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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소재의 자동차용 Oil Pressure Switch의 신뢰도 분석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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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il pressure switch(OPS) for automobile is very important part to prevent an overheated engine and 
other problems by checking the operation of an engine oil system and displaying oil signs on a dashboard. OPS is 
the part that receives various stress caused by temperature, vibration, and corrosion in an engine room. Regarding 
existing steel OPS cases, there occur field errors due to the rust, and much concern comes from the low anti- 
corrosion caused by CR6+ Free according to the restrictions of heavy metals. Therefore, the study analyzed average 
life, the failure rate, and reliability through the tests of performance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s, mechanical 
strength, and run-test in order to confirm if the use of the oil pressure switch with Al of anti-corrosion can improves 
the reliability, instead of the existing steel products.
Key Words : oil pressure switch, aluminum cold forging, reliability, MTTF, failure

1. 서 론*

Oil pressure switch는 engine oil의 압력이 dia-
phragm에 압력을 전달하여 스위치를 개폐시켜 계기

판의 oil 경고등을 on/off함으로써 engine oil system
의 정상 작동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품으

로 엔진의 내구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자동차용 oil pressure switch는 자동차의 엔진에 

장착되어 온도, 진동, 부식 등의 복합적인 환경 조

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가 요구된다. 
기존의 oil pressure switch를 구성하는 외부 case 소
재로써 steel 재질을 단조하여 일정한 형태를 구성

하고 diaphragm, spring 등의 부품들이 삽입한 후 프

레스에 의한 curling에 의하여 제조된다. 이러한 steel 
제품은 부식성이 높으며, 단조성이 낮음으로 인해 

curling 부 크랙 등의 공정 불량이 3000ppm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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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switch를 엔진에 장착시 기밀성 증대를 위해 

오링 등의 추가 기밀장치의 삽입이 필요하다. 이런 

steel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엔진과 동

종 재질인 Al 제품이 개발되었다. Al 재질은 내부

식성이 높으며, 단조성 및 탭 부위의 기밀성이 증

대되어 별도의 높은 내부식성으로 도금 공정이 불

필요하며 엔진과 동종재질이기 때문에 오링 적용

이 되지 않아도 기밀성이 증가되어 Al 소재의 단가

가 높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값 싼 steel 소재

를 사용한 제품과 단가면에서 동등의 제품을 생산

할 수가 있다1).
그러나 Al 소재는 steel에 비하여 낮은 강도를 

가지고 있어 소재변경에 따른 curling 부의 강도, 눌
림, 내압성, 내진동성, 단조 공정상의 응력 집중, dia-
phragm 부의 기밀성, 작동 내구 등과 같은 신뢰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부품의 경량화 

및 부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Al 소재의 냉간다단

단조로 개발된 oil pressure switch의 신뢰성 시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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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존 steel 제품 대비 동등 수준의 성능 및 수명

을 분석하기 위하여 온도에 따른 oil pressure switch
의 성능 변화는 고온방치시험과 저온방치시험으로 

관찰하고 진동 시험으로 고장형태 도출과 수명시

험을 통한 수명을 예측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Oil pressure switch의 구조 및 특징

Oil pressure switch는 Fig. 1과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body, plunger, spring, diaphragm, washer, adapter, 
connecto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Oil pressure switch는 작동 압력 보다 큰 압력이 

엔진 오일 시스템에 형성되면(정상상태) 접점이 off
되어 cluster의 경고등이 소등되며, 반대로 엔진 오

일 시스템에 작동 압력 보단 작은 압력이 형성될 

경우(engine off, 오일 부족시) 접점이 on 되어 경고

등을 점등시킴으로 운전자로 하여금 엔진 오일 시

스템의 이상 상태(오일 부족, 펌프 이상 등)를 감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3). 작동원리는 엔진 작

동시 오일 펌프에 의해 형성된 유압이 oil pressure

Fig. 1. Components of oil pressure switch.

Fig. 2. A sectioned diagram of oil pressure switch.

Fig. 3. A circuit diagram of oil pressure switch.

switch의 diaphragm에 전달되어지면 이 압력에 의

해 diaphragm이 상승하게 되어 플런저가 상부의 접

점부를 open시키게 되며 이 때 경고등은 소등된다. 
또한, 엔진 정지, 오일 부족, 펌프 이상 등에 의해 

기준치 이상의 유압이 형성되지 못하면 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접점은 close되어 경고등을 접등하

게 된다. Fig. 3은 oil pressure switch의 작동 회로도

를 나타낸다.

2.2. 신뢰성 시험 방법

신뢰성 시험은 크게 기본 성능시험, 내환경 성능

시험, 수명평가시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
본 성능시험은 고장판단의 근거로서 절연저항, 접
촉저항, 작동전압, 내압성을 기준 항목으로 시험하

며 내환경 성능 시험은 온도사이클, 고온, 저온, 내

Table 1. An item of reliability test

시험 항목 평가 기준

기본
성능 
시험

절연 저항
시험 전 절연 저항 측정값이 5MΩ 이상

시험 후 절연 저항 측정값이 1MΩ 이상

접촉 저항
시험 전 전압 강하가 0.45V 이하

시험 후 전압 강하가 0.75V 이하

작동 압력 지정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내압 누유가 없고, 작동 압력을 만족

내환
경성 
시험

온도cycle 시험 후 기본 성능 시험을 만족 

고온 시험 후 기본 성능 시험을 만족 

저온 시험 후 기본 성능 시험을 만족 

내수
시험 후 기본 성능 시험 및 온도 사이클, 고온 
시험, 저온시험을 만족

진동 시험 후 기본 성능 시험 만족 

염수분무
시험 후 기능상 유해한 녹이 없고, 기본 성능 
시험 및 온도 사이클, 고온 시험, 저온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

수명평가시험

시험 후 다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시료가 
1개 이하

- 기본성능 시험의 평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시험 전후에 누유가 없고, 기타 각부에 이상
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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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l oil pressure switch case and module.

Table 2. Capability standard of oil pressure switch

성능 특성치 단위 성능 요구 값

작동 압력 kg/cm2 ․시험 전/후 : 0.5±0.1

절연저항 MΩ
․시험 전 : 5MΩ 이상
․시험 후 : 1MΩ 이상

전압강하
(접촉저항) V ․시험 전 : 0.45V

․시험 후 : 0.75V

내압성 kgf/cm2 ․20, 30 kgf/cm2에서 2분 동안
누설 없을 것

Table 3. Mean time of the automobiles service(US)6)

항목 통계 자료

일일 주행 시간 55 분

일일 주행거리 29 miles(≒ 46.4km)

일일 주행 회수 4회

수, 분진, 진동, 염수분무시험 등이 있고, 수명평가 

시험은 수명 또는 고장률에 대한 정량적 분석으로 

고온하의 반복 작동에 의한 수명평가가 있다5). 세
부 신뢰성 시험 항목 및 평가 기준은 위의 Table 1
과 같다.

연구의 대상인 oil pressure switch는 Al 냉간단조 

성형으로 제작되었으며 Fig. 4와 같다.
시험 후 다음 Table 2의 oil pressure switch 성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의 근거로는 미

국 BTS(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의 통계

자료(Table 3)를 활용하고, 수명은 통상적인 자동차

의 기대 수명과 동일한 10년 또는 160,000km 운행

을 보증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3. 신뢰성 평가

3.1. 내압 성능 및 기계적 특성 평가

(1) 내압시험

엔진의 오일펌프에서 발생되는 압력은 차량에 따

라 2～5kgf/cm2 정도로 diaphragm의 파손 및 hous-
ing의 파손을 시킬 수 있다. 특히, Al 재질로 변경

함에 따라 강도 저하에 의한 고압하의 응력발생으

로 인한 변형으로 diaphragm의 밀림 및 파손이 발

생될 수 있다. 따라서 파괴 시험기를 통해 부품이 

파손 또는 고장이 발생할 때까지의 압력을 인가하

여 파괴 압력을 측정하였다.

1) 시험 방법 및 조건

시료를 파괴시험기의 지그에 고정하고 내부의 압

력을 유압으로 조절하여 천천히 인가하여 시료가 

파괴되는 시점의 압력을 측정한다.

2) 시험 사진

Fig. 5. The pictures of fatigue tester and jig.

3) 시험 결과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플라스틱 connector 
부의 밀림현상과 Fig. 7의 plunger 부의 깨짐 현상이 
발견되었다. 두 개의 시료에서 파괴압력은 각각 138 
kgf/cm2, 144kgf/cm2로 일반 사용자 조건을 상회함

을 알 수 있다.

(2) 파괴 토크 시험

Al 재질 자체의 강도 저하에 의해 조립시 체결

Fig. 6. Broken pressure of the samples.

Fig. 7. A pieces of sample after fatigu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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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orque Test.

토크에 의한 housing의 파손 및 나사산의 파손이 발

생될 수 있다. 제품의 파괴 토크를 파악하기 위하

여 체결 토크를 상승시키면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1) 시험 조건 및 방법

시료를 Fig. 8과 같이 상대 나사산을 가진 시편

에 장착하고 시료가 파괴될 때까지 토크렌치를 통

해 토크를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파괴 토크를 해 

토크를 시험은 기존 steel 제품과 Al 소재의 oil pre-
ssure switch를 비교 분석한다.

2) 시험 결과

기존 steel 제품은 450～500kgf‧cm에서 파괴되고 
650～700kgf‧cm에서 파괴되었다. 이는 재료 특성상 
Al 재질이 스틸 제품에 비해 강도가 작으나 체결시 
파괴를 고려하여 설계한 제품의 하단 나사산부 직

경이 기존 steel 제품에 비해 크기 때문에 동등 이상

의 파괴 토크를 나타낸 것으로 Al 재질에 따른 강

도 설계가 충분히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2. 내환경 성능 평가

(1) 고온․저온 방치 시험

Al 재질로 변경되어 엔진에 장착됨에 따른 온도

의 영향으로 기존 steel 제품과의 열팽창계수의 차

이에 의한 내부부품의 밀림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온 방치 시험 및 저온 방치 시험을 시행 하였으며 
시험 조건은 아래의 Table 4와 같다.

Fig. 9. Results of torque test(Left : steel body, Right : Al 
body).

Table 4. Temperature effect test conditions

고온 시험 저온 시험

시험 온도 및 
시간

150±2℃ 60min.
110±2℃ 30min.

-30±2℃ 60min.
-10±2℃ 30min.

시료 상태 압력 인가 없음 압력 인가 없음

시료 수 2개 2개

시험 후 절연 저항, 접촉 저항, 작동 압력, 내압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분석한다.

(2) 진동시험

재질 변경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엔진 진동에 의한 기계적 충격이 oil pressure 
switch에 가해지는 경우 Al housing의 파손 및 내부 

부품의 이탈을 평가한다.

1) 시험 조건

진동 주파수는 67±3Hz, 진동 가속도는 88.2±0.5 
m/s2으로 상하 4시간, 좌우 2시간, 전후로 2시간의 

시험을 한다.

2) 시험 방법

실차 장착 상태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동시험기

에 장착하여 위의 시험 조건으로 실시하며, 시료의 

변형유무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기록하고 시험 후 

절연 저항, 접촉 저항, 작동 압력, 내압 시험을 실

시한다.

(3) 염수 분무 시험

Al 자체의 내부식성을 통해 기존 steel 제품이 별

도의 도금 기술을 통해 확보한 내부식성 이상의 성

능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KS D 9502의 중성 

염수 분무 시험 방법을 따라 염수 분무 시험을 실

시한다.

1) 시험 조건

염수분무시험은 시험시간 2시간, 시료상태는 공

압인가를 통한 반복 작동하게 하며 압력은 0kPa과 

100±20kPa을 반복하고 분당 30회의 가압속도로 시

험한다. 염수분무 시험 후 작동 시험은 분당 30회
의 가압속도를 0kPa과 100±20kPa을 반복 작동시험

을 실시하고 작동시험 후 방치 시험 조건은 방치시

간은 16시간, 압력은 200±20kPa를 유지하고 부하는 
DC 12±0.5V, 5±0.3W로 시료는 바디 단품 2개, 모듈 
3개에 대하여 모든 시험이 완료된 후 부식 상태를 

확인한다. 아래의 Fig. 10은 염수분무 시험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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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alt water spray tester.

(4) 내환경 성능시험 결과

고온 및 저온 환경에서의 방치 후 정상 작동 여

부를 후 여 시험한 결과 판정 기준을 만족하였으

며 진동 시험 또한 판정 기준을 만족하였다. 염수 

분무 시험을 실시한 결과 얼룩 발생은 있으나 녹 

발생은 없었다.

3.3. 내구 수명 평가

Al oil pressure switch의 정량적 수명 평가를 위

해 내구수명평가를 아래 Table 5와 같은 시험조건

으로 고장이 발생할 때 까지 시험을 수행하였다.
고장은 시험 중 누유 및 외관 변형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며 시험 후 절연 저항, 접촉 저항, 작동 

압력, 내압성 시험을 실시한다.

1) 수명 평가 시험의 작동회수 산정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수명은 10년 또는 160,000 
km로 oil pressure switch도 같은 수명을 보증하는 

것을 전제로 작동 회수는 시동 시 1회 작동되며 1
일 평균 운행 회수가 4회로 10년을 기준으로 작동 

회수를 산정하면 14,600회 이다. 이 작동 회수를 보

증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처리가 필요하며 필드 고

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명 분포 및 모수를 추정

한 결과 형상모수 β가 2.0인 와이블 분포를 따르는

Table 5. Life time test conditions

실험 조건 기준

부 하 5±0.3W

단자 전압 DC 14±0.5V

반복 압력 0kPa ↔ 600±20kPa

반복 속도 분당 20회

시험 온도 고온 150±2℃, 저온 -30±2℃

수명 반복 회수
고온에서 110,000회 실시
저온에서 10000회 실시

것으로 가정한다. 보증 수명 시험 시간 산출은 신

뢰수준 90%하에 B1 수명 14,600회로 다음의 식으

로 계산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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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n : 시험 시간

n : 시료수

C : 합격 판정 개수

B100p : 보증 수명

p : 불신뢰도(B1 수명이면 0.01)
b : 소비자 위험(신뢰수준 90%이면 0.1)

시료수 6개, 합격 판정개수는 1개로 위의 식에 

의해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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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수명시간 산출에 의해 시료 6개를 총 120,000
회 까지 수명 시험하여 1개 이하의 고장이 발생하

면 신뢰수준 90%하에 10년 또는 160,000km의 B1 
수명을 보증한다.

2) 수명 시험 결과

Al oil pressure switch에 대한 수명 평가 시험을 

120,000회(고온조건:110,000회, 저온조건:10,000회)
를 2번 총 240,000회를 반복 시험한 후 성능 시험

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6과 같았으며 수명 평가 

시험 후 모든 시료가 정상 작동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6. Result of the life time test

작동 압력 
[kgf/cm2] 절연 저항

접촉 
저항[V] 내압성 이상

발생
판정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판정 
기준

0.5±0.1 5㏁↑ 1㏁↑ 0.45 0.75

누유가 없고, 
작동 압력 
기준을 
만족

1 0.498 0.454 3GΩ↑ 2GΩ↑ 0.122 0.122 OK OK 無 OK

2 0.480 0.444 3GΩ↑ 2GΩ↑ 0.125 0.127 OK OK 無 OK

3 0.530 0.414 3GΩ↑ 2GΩ↑ 0.118 0.122 OK OK 無 OK

4 0.481 0.450 3GΩ↑ 2GΩ↑ 0.129 0.149 OK OK 無 OK

5 0.513 0.421 3GΩ↑ 2GΩ↑ 0.116 0.123 OK OK 無 OK

6 0.534 0.455 3GΩ↑ 2GΩ↑ 0.112 0.117 OK OK 無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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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esult of life time test(360,000times test).

Fig. 12. Diaphragm of failure sample.

상기의 결과와 같이 무고장임을 확인하고 추가

로 120,000회의 수명평가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한 결과 Fig. 11과 같이 1개의 시료에서 35만회에

서 36만회 사이에 누유 고장이 발생하였다.
누유가 발생한 시료에 대하여 고장 원인을 분석

하기 위하여 부품을 분해하여 관찰한 결과 diaph-
ragm의 찢어짐으로 인해 누유가 발생 되었다.이는 

고온의 오일 온도 및 주변 환경의 온도에 의해 

diaphragm이 고온 경화되고 반복적인 작동에 의해 

찢어짐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Fig. 12가 시험 

시료의 diaphragm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teel 재질의 oil pressure switch의 

부식성과 단조성의 공정불량과 중금속 규제에 의

한 도금공정의 제한 등의 개선을 위한 Al 소재의 oil 
pressure switch 개발과 관련하여 기존 steel 제품의 

고장데이터 분석과 수명 향상 및 클레임 감소를 

위하여 신뢰성 시험으로 내압성능 시험 및 기계적 

특성 평가시험, 내환경 성능 시험과 내구 수명 평

가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존 steel 제품의 고장 유형으로는 부식, curl-
ing 부의 크랙 발생, 누설, 반복 작동에 의한 스프

링의 열화, seal의 경화 및 찢어짐 등의 고장이 분

석되었다.
2) Diaphragm과 housing의 파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파괴 압력은 약 140kgf/cm2로 일반 사용 조건

의 2～5kgf/cm2와 내압성능의 요구 조건인 20～30 
kgf/cm2의 압력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Al 재질의 

내압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나사산부에 대한 파괴토크 시험으로 steel 제

품은 450～500kgf‧cm에서 파괴되었으며 Al 제품은 
650～700kgf‧cm에서 파괴되어 Al 재질에 따른 강

도설계가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고온 및 저온 환경에서 방치 후의 정상 작동 

여부 시험은 시험 후 작동 압력, 절연 저항, 접촉 

저항, 내압 측정 결과 기준을 만족하였다.
5) Oil pressure switch는 엔진 몸체에 부착되어 

차체의 진동을 받는 부품으로 진동시험을 실시한 

결과 모든 기준을 만족하였다.
6) 과 부식의 평가를 위해 염수 분무 시험 얼룩 

발생은 있으나 녹 발생은 전혀 없으므로 내부식성

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7) 시료 6개를 총 120,000회까지 반복 작동 수명 

시험하여 고장 발생이 없었으므로 신뢰수준 90%
하에 10년 또는 160,000km의 B1 수명을 보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8) 추가적으로 누적 수명시험을 총 360,000회까

지 실시한 결과 35～36만회에서 1개의 시료에서 

누유의 고장이 발생되었으며 이를 감안한 기대수명

은 신뢰수준 90%하에 15년 또는 250,000km의 B0.3 
수명을 보증할 수 있을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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