및 해석조건2.2 Seal

실의 형상 및 설치부 제원2.2.1
은 피스톤 실 의 형상을 보Figure 3(a) (PGY-20)

이고 있으며 는 피스톤 실의 단면 형, Figure 3(b)
상을 보이고 있다.
실의 단면 형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커터를 이

용하여 실을 절단하였다 실의 단면 형상은 광학.
현미경 을 이용하(Nikon optical microscope MM-60)
여 배 배율로 확대하고 형상의 좌표를 수 마이60
크로 스케일의 정확도로 측정하였다.

(a) Front shape (b) Cross section
Figure 3 Seal shapes(PGY-20) of piston seal

실의 해석 조건2.2.2
실의 에서 발생하는 모든 영향을sealing zone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지의 다른 역학적 고려를3

을 하여야 한다 즉 공기압의 영향을 표coupling . ,
현하는 모델링 실과 실린더 벽사이의 접촉을 표,
현하는 접촉역학 모델 실의 비선형 거동을 표현,
하는 변형역학 모델이다 는 실 링 및 실. Figure 4
린더 보어의 접촉면 피스톤 홈 부의 단면 구조,
를 보이고 있으며 는 실 링 및 실린더, Figure 5
보어의 접촉면 피스톤 홈 부의 전체 해석 모델,
을 보이고 있다 해석 모델은 비선형 유한요소해.
석 프로그램인 를 이용하였다 실은 차ABAQUS . 2
원의 축대칭 요소를 사용하였으며CAX8H 12,098
개의 절점과 개의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3,937
하였다 공기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공기압에.
노출되는 영역의 절점에 대해서 압력을 분포시킨

다 실과 실린더 보어의 접촉 영역은 다른 영역.
보다 세밀하게 격자를 나누고 실의 접촉영역을,

로 정의하고 실린더 보어의 접촉영역은sl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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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하였다master .

Figure 4 Cross section of seal, piston part and
cylinder bore.

Figure 5 Finite element model of seal, piston
part and cylinder bore.

실링의 거동 해석을 위한 하중 조건은 다음과

같이 단계로 이루어 졌다 첫째는 정적해석 단3 . A
계로서 실과 실린더 보어의 간격을 맞추기 위해,
간섭 맞춤 기능을 사용하여 실린(Interference fit)
더 보어 내벽과 피스톤 사이의 은 로gap 0.05 mm
설정하였다 두 번째는 공기압 제공 단계로서. B
정적해석 단계인 단계의 하중이 작용하는 상태A
에서 공기압 및 을 제공하는0.2, 0.4, 0.6 0.8 MPa
단계이며 공기압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
과 접촉력을 최소한으로 하는 조건사이의 타협

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피스톤 이송(trade-off) . C
단계로서 단계 및 단계의 하중조건이 작용A B
하는 상태에서 피스톤이 임의의 속도로 이송하는

단계이다 피스톤의 이송 조건과 이 때 작용하는.
마찰계수는 실 링과 피스톤 홈 부와의 마찰계수

는 실 링과 실린더 보어와의 마찰계수는0.6, 0.1
으로 가정하였다.

실의 해석결과3.
단계 해석 결과3.1 A

는 실린더 보어 내벽과 피스톤 사Figure 6(a)
이의 를 실행하여 발생한 변형률Interference fit
해석 결과로서 약 를 나타내고 는39% , Figure 6(b)
응력 해석 결과로서 최대 응력은 약 이었3.9MPa
다 는 접촉력의 해석 결과로 약. Figure 6(c) 7.0N
이 발생하였다.

(a) Strain

(b) Stress

(c) Contact load

Figure 6 Deformation shape, strain and contact
load under interference fit conditions

단계 해석 결과3.2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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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석단계에서는 단계의 하중이 작용하는A
상태에서 의 공기압이 작용하였을 경우의0.2 MPa
해석결과이다 는 변형률 해석 결과로. Figure 7(a)
서 국부 최대 변형률은 약 를 나타내고49.7% ,

는 응력 해석 결과로서 최대 응력은Figure 7(b)
약 이었다 는 접촉력의 해석 결5.2MPa . Figure 7(c)
과로 약 이 발생하였다8.6N .

(a) Strain

(b) Stress

(c) Contact load

Figure 7 Deformation shape, strain and contact
load under A+B load conditions

단계 해석 결과3.3 A+B+C
본 해석단계에서는 단계 및 단계 하중 조건A B

에 더하여 임의의 행정을 이동할 경우의 해석 결

과이다 는 변형률 해석 결과로서 국부. Figure 8(a)
최대 변형률은 약 를 나타내고20.0% , Figure 8(b)

는 응력 해석 결과로서 최대 응력은 약 이2.1MPa
었다 는 접촉력의 해석 결과로 약. Figure 8(c)

이 발생하였다22.8N .

(a) Strain

(b) Stress

(c) Contact load

Figure 8 Deformation shape, strain and contact
load under A+B+C load conditions

는 실링이 설치된 피스톤이 공기압Figure 9 0.2,
및 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이동하0.4, 0.6 0.8 MPa

고 실의 립 과 실린더 보어 표면 사이의 마찰, (lip)
계수가 및 로 변화될 때 실의0.02, 0.15, 0.5 0.9 ,
립 과 실린더 보어 사이의 접촉 압력을 나타(lip)
내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립의 반원형 돌기. 3
개중에서 중앙 반원형 돌기에 가장 큰 접촉압력

이 작용함을 알 수 있고 공기압과 마찰계수에 따

라 접촉압력의 분포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은 실링이 설치된 피스톤이 공기압Figure 10
및 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이0.2, 0.4, 0.6 0.8 MPa

동하고 실의 립 과 실린더 보어 표면 사이의, (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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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계수가 및 로 변화될0.02, 0.1, 0.15, 0.5 0.9
때 실의 립 과 실린더 보어 사이의 마찰력을, (lip)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공기압 및 마찰.
계수가 증가할수록 실의 립과 실린더 보어 사이

의 마찰력은 약 에서 사이에서 변화1.0 N 60.0 N
한다.

Figure 9 Contact pressure prediction of node
point of lip seal with the variation of pneumatic
pressure and friction coefficients

Figure 10 Friction force prediction for variation
of friction coefficients between rubber seal and
cylinder bore under different pneumatic pressure

결 론4.

고속 공기압 실린더의 거동 및 특성 해석의 연

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 링의 비선형 고무 물성을 측정하기 위하1)
여 단순 인장 및 압축 시편을 제작하고 시편 시

험을 수행하여 변형률 일 때의 비선형10%, 20%
고무 특성을 나타내는 상수를 구하Mooney-Rivlin
였다.

피스톤 실 링의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유한2)

요소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 링의 단면 형상

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유한요소 모델을 작성하

고 경계조건 및 하중 조건을 확립하였다, .
피스톤 실 링의 작동 환경에서의 성능을 예3)

측하기 위해서 간섭 맞춤 해석 단(Interference fit)
계 공기압 공급 단계 피스톤 이송 단계에 대한, ,
해석을 수행하여 각 단계마다 실링의 변형률 응,
력 접촉력 등을 계산하였다, .

실링이 설치된 피스톤이 공기압4) 0.2, 0.4, 0.6
및 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이동하고 실의0.8 MPa ,
립 과 실린더 보어 표면 사이의 마찰계수가(lip)

및 로 변화될 때 실의 립0.02, 0.1, 0.15, 0.5 0.9 ,
과 실린더 보어 사이의 접촉 압력 및 마찰력(lip)

을 계산하였다.
피스톤 실 링의 작동 환경에서의 성능을 예5)

측하기 위한 해석 모델을 확립하여 서보 실린더

의 주요 성능인자인 공기압 제공으로 인한 공기

누설 과 접촉력 사이의 최적 설계값을 구하기 위

한 해석 기술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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