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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ydraulic cylinder seals are  used not only to protect leakage of the working fluids but also to 

prevent incoming of foreign particles into the system. Chromium plating is generally applied to improve 

corrosion and wear resistance. It has been noticed that sealing surface damage occurs due to the hard 

foreign/wear particles contained in the hydraulic oil. In this study, a three-bodied sliding contact problem 

related with a PTFE seal, a spherical particle and chrome-plated steel substrate is model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to wear mechanism. Using the nonlinear finite element software, MARC/MENTAT, the deformed 

shapes, the von Mises and first principal stress distributions with plating thickness were compared. The sealing 

surface was mainly abraded by hard particles embedded in the seal. The plastic deformation of the steel 

substrate decreased with thicker plating. Hence it could  be more effective to coat the sealing surface of a 

hydraulic cylinder with a hard material such as TiN, TiC and D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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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출력밀도가 높고 자동화가 가능한 등의 많은 장점

을 가지고 있는 유압기계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아

주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유체의 압력 에너지

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대표적인 액추에이

터(actuator)인 유압 실린더에서는 이의 성능을 극대

화하기 위하여 피스톤 로드와 실린더 사이의 간극

(clearance)부를 적절하게 설계해야만 된다. 즉, 고압

인 유압유의 외부누설을 방지함과 아울러 상대운동

부에서의 점성마찰(viscous friction)은 최소가 되도록 

해야 된다. Meikandan 등1,2)은 고속인 유압 액추에이

터에서 시일이 없는 테이퍼진 피스톤 형상에 대한 

이론해석을 수행하고 마찰력을 실험으로 측정하였다. 

Park3)은 레이놀즈 방정식을 사용하여 간극을 통하는 

누설량에 대한 해석적인 표현식을 도출하고 피스톤 

형상과 운전조건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였다. 상대운

동면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압유의 누

설문제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압시스템 내부로의 

이물질 침입으로 인한 유압유의 오염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에서는 

Fig. 1에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재질이 고무

인 다수의 시일(seal)을 설치하고 있다.4,5) 

시일의 재질, 형상, 적용환경 등에 관련된 많은 설

계변수는 실링(sealing)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적용기술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수

행되고 있다. 피스톤 로드와 항상 접촉상태로 운전되

는 시일은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마모와 노화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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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능이 점차 저하될 뿐만 아니라 유압유에 포함

된 이물질과 시일의 작용으로 피스톤 로드 표면에서 

연삭마모(abrasive wear)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피스톤 시일과 실린더 내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다.5) 특히, 실링부에서 발생하는 유압유의 오염으로 

인한 마모발생은 유압 실린더의 유지관리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에서는 적절한 필터를 

유압라인에 설치하여 청정도를 유지시킴과 아울러 

시일과 접촉하는 상대부품은 경질재료로 도금

(plating)이나 코팅(coating) 처리하여 마모발생을 억제

하고 있다. 현재 유압 실린더 부품의 제작시에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경질인 크롬 도금은 주로 내식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정도이고 이의 

두께가 피스톤 로드나 실린더 내면의 내마모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Fig. 1 An example of piston rod sealing system

Nikas6), Yang and Salant7)는 유압 실린더용인 사각

형 시일과 O-링 및 U-컵 시일에 대한 탄성유체윤활

해석을 각각 수행하고 피스톤 로드에 작용하는 마찰

력과 시일을 통하는 누설량을 추정하였다. 한편, 

Coveney and Menger8)는 상대운동을 하는 탄성체

(elastomer)와 강체 사이에 원통형 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2차원 접촉문제를 해석하였다. McColl 

등9)은 평판과 접촉하는 실린더가 진동하는 경우에 

프레팅(fretting) 마모의 발생가능성을 2차원 평면변형

문제로 해석하였다. Park and Jo10), Park and Lee11,12)

는 시일과 스틸인 모재 사이에 탄성체인 구형의 미

세입자가 존재하는 경우의 3차원, 3-물체(3-body) 압

입 및 미끄럼접촉 문제를 최초로 해석하였다. 이 결

과, 시일에 파묻힌 경질의 미세입자에 의해서 TiN으

로 코팅된 경우의 표면에도 미세한 그루브(groove)가 

생성되고 높은 인장응력이 잔류하였다. 즉, 실링면은 

오염입자에 의한 연삭작용뿐만 아니라 피로에 의해

서도 마모될 수 있다는 결과를 처음 제시하였다. 하

지만 아직까지 도금한 유압부품과 시일 사이의 접촉

문제에 대한 해석결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참고로 Hong 등13)은 사판식 피스톤펌프의 경사판

과 피스톤 볼 조인트에 DLC(diamond-like carbon)로 

코팅한 결과, 마찰감소효과에 의하여 기계효율이 향

상됨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세입자가 크롬 도금한 유압 실린

더의 실링부 마모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

하여 3차원 미끄럼접촉 문제로 모델링하고 비선형문

제해석 S/W를 사용하여 수치해석하고자 한다.

2. 해석 모델  방법

Fig. 2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3차원 미끄럼접촉 해

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그림

으로 미세입자가 시일과 크롬으로 도금한 모재 사이

에 위치하고 있다. 이때, 입자가 임의형상인 경우에

는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구형으로, 입자에 비하여 

피스톤 로드나 실린더 내면의 곡률이 아주 크기 때

문에 이들은 모두 평면으로 각각 가정하였다. 해석을 

쉽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일에는 미끄럼 방향으로 유

압을 작용시키지 않는 대신에 반경방향으로 이와 동

일한 크기의 접촉압력이 발생하도록 간섭량만큼 압

입한 후 미끄러지게 하였다. 해석대상이 x-y면에 대

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전체형상에서 절반만 모델링

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접촉부의 변형거동을 조사하

기 위하여 WC인 구형입자와 크롬 도금층을 포함한 

모재면의 격자는 상대적으로 조밀하게 구성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격자는 3D Hex Full Integration 7이고 

해석시작시의 격자수는 대략 56,000개 정도이다. 해

석에 사용된 재료의 종류 및 이들의 물성치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때, 구형입자, 도금층 및 모재는 

모두 탄성-완전소성(elastic-perfect plastic)체로, PTFE 

재질인 시일은 Mooney-Livlin 계수로 나타내는 탄성

체로 각각 변형된다. 해석에 사용한 입자의 직경, 시

일의 간섭량과 미끄럼 거리는 순서대로 100 ㎛, 120 

㎛와 60 ㎛이며, 모든 접촉면에서의 마찰계수는 0.1

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본 논문의 접촉해석은 시일의 간섭에 의한 압입

(indentation) 해석과 미끄럼 해석의 2단계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먼저 입자의 상단부에 –y방향으로 간섭

량만큼 시일을 누르는 압입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모재의 하단부는 모든 방향으로 구속하였다. 다음의 

미끄럼 해석에서는 입자가 박힌 상태인 시일을 x방향

으로 변위시켰다. 수치해석은 비선형문제해석 전용프

로그램인 MARC/MENTAT14)를 사용하였으며 해석중

에 과도한 변형으로 인하여 수렴되지 않는 경우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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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Time table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상대적

으로 크게 변형되는 시일에는 리메싱(remeshing) 기능

을 채용하였다.

Fig. 2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3-D sliding 

contact FEM model

Table 1 Material properties

Material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Yield 
Strength, 

GPa

Particle WC 520 0.29 4.2

Plating Cr 280 0.21 0.88

Substrate SM45C 206 0.29 0.53

Seal PTFE

Mooney-Rivlin Coefficient

C10 C01

61.33 15.325

3. 결과  고찰

Fig. 3 ~ Fig. 5에는 시일에 간섭량만 작용시킨 압

입해석에서 크롬 도금층의 두께에 따른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시일에 대한 간섭량이 입자의 

직경보다 크기 때문에 입자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서는 시일이 스틸면에 완전히 밀착되므로 유압유의 

누설은 방지된다. 한편, 구형인 경질입자는 연한 시

일에 파묻힌 상태이고 입자주변에서는 시일이 스틸

면과 접촉하지 않으므로 입자의 일부분이 스틸면에 

압입되며, 입자의 바로 아래에서는 도금층의 유무에 

관계없이 항복응력상태에 도달하였다. Fig. 3에는 도

금하지 않은 경우의 von Mises 응력분포를 변형형상

과 함께 나타내었다. 스틸면은 보다 경질인 입자의 

압입으로 소성변형되어서 입자주위는 토러스(torus) 

형상으로 불룩하게 솟아난다. 입자가 스틸면과 접촉

Fig. 3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for un-plated 

steel substrate without sliding

(a)

(b)

Fig. 4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for Cr-plated 

steel substrate without sliding. Cr thickness 

is (a) 10 ㎛, (b)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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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면적보다 소성변형된 면적이 한층 크다는 사실

이 주목할 점이다. 따라서 실링면 사이에 유입된 외

부의 이물질이나 마모입자에 의한 피스톤 로드와 실

린더 내면의 표면손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질재료

로 도금/코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Fig. 

4와 Fig. 5에는 크롬 도금층의 두께에 따른 von Mises 

응력분포와 그루브의 단면형상을 각각 나타내있다. 

크롬 도금층이 두꺼울수록 입자에 의해서 소성변형

이 발생하는 모재의 범위, 압입부 깊이와 토러스 높

이는 감소하였다. 참고로 NBR과 같이 시일의 탄성계

수가 한층 낮은 경우에는 모재의 소성변형 면적과 

압입깊이는 아주 작다.10)

시일에 파묻힌 입자는 유압 실린더의 왕복운동에 

따라 피스톤 로드와 실린더 내면과 지속적으로 미끄

럼접촉하게 된다. Fig. 6 ~ Fig. 8에는 시일에 파묻힌 

입자가 스틸면 위로 60 ㎛ 만큼 미끄러진 경우에 대

한 해석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5 Comparison of sectional groove shapes 

without sliding

Fig. 6에는 크롬 도금층의 두께변화에 따른 von 

Mises 응력분포와 단면형상을 비교하였다. 유압 실린

더의 작동에 따라서 압입상태의 입자가 미끄러지면 

입자 뒤에는 그루브 형상이, 입자의 앞과 주변에는 

소성변형된 모재나 도금층의 일부가 밀려올라가서 

토러스 형상이 각각 생성되었다. 이는 시일에 박힌 

이물질/마모입자에 의해서 실링면에 연삭마모가 발

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도금층이 두꺼울수

록 소성변형되는 모재의 깊이는 크게 감소하였다. 

Fig. 7은 도금층의 두께에 따른 대칭면인 x-y면에

서의 단면형상을 비교한 것으로 모재의 소성변형정

(a)

(b)

(c)

Fig. 6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after 60㎛ 

sliding. Cr-plating thickness is (a) 0 ㎛, (b) 

10 ㎛, (c) 30 ㎛

Fig. 7 Comparison of sectional groove shapes at 

the symmetry plane after 60 ㎛ sl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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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거의 결정되는 그루브의 깊이는 도금층이 두꺼

울수록 점차 얕아졌다. 하지만 크롬으로 도금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입자의 앞부분에서 밀려올라간

(pile-up) 형상이 크게 작아지지 않는 것은 모재인 스

틸과 도금재인 크롬의 물성자료인 탄성계수와 항복

응력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시

일에 박힌 입자의 작용으로 생성되는 Pile-up 형상은 

유압 실린더의 작동에 따라 쉽게 절단되고 결과적으

로 이는 새로운 입자로 추가되어 실링면의 연삭마모

를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a)

(b)

(c)

Fig. 8 First principal stress distributions after 60 

㎛ sliding. Cr-plating thickness is (a) 0 ㎛, 

(b) 10 ㎛, (c) 30 ㎛

Fig. 8에는 도금층 두께에 따른 입자의 미끄럼방향 

주응력분포를 비교하였다. 입자가 위치한 바로 아래

와 미끄러지는 입자의 앞쪽에서는 높은 압축응력이, 

입자의 바로 뒤에는 인장응력이 각각 발생하였다. 도

금한 경우에는 입자가 미끄러져 지난 표면 부근에서

는 잔류인장응력이 나타났으며, 이는 도금층에 미세 

균열(crack)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한편, 재료의 물성치

가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도금층과 모재의 경계면 부

근에서는 잔류압축응력이 발생하였다. 다수의 입자가 

연속적으로 작용하는 실링면에서는 압축응력과 인장

응력이 크롬 도금한 표면부와 모재와의 경계부근에 

반복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장시간 사용후에는 피

로마모(fatigue wear)가 발생하여 도금층이 손상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재와 도금층이나 코팅층의 물

성치 차이가 클수록 명확하게 나타났다.12)

이상의 결과에서, 유압유에 존재하는 경질의 이물

질이나 마모입자는 크롬으로 도금한 피스톤 로드나 

실린더의 실링면을 마모시키므로 유압 실린더의 성

능과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양의 도

금이나 코팅 처리가 필수적임을 알았다. 특히, 경질

입자의 연삭작용으로 인한 표면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크롬보다 한층 경질재료인 TiN, TiC, DLC 

등으로 코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

며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압유에 포함된 미세경질입자가 

유압 실린더 실링부의 마모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기 위하여 구형입자와 크롬으로 도금된 모재면 

사이의 3차원 미끄럼접촉 문제를 비선형해석 프로그

램인 MARC/MENTAT를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시일

에 파묻힌 입자에 의해서 실링면에서는 그루브와 토

러스 형상으로 소성변형이 발생하며 이의 크기는 도

금층이 두꺼울수록 감소하였다. 도금층 표면부근에서

는 잔류인장응력이, 도금층과 모재의 경계부근에서는 

잔류압축응력이 각각 발생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입

자가 연속적으로 작용하는 유압 실린더에서는 연삭

마모 뿐만 아니라 피로마모에 의해서도 크롬 도금층

이 손상될 수 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최적인 도금/

코팅 설계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추

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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