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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차륜-레일 또는 기어, 베어링, 타이어 등에서 

발생하는 구름접촉 마모는 기계 구조물의 진동 

및 소음 발생, 수명 감소, 성능 저하 등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모 메커니즘의 정량적 분석 등 많은 실험적, 해석

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구름접촉에 의한 마모 

손상은 여러 가지 물리적, 화학적 메커니즘이 동시

에 작용하여 발생하고, 구름접촉에 의한 마모 손상

은 접촉 피로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피로와 

마모 메커니즘 사이의 관계 등은 아직도 많은 연구

가 필요한 부분이다. 
구름접촉시 발생하는 마모는 Kalker[1], 

Jendel[2], Telliskivi와 Olofsson[3] 등이 수치해석적

으로 예측하였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Hertz 이론

에 기초한 접촉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구름접

촉에 의한 소성변형을 고려하고 반 무한체라는 

가정(half-space assumption)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

한요소법을 이용한 마모해석 방법을 구축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유한요소법 및 수치해석을 통하여 

구름접촉에 의한 마모를 예측하는 방법을 구축하

는 것이 주목적이다. ABAQUS를 이용하여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고 Archard 마모모델을 적

용한 수치해석 모델을 구축하여 구름접촉시 마모

에 의한 접촉 프로파일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2. 마모예측 방법

구름접촉시 발생하는 접촉압력과 슬립 등의 접

촉해석은 두 탄성체 접촉의 3차원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사용하였다. 
마모예측 절차는 Fig. 1 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프로파일 

형상, 하중 조건, 요소분할 등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부분이며, 모델링 방법 및 경계조건 등은 이전 연구

[4]와 동일하다. 두 번째 부분은 두 개의 롤러가 

구름 접촉하여 정상상태가 되었을 때 접촉압력, 
슬립 등을 해석하는 부분이다. 세 번째 부분은 구름

접촉해석에서 계산한 각 절점별 접촉압력, 슬립량 

등을 이용하여 마모량을 계산하는 부분이며, 
ABAQUS의 subroutine인 UMESHMOTION내에 마

모해석 방법을 프로그래밍 하였다. 각 절점별로 

계산한 마모량은 한 사이클 회전 시 동일한 회전 

streamline은 합산하여 전체 롤러의 마모량을 계산

하였다. 각 마모 예측 단계에서 마모량이 과다하게 

예측될 경우 비현실적인 마모형상이 되거나 접촉

해석의 수렴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 마모량을 0.01 
μm 로 제한하였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유한요소

해석의 수렴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모된 

영역의 메쉬를 재 배치 하는 부분이며 adaptive 
mesh smoothing 기능을 사용하였다.

Fig. 1 Flowchart of rolling contact wea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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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접촉 마모예측에 사용한 마모 모델은 트라

이볼로지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Archard 
마모 모델[5]을 기초로 하였다. 

3. 결과 및 검토

Fig. 2 는 최대 접촉압력 1,400 MPa 일 때 마모를 

예측하고, 마모가 진행될 때 구름방향의 접촉압력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마모가 진행될수록 구름

방향 최대 접촉압력이 작아지고 접촉길이도 줄어

듦을 알 수 있다. Fig. 3 은 마모가 진행됨에 따라 

폭방향 접촉압력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폭 

방향의 최대 접촉압력도 마모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한다. 그러나, 폭 방향의 접촉길이는 마모가 

진행됨에 따라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접촉면적은 

마모 초기에 타원형의 접촉형상을 나타내다가, 마
모가 진행될수록 타원형 접촉에서 선접촉으로 변

화하였다.
마모깊이가 변화하는 기울기는 초기에 급속한 

마모가 발생하다가, 마모가 발생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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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volution of contact pressure as 
wear progresses for nodes located 
along rolling direction x-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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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volution of contact pressure as 
wear progresses for nodes located 
along contact width direction 
z-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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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volution of surface profile as wear 
progresses

Fig. 4는 시험편 폭방향으로의 초기 프로파일과 

마모가 발생하여 변화한 프로파일을 나타낸 그림

이다. 마모가 발생할수록 폭 방향의 곡면형상이 

대체로 완만해지는 형상으로 변화하였다.

4. 결론

3차원 유한요소법 및 수치해석을 통하여 구름접

촉시 발생하는 마모를 예측하였다. 마모해석 결과, 
두 개의 원통이 구름접촉 할 경우 마모에 의해 

최대 접촉압력은 작아지며, 접촉면적은 초기에 타

원형의 접촉형상을 나타내다가, 마모가 진행되면 

선형접촉으로 변화한다. 마모에 의해 초기 프로파

일의 곡면 형상이 완만한 형상으로 변화하였으며 

실험과 일치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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