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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ing의 접촉 응력 해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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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X-ring is a elastomer with X-shaped cross-section used as a mechanical seal or gasket. Such a 
X-ring was equipped in a groove and compressed between two or more parts, acts as a seal on the 
interface. This study aims to detect contact stress and deformed shape of a X–shaped ring shell under 
various compressive contact conditions. A contact stress analysis was carried out by finite element 
analysis. The effect of compression rates and thickness design variable was analyzed. X-ring kept up 
the double seal until a compression rate of  20 %. The maximum stresses of the X-ring was occurred 
at the top and bottom corner. The maximum contact stress of X-ring was rapidly increased according 
with the compression rate. The X-rings with thickness design variable from 1.3 mm to 1.5 mm had 
comparative low stress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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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밀부품(seal 또는 sealing)은 기계적으로 시스

템에 압력이 작용할 때 유체나 가스의 누수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채제욱 등은 고압 

밀폐링의 형상 최적화에 대해서 연구하였다.(1)   
기밀부품 중에서 고무 O-ring은 생산성 및 신뢰

성 그리고 장착성이 우수하여 대단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O-ring 중에서 단면이 X 형상을 

갖는 O-ring을 X-ring이라 불린다. O-ring은 구조

물에 장착을 하면 상부와 하부에 각각 한 개의 

접촉면을 갖는다. 그에 비해 X-ring은 구조물에 장

착하면 상부와 하부에 각각 2개의 접촉면을 갖게 

되어 총 4개의 접촉면을 갖게 된다. 오링은 잘 알

려진 바와 같이 동적인 구조물에 대하여 비틀림 

등의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X-ring은 이와 

같은 O-ring의 문제점을 이중 접촉으로 극복하였

다. 또한 사각의 홈에 잘 맞는 형상으로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X-ring의 재질

은 고무이다. 고무의 물성은 실험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실험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하

여 FE 해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X-ring의 

접촉 해석과 X-ring과 O-ring의 응력 및 변형에 대

한 차이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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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iguration of X-ring

Fig. 2 Sectional view of X-ring

2. 해석모델

X-ring은 클로로프린(Chloroprene) 고무로 되어 

있으며, 그 형상은 Fig. 1과 Fig. 2와 같다. Fig. 1은 
X-ring의 정면을 나타내며, 그 형상은 O와 같다. 
Fig. 2는 X-ring의 단면을 나타내며, 그 형상은 X
형을 갖고 있다. 

3. X-ring의 고무 재질에 대한 물성

고무의 특징은 작은 응력범위에서 높은 변형성

을 가지며, 탄성구간 내에서 비선형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특히 변형률이 500 %까지도 탄성성질

을 나타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극히 

작은 범위에서는 선형적인 거동을 나타내기 때문

에 탄성계수(Young’s modulus)를 적용할 수 있으

나 높은 변형조건에서는 탄성계수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고무의 물성을 초탄성(hyperelastic) 
거동이라고 한다 . 대변형 탄성거동에 대하여 , 

Fig. 3 A stress-strain curves of Chloroprene rubber(2)

단위 체적 당 변형률 에너지 함수(strain energy 
function)의 변화율이 응력에 의한 일률과 같다는 

개념을 이용하여 초탄성체의 거동을 나타낸다.
 변형률 에너지 함수를 표현하는 모델로서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변형률이 150% 
내에서 잘 일치되는 Mooney-Rivlin모델이 많이 사용

되고 있다. Mooney-Rivlin식을 만족하려면 재료상수

가 필요하며, 이 비선형 재료상수는 고무의 물성시

험으로부터 얻어진 응력과 변형률을 이용하여 계산

된다. 고무의 물성시험은 단축인장시험(uniaxial 
tension test), 이축인장시험(equi-biaxial tension test), 
단축압축시험(uniaxial compression test) 그리고 순수

전단시험(pure shear or planar tension test)이 사용된

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Mooney-Rivlin 상수를 이용

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2~6) Fig. 3은 고무

의 실험 응력-변형률 곡선이다.(2)  

4. X-ring의 접촉 응력 해석

4.1 유한요소 모델링 및 경계조건

X-ring의 응력해석은 상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였으며, 해석에 사용된 요소는 

ANSYS 10.0에서 제공되는 PLANE 182 이다. 
PLANE 182는 솔리드 구조물의 2D 모델링에 

사용되며, 이는 고무와 같은 대변형을 잘 표현한다.(7) 
또한 축대칭모델이 가능하므로 X-ring의 해석에 

매우 적합하다. PLANE 182 요소는 각 절점에 
대하여 2자유도를 갖고 있으며, 4절점 요소이다. 
PLANE 182 요소의 형상 및 특성을 Fig. 4에 

나타내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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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hape of PLANE 182(7)

  

Fig. 5 Dimensions of the X-ring 

Fig. 6 FE-modeling of  X-ring for contact analysis

Fig. 7 Boundary conditions of X-ring for contact   
       analysis

본 연구에 사용된 X-ring의 형상 치수는 Fig. 5
에서 표현하였다. 이를 토대로 유한요소 모델을 

만들었으며, X-ring의 유한요소 모델은 Fig. 6에서 

표현하였다. X-ring에 사용된 요소는 PLANE 182 
요소이며, X-ring의 상부와 하부에 위치한 Beam
의 요소는 PLANE 82 요소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총 요소 수는 8100개이며, 절점 수는 8002개이다. 
해석에 사용된 경계조건은 Fig. 7에 나타내었다. 
X-ring은 두 개의 강체 평판 사이에 위치하여, 
아래의 평판은 고정되어 있으며, X-ring 상부에 

위치한 평판은 강제 변위를 통하여 X-ring을 압착

하게 되어 있다. 압축률은 X-ring의 자유높이(5 
mm)에 대한 강제압축 변위길이의 비로 정의되며, 
해석에서 X-ring의 압축에 따른 변형 및 응력에 

대한 경향을 보기 위하여 고려한 압축률은 5% 
(강제변위:0.25mm) ~ 50 % (강제변위:2.5mm)이다. 
X-ring은 회전체이므로 축대칭 조건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4.2 X-ring과 O-ring의 결과 비교

Fig. 8은 X-ring 과 O-ring의 다양한 압축률에 

Fig. 8 Comparison on the contact line length of X-ring 
and O-ring under various compression rates. (%) 

Fig. 9 Comparison on the maximum stresses of X-ring 
and O-ring with various compression r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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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ximum stresses and displacements of  X-ring and O-ring under various compression rates

Compression 
rate

(disp.)

Stress Displacement

X-ring O-ring X-ring O-ring

10 %
(0.5 mm)

20%
(1.0 mm)

30%
(1.5 mm)

40%
(2.0 mm)

50%
(2.5 mm)

따른 접촉 길이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해석 

결과 접촉 길이는 압축률이 15% 이내에서는 

유사하나 압축률이 그 이상 증가하면 X-ring이 

O-ring에 비하여 접촉 길이가 더 길어짐을 알 수 

있다. 김청균(8)도 밀봉 압력 수준이 낮은 경우 

O-ring이 우수하나 중고압인 경우에 O-ring의 밀

봉성이 떨어짐을 제시하였다. 또한 X-ring의 접촉

면의 길이에 대한 해석 결과 압축률 20%까지 이

중 접촉을 이루고 있으며, 압축률이 그 이상 증

가하면, 접촉면이 하나로 됨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X-ring의 특징인 이중 sealing 상태를 유지하

는 압축률은 20 %까지임을 알 수 있었다. 압축률 

15% ~ 20%사이에서 X-ring이 O-ring에 비해 접촉 

길이가 증가하는 이유는 X-ring의 형상으로 인하

여 O-ring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압축률에 따른 응력 값은 von-Mises 응력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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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ximum stresses of X-ring with various compression rates % and thickness design variable L

L
(mm)

FE-model of
X-ring

Compression rate %

5 % 10 % 15 % 20 % 25 % 30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Fig. 9와 같

다. 압축률이 30%이내에서는 응력 값이 비슷하였

으나 압축률이 그 이상 높아짐에 따라 X-ring이 

O-ring에 비하여 최대응력 값이 낮음을 알 수 있

다. X-ring의 최대응력은 압축률이 낮을 때에는 

상부 및 하부의 강체 평판과 접촉부인 4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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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응력이 발생하였다. 압축이 진행됨에 따라 최

대응력의 발생 위치는 점차 내부로 모이게 되며, 
압축률 30 % 이상에서는 최대 응력이 내부의 중심

에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압축률에 대한 전
체적인 X-ring과 O-ring의 응력 및 변위 결과 비

교는 Table 1에 표현하였다. 

4.3 설계변수 L에 따른 X-ring의 응력해석

X-ring의 형상은 Fig. 10과 같은 제한 조건을 

토대로 하여 형성된다. X-ring의 설계 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Fig. 10에 표시한 L이다. 이는 

X-ring의 전체 크기가 5mm 고정되어 있으며, 
X-ring 외부의 원과 내부의 원은 서로 접한 상태

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설계 

변수 L이 변함에 따라 외부와 내부의 원의  크기

가 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L의 길이는 

1.0 mm ~ 1.9mm 이다. Fig. 11은 설계변수 L의 

증가함에 따른 형상변화를 표시한 것이다. 설계

변수 L에 대한 각각의 해석 결과는 Table 2에 나

타내었다. 그 결과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해석 

결과 L의 길이가 1.3 ~ 1.5 mm에서 다른 길이 

범위에 비해 응력이 낮게 나타났으며, 최대응력

은 압축률이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Fig. 13은 접촉 길이의 그래프이다. 비
교 결과 강체 평판과의 접촉 길이는 설계변수 L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지만 압축률이 25 % 이상에

서는 설계변수의 L의 길이와 상관없이 모두 같음

을 알 수 있다.

Fig. 10 Thickness design variable L and dimension  
       of X-ring

Fig. 11 Shapes of X-ring according to increase design   
 variable L

Fig. 12 Maximum stress of X-ring with various compression  
        rates and thickness design variable L

Fig. 13 Results of contact line length of X-ring with     
         various compression rates and thickness design  
         variabl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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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X-ring의 압축률에 따른 접촉 해석

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결과를 O-ring과 비교하였

다. 또한 X-ring 의 형상을 결정하는 설계변수 L
에 대한 압축률에 따른 접촉해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X-ring과 O-ring의 접촉해석을 통하여  

X-ring이 O-ring에 비하여 접촉면에 대하여 비교한 
결과 X-ring이 O-ring에 비하여 접촉면의 넓이가 

더 넓음을 알 수 있었다. 
(2) X-ring 및 O-ring에 대하여 접촉해석 결과 

X-ring이 O-ring에 비하여  최대응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압축률에 따른 접촉면의 수를 비

교한 결과, X-ring의 특징인 이중 sealing 은 압축

률 20 %까지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3) X-ring의 형상을 결정하는 설계변수 L의 

길이에 대하여 각각의 압축률에 대한 접촉해석 

결과 설계변수의 길이가 1.3 mm에서 1.5 mm 
사이의 형상이 다른 형상에 비해 최대응력이 낮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X-ring의 형상 설계 시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을 통하여 보다 우수한 형상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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