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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texturing이 엔진 피스톤링의 벽면전단응력분포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Effect of Surface Texturing on Wall Shear Stress Distribution 
of Engine Piston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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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계요소의 마찰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표

면가공기술이 개발되어 왔다. 최근 미세 딤플

(micro dimple)을 패턴으로 가공하는 표면 텍스처

링(surface texturing)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그 중 

제어가 용이하고 가공속도가 빠른 레이저 표면 

텍스처링(Laser Surface Texturing; LST)이 특히 주

목 받고 있다. LST 가공에 의해 생긴 미세 딤플들이 

윤활유를 저장하고, 마모 입자를 기계요소간의 상

대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두어 놓음으로써 미

세 동압유체 베어링(micro-hydrodynamic bearing)
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1. 

현대 사회에서 많은 부분의 에너지는 내연력

(internal combustion power)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내연기관의 연료효율

(fuel economy)을 향상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

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좋은 

예는 자동차 엔진이다. 자동차 엔진의 연료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연소기관 내부의 마찰 

손실이다. 대략 50%의 마찰 손실이 피스톤/실린더 

시스템에서 일어나며 그 중 70-80% 는 피스톤링에

서 유발된다2-4.
피스톤링의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배럴형 링

(barrel shape ring)보다 해석의 용이성 때문에 평면

원통 링(flat face cylindrical ring)에 국한되어 왔다5. 
본 연구는 배럴형 링을 3차원 솔리드 모델링 한 

후 표면 텍스처링이 벽면전단응력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해석 방법

Fig. 1 Piston and piston ring 

Table 1 Finite element analysis conditions

Parameter                                 Description

Translational Velocity            5.8 m/s (2000rpm)
Bore Stroke                             0.087 m
Contact Pressure                     0.3 MPa
Dimple Depth                         7.5 µm
Dimple Diameter                    72 µm
Flow Condition                       Laminar

Table 2 Material properties

Material                                Description

Piston Ring       6800 kg/m3 (density)
Lubricant          889 kg/m3 (density), 1.06 kg/m-s (viscosity)

유한요소해석을 위해 Pro/E를 사용하여 솔리드 

모델링을 하였다(Fig. 1). Table 1은 유한요소해석을 

위해 사용된 조건들을 보여준다. 유한요소해석은 

ANSYS/FLUENT를 사용하였다. 피스톤링은 크롬

을 코팅한 주철이고, 윤활유는 SAE 40이 사용되었

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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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톤이 보어(bore) 내에서 2 행정 운동을 할 

때 직선상으로 움직이는 스트로크 거리를 0.087 
m로 설정하고, 보어가 피스톤링에 가하는 접촉 

응력은 0.3 MPa로 설정하였다5. 윤활유가 도포된 

피스톤링의 마찰계수인 0.12를 바탕으로 스트로크 

방향으로 마찰력에 의해 생성되는 전단응력은 36 
KPa이었다6.

3. 결과 및 분석

표면 텍스처링 가공이 되어있는 피스톤링 표면

과 표면 텍스처링 가공이 되지 않은 피스톤링 표면

을 비교하기 위해, 피스톤링을 2등분하여 한쪽 부

분에만 중앙에 한 줄로 표면 텍스처링에 의한 미세 

딤플을 생성하고, 미세 딤플이 없는 부분과 벽면전

단응력분포를 비교하였다(Fig. 2). 
Fig. 3은 벽면전단응력분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2등분한 면의 벽면전단응력분포를 겹쳐놓

은 그래프이다. 미세 딤플이 있는 면이 없는 면에 

비해 벽면전단응력이 상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에서 빨간 라인은 미세 딤플에 생성된 

벽면전단응력분포이다. 이처럼 벽면전단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찰손실을 줄여 엔

진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연비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결과이다.

Fig. 2 Piston ring with & without surface texturing

Fig. 3 Wall shear stress distribution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표면 텍스처링에 의해 미세 딤플

을 생성함으로써 엔진 피스톤링의 벽면전단응력

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벽면전단응

력이 감소하면 상대운동을 하는 접촉면의 마찰손

실을 줄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표면 텍스처링이 

엔진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연비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패턴의 표면 텍스처

링이 상대운동을 하는 다양한 접촉면의 윤활특성

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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