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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기계요소 수명향상을 위해 프레팅 피로

(fretting fatigue)의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수행되고 있다. 프레팅 피로는 두 요소의 접촉 

표면에 압력이 작용하면서 접선방향으로 반복적

으로 작은 변위가 유발될 때, 접촉면에 생성되는 

미세균열에 의해 발생된다. 이는 매우 낮은  외력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프레팅 피로 현상이 일어나면 

마모와 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계요소의 수명

을 급격히 단축시킨다. 이러한 요소의 예로는 항공

기의 겹침이음 조립구조, 리벳, 볼트, 베어링, 유니

버설 조인트, 기어 등이 있다.
프레팅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수직접촉

압력, 반복 변위의 크기, 접촉면의 마찰 전단응력, 
잔류응력, 표면 거칠기, 사이클 횟수 등이 있다. 
보통 프레팅 피로는 크랙을 유발하고 진행시키는

데 있어, 작은 횟수의 사이클 보다 10000-100000회
의 사이클 반복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각 요인별

로 프레팅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란 매우 어려

운 일이다. 프레팅 피로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파라

미터가 도입되었지만, 최적의 파라미터는 아직 정

립하지 못한 상태이다1,2.
본 연구에서는 기계요소의 많은 파라미터 중 

접촉면의 표면 형상에 초점을 맞추고, 표면 형상 

가공을 위한 표면 텍스처링(surface texturing)이 프

레팅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표면 텍스처링이 윤활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Fig. 1 Mesh elements

2. 해석 방법

유한요소해석을 위해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

그램 ANSYS를 사용하였다. Fig. 1은 유한요소해석

을 위한 지름 10mm의 반원과 가로 20 mm 높이 

10mm의 직사각형 메쉬(Mesh)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재료는 항공기 부품에 많이 사용되는 알루미

늄 합금(aluminum alloy)으로 설정하였다. 
프레팅 피로에서는 윤활제에 의한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요소의 접촉면은 건조 

조건(dry condition)으로 가정하였으며, 마찰계수

는 0.1로 가정하였다3. 반원의 상부에는 200 N의 

힘을, 직사각형 하부 요소는 2.4 mm/s의 속도를 

주었으며, 강체 운동(rigid body motion)을 피하기 

위해 상부 반원에는 x축으로 고정을, 직사각형 판

의 하부는 y축으로 고정하였다.

3. 결과 및 분석

해석은 동일한 깊이의 8개의 딤플을 폭을 세 

단계(50, 75, 100 ㎛)로 변화하여 상부의 반원이 

지나갈 때 수행되었다. Fig. 2는 유한요소해석 결과 

상부 반원이 하부의 딤플을 지날 때 하부요소에 

생성되는 최대전단응력(maximum shear stress)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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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ximum shear stress distribution

Fig. 3 Peak values of maximum shear stress distribution

Fig.4 Ratio of tangential(Q) and normal force(P)

Table 1 Average friction coefficient

딤플의 끝 부분에서 최대전단응력이 가장 높게 

걸리며 변형이 가장 큼을 볼 수 있다. 동일한 깊이 

조건하에 딤플의 폭을 세 단계(50, 75, 100 ㎛)로 

변화할 때 하부 요소에 생성되는 최대전단응력의 

피크(peak)값을 그래프로 도시하였다 (Fig. 3). 반원

이 딤플을 지나기 전 시점인 0.24 s까지는 유사한 

변화를 보이다가 0.6 s와 1.14 s에서의 피크값을 

비교해보면 100 ㎛에서 50 ㎛로 딤플의 폭이 줄 

때 75㎛에서 오히려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경향

을 보인다.
동일 조건 하에서 반원의 접촉 표면에서의 수평

력(tangential force)와 수직력(normal force)의 비를 

그래프로 도시하였다(Fig. 4). 마찰계수를 나타내

는 이 비는 딤플의 폭이 가장 작을 때 변화의 폭이 

적게 나왔다. 초기 0.1005를 시작으로 폭이 75 또는 

100 ㎛ 일 때 피크값이 유사하게 보이고, 50 ㎛일 

때 75 또는 100 ㎛ 일 때 보다 피크값이 적음을 

볼 수 있다. 
Table 1은 위 마찰계수들의 평균값을 보여준다. 

딤플의 폭이 줄어들면서 평균마찰계수도 같이 줄

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폭이 100 ㎛에서 75 ㎛로 

변하였을 때는 평균마찰계수가 크게 줄었으나, 75 
㎛에서 50 ㎛로 변하였을 때는 평균마찰계수의 

차이는 미미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론

프레팅 피로의 성능을 향상 시키는데 있어 고려

되는 많은 파라미터 중 접촉면의 표면 형상, 특히 

표면 텍스처링으로 미세 딤플이 생성된 표면이 

최대전단응력분포와 마찰계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대전단응력의 피크값이 딤플

의 폭이 75㎛일 때 가장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면 마찰계수(수직력과 수평력의 비)를 비교 

했을 때 50㎛에서 가작 적은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평균마찰계수도 50 ㎛에서 가작 

작은 것이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단순 

미끄럼(sliding)이 아닌 프레팅 해석에 적합한 반복

적인 미끄럼을 주었을 때, 딤플의 폭 외에 다양한 

파라미터가 프레팅 피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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