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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피스톤 헤드의 형상별 열응력해석을 진행하여 내구성이 있는 피스톤의 형상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서는 온도가 가해지는 부분에서부터 거리가 멀수록 낮은 온도를 볼 수 있다. 피스톤 헤드
의 형상에 따라 열을 받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피스톤 기둥 부분과 스커트부에 영향을　끼치게 된 점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 모델이 동일하게 피스톤 헤드의 중심부에서 가장 적은 응력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odel
A는 다른 두 모델에 비해 항복이 발생하는 응력이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Model B는 접시형 피스톤헤드로서 
피스톤 헤드부가 오목한 형상으로 되어 있어 피스톤 헤드 중심부에서는 주변 부분에 영향을 가장 덜 끼치는 모델임을
알 수 있었다. Model C는 항복이 발생하게 되는 응력이 가장 크게 보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내구성이 있는 피스톤의
형상 설계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피스톤 헤드의 형상에 따른 열응력 해석을 적용함으로서, 본 연구가
미적인 융합에 부합된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피스톤 헤드, 열해석, 온도, 응력, 내구성, 융합  

Abstract  In this study, thermal stress analysis by shape of piston head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hape of a durable piston. As the result, the farther the temperature is from the part where the 
temperature is applied, the lower the temperature can be seen. Depending on the shape of the piston 
head, the heated area became different. So, it could be seen that it affected the piston column part 
and the skirt part. This study showed that three models produced the least stress from the center of 
the piston head in the same way. Model A showed the smallest stress resulting in the yield compared 
to the other two models. Model B is a plate type piston head with a concave shape of the piston head, 
indicating that it is the model that has the least effect on the surrounding area at the center of the 
piston head. Model C showed the greatest stress resulting from the yiel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lso thought to be useful for designing the shape of durable pistons. By utilizing the thermal stress 
analysis due to piston head shape, this study is thought to conform with the aesthetic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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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사회에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이
다. 환경오염이 심해지는 상황에 전기자동차 같이 내연기
관이 아닌 자동차도 많아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근시일내
에 내연기관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연기관 엔진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연료의 연소에 달려있다. 연료의 폭발과 
관련된 가장 가까운 부분은 바로 피스톤 헤드이다.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피스톤 헤드의 형상은 매우 중요
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피스톤 헤드는 수많은 폭발압력과 
온도를 받게 된다. 그러기에 피스톤 헤드의 형상은 연료
의 종류에 따라, 연소조건을 다르게 주는 것에 따라 여러 
형상을 띄게 된다. 이러한 형상은 스월이나 텀블, 연료의 
압축등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는 피스톤 헤드의 형상에 따른 열응력해석[1-5]을 진행
하여 내구성이 있는 피스톤의 설계[6-10]에 유용하게 적
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실제적으로 피
스톤 헤드의 형상에 따른 열응력을 측정하지 않고서도 
그 열응력을 예측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1-16]. 또한 피스톤 헤드의 형상에 따른 열응력 해석 
결과를 이용함으로서 본 연구가 미적인 설계에 부합된다
고 보여진다[6-12].

2. 연구 모델의 형상 및 해석 조건 

본 연구에서는 피스톤의 형상에 따른 열응력 해석을 
진행하여 최적 형상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최적 형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Fig. 1과 같은 형상
을 나타내었다. CATI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D 모델링
을 진행하여 나타내었다. Table 1에는 피스톤의 형상에 
따른 노드와 엘레멘트의 개수를 나타내었다. 3개의 모델
은 피스톤 헤드의 형상에 따라 다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동일한 조건에서 헤드부의 형상만 다르게 모델링을 
하였다. 해석 조건은 Fig. 2와 같이, 하부를 고정하고 대
표적으로 모델 1에서 피스톤 상면은 350℃로 적용하고 
열 대류 조건으로서 22℃의 외부기체와 1.2 × 10–3  

W/mm2℃의 대류 열전달 계수를 가지고 접촉되고 있다. 
피스톤 상부에는 9 MPa의 응력이 작용되고 있다. 그리
고 피스톤 안쪽에 구멍내면에서 고정하였다. 

                (a) Model A                 (b) Model B

(c) Model C

 Fig. 1. Configurations of models 

Model Nodes Elements

Model A 43748 28266

Model B 40960 26185

Model C 41253 26433

Table 1. Numbers of nodes and elements at models A, 
B and C

     

(a) Therm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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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essure condition

(c) Fixed condition 

Fig. 2. Constraint conditions

3. 해석 결과

피스톤의 세가지 형상의 모델로서 열해석을 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열 해석 결과 온도가 가해지는 부분에서
부터 거리가 멀수록 낮은 온도를 볼 수 있다. 전체 높이
가 가장 높은 볼록형 피스톤의 A의 경우가 피스톤 스커
트 부분 가장 아래 부분의 최저 온도가 28.012℃가 나왔
다. 중심 부분의 높이가 가장 낮은 접시형 피스톤인 B의 
경우 최저 온도가 29.233℃가 나왔다. 기본형인 피스톤 
C의 경우 볼록형 피스톤과 접시형 피스톤의 사이에 들어
오는 값을 나타내었다. 피스톤 헤드의 형상에 따라 열을 
받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피스톤 기둥 부분과 스커트
부에 영향을　끼치게 된 점을 볼 수 있었다. 

(a) Model A 

(b) Model B 

(C) Model C 

Fig. 3. Contours of thermal analyses at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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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odel A
                         

 (b) Model B 

 (C) Model C 

Fig. 4. Contours of equivalent stresses at models 

Fig. 4는 피스톤헤드의 형상에 따른 등가응력을 비교
하였다. 모델별 등가응력을 비교하여 항복발생 여부를 확
인할 수 있었다. Model A에서의 최대 응력은 118.08 
MPa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었고 Model B에서는 118.92 
MPa의 최대 응력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었다. Model C
는 118.98Mpa의 최대응력이 나왔다. 세 모델이 동일하
게 피스톤 헤드의 중심부에서 가장 적은 응력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odel A는 다른 두 모델에 비해 항
복이 발생하는 응력이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Model B는 접시형 피스톤헤드로 피스톤 헤드부가 오목
한 형상으로 되어 있어 피스톤 헤드 중심부의 변형이 일
어나도 주변 부분에 영향을 가장 덜 끼치는 모델임을 알 
수 있었다. Model C는 항복이 발생하게 되는 응력이 가
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11-16].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피스톤 헤드의 형상별 열응력해석을 진
행하여 내구성이 있는 피스톤의 형상에 대한 해석 결과
를 도출하였다. 그에 대한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열 해석 결과 온도가 가해지는 부분에서부터 거리
가 멀수록 낮은 온도를 볼 수 있다. 피스톤 헤드의 
형상에 따라 열을 받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피스
톤 기둥 부분과 스커트부에 영향을　끼치게 된 점
을 볼 수 있었다.

2. 세 모델이 동일하게 피스톤 헤드의 중심부에서 가
장 적은 응력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odel 
A는 다른 두 모델에 비해 항복이 발생하는 응력이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Model B는 접시형 
피스톤헤드로 피스톤 헤드부가 오목한 형상으로 되
어 있어 피스톤 헤드 중심부의 변형이 일어나도 주
변 부분에 영향을 가장 덜 끼치는 모델임을 알 수 
있었다. Model C는 항복이 발생하게 되는 응력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3. 본 연구 결과는 내구성이 있는 피스톤의 형상 설계
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피스
톤 헤드의 형상에 따른 열응력 해석 결과를 이용함
으로서 본 연구가 미적인 설계에 부합된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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