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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discuss the effects of surface roughness by comparing the elas-

tohydrodynamic lubrication(EHL) analysis of smooth surface and rough surface as the ball bearing. In order to do this,

The average flow model is adapted for the interaction of the flow rheology of lubricant and surface roughness. The

average Reynolds equation and the related flow factor which describes the coupled effects of surface roughness and

flow rheology, the viscosity-pressure and density-pressure relations equations, the elastic deformation equation, and the

force balance equation are solved simultaneously. The results show that effects of surface roughness on the film thick-

ness and pressre distribution should be considered especially in EHL contact problems. 

Keywords − elastohydrodynamic lubrication(EHL, 탄성유체윤활), average reynolds equation(평균레이놀즈

방정식), flow factor(유동계수), surface roughness(표면거칠기), ball bearing(볼베어링)

1. 서 론

베어링은 모든 기계장치에 널리 사용되며, 기계시스

템의 필수요소이다. 이러한 베어링의 설계기술은 핵심

적인 기반 기술이며 베어링의 파손은 곧 기계시스템 전

체의 파손이 될 만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기술이

다. 베어링의 높은 신뢰성과 장수명을 위해서는 볼과

궤도륜 사이의 윤활상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유막 두께가 표면 돌기들의 높이와 비슷한 혼합 윤활

상황에서는, 유막에서 발생하는 압력은 거칠기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표면 거칠기를 고려한 윤활 해

석은 1960년대부터 꾸준히 연구되어져 왔다. 확률 개념

의 소개로 윤활에서 표면 거칠기의 효과에 대한 연구

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1]. Christensen &

Tonder[2]는 방향성을 가지는 두 거친 표면에 대해

Reynolds Equation을 적용시켰고, 미끄럼과 저어널 베

어링 윤활 해석에 이 식을 이용했다. Patir & Cheng

[3,4]은 Flow simulation을 통해 일반적인 거칠기를 가

지는 표면에도 적용 가능한 average Reynolds equation

을 유도하였다. Teale & Lebeck[5]은 average flow

model을 이용하여 기존의 논문과 달리 corner point

method를 이용하여 flow factor를 계산하였다. Lunde

& Tonder[6]는 average flow model을 이용한 해석에서

경계조건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혼합 윤활 영역에서 표면 특성에 대한 분석

은 트라이볼로지 문제와 함께 윤활해석에서도 매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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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유막 두께가 돌기 높이 크기와 비슷하고 부분

적으로 돌기간의 접촉으로 인한 돌기간의 상호 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혼합 윤활 영역에서는 표면이 매끄럽다

는 가정은 타당하지 않으며 거칠기 효과가 고려되어야

만 한다. 따라서 혼합 윤활 영역에서 운전되는 기계

요소의 윤활 현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거칠기 영향을

고려한 윤활 해석 모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논문에서는 거칠기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유동계수(φx, φs)를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평균레이놀

즈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어 볼베어링에 적용하여 구

접촉시의 평균유막압력 및 유막을 구하였다. 또한 기

존의 매끄러운 표면의 탄성유체윤활해석에 의한 결과

와 비교함으로서 거칠기영향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2. 이 론

2-1. 해석모델

Fig. 1은 본논문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볼베어링의 형

상을 나타낸 그림으로 (a)는 실제 볼베어링 형상을 나타

낸 그림이고, (b)는 해석을 위해 수치적으로 생성한 표

면거칠기이다. 그리고 (c)는 볼과 궤도륜의 표면을 탄성

체인 볼과 강체인 평판으로 상당시킨 그림을 나타낸다. 

2-2. 평균레이놀즈방정식

본 연구에서 표면거칠기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유동

계수가 적용된 평균 레이놀즈 방정식은 사용하였는데

식(1)과 같다

(1)

여기서, (평균속도)

     (미끄럼속도) 

식 (1)를 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Reynolds경계

조건을 적용하였다.

 at xin

atxout (2)

2-2-1. 점도-압력관계

윤활제가 높은 압력을 받게 되면 점도는 압력의 영

향에 의하여 변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Roelands

가 제시한 점도-압력 관계식을 적용한다. 

(3)

여기에서 p는 압력, 는 대기압 상태(p=0)에서의

점도이고 Z는 점도-압력 지수이다.  및 의 단위

는 [Ns/m2] 이고, 압력 p의 단위는 [N/m2]이다.

2-2-2. 밀도-압력관계

윤활유의 밀도-압력 관계는 Dowson과 Higginson이

제시한 다음의 관계식을 적용한다.

(4)

여기에서 는 대기압 상태(p=0)에서의 밀도이다.

2-2-3. 하중관계식 

(5)

여기서 p는 전체해석영역에 대한 압력이고, 이압력

에 의한 합력은 외부하중과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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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geometry of mode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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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압력 유동 계수 φx, φy

유동 계수는 Fig. 2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

체 윤활영역에 비해서는 매우 작지만 많은 돌기들을

포함하고 있는 미소 베어링 면적 에서의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압력유동계수(pressure flow factor) φx, φy는 매끄러

운 표면의 평균 압력 유량에 대한 거친 표면의 평균

압력 유량의 비를 의미한다. 압력 유동 계수 φx를 얻

기 위해 레이놀즈 방정식으로부터 순수 구름 조건

( )을 가정하여 다음의 식을 유도할 수

있다.

(6)

여기서 는 국부 유막 두께로서 거친 두 표면사

이의 공칭유막두께 h와 표면 거칠기 δ1 및 δ2의 합으

로 정의된다.

 (h=constant)  (7)

φx를 구하기 위한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1) p = pA at x = 0

2) p = pB at x = Lx

3)  at y = 0, y = Ly

4) No flow at contact points

주어진 경계조건을 적용하고 식 (6)을 수치적으로 풀

어 압력을 계산하고 평균단위 유량을 계산함으로서 다

음 식과 같은 압력유동계수 를 얻을 수 있다. 

(8)

여기서, 이다. φy도 φx를 구하는

과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구할 수 있으며 표면의

돌기들이 등방성일 경우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2-4. 전단 유동 계수 φs 

전단 유동 계수 φs는 미끄럼 운동하는 표면의 거칠

기로 인한 추가적 유동을 고려한 계수이다. φs를 구하

기 위해서 압력 유동 계수에서 사용된 모델 베어링을

이용하며 동일한 가정을 적용하고 구름 속도를 0(U1=

−U2=Us/2)으로 가정하면 다음의 식을 유도할 수 있다.

 (9)

여기서 US는 미끄럼 속도이다. 식 (9)에 다음과 같

은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풀면 압력을 구할 수 있고 평

균 유량은 국부 유량을 평균함으로써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p = pA at x = 0, x = Lx

2)  at , 

3) No flow at contact points

식 (9)에서 평균 압력 구배와 구름 속도가 0(zero)

이므로 미끄럼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

미끄럼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11)

따라서 전단유동계수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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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model problem fo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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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동계수 해석결과

해석결과 (유막계수) 값의 변화에 따른 유동계수

φx, φs 값은 Fig. 3 과 Fig. 4와 같이 구해진다. φx는 (유

막계수)가 커질수록 1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고

φs는 (유막계수)가 커질수록 0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막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표면

거칠기의 영향이 감소함을 나타낸다. 

3. 해석결과

본 연구에서 표면거칠기 영향을 고려하고자 Fig. 3

과 Fig. 4에 나타난 것처럼 (유막계수)값의 변화에

따라 압력유동계수(φx)와 전단유동계수(φs)를 구한후

Patir & Chang에 의해 유도되어진 평균레이놀즈 방정식

에 적용하여 수치해석적으로 풀어 평균압력과 평균유

막두께를 구하였다. 해석에 적용된 표면형상은 Fig. 1

(b)와 같이 수치적으로 생성된 표면[Kurtosis3]을 사용

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을 적용 후 매끄러운 표면

에서 해석을 수행하여 구해진 유막압력과 유막두께를

구하여 거칠기가 고려된 결과와 비교하였다. 해석에 사

용된 파라메터로서 구의 직경 19 mm, 구의 재질은 탄

성계수 210 Gpa, 프와송비 0.3인 강이며 이에 대응하

는 디스크의 재질은 탄성계수 70 Gpa, 프와송비 0.25

인 유리이다. 구의 구름속도는 2 m/s, 작용하중은

35.5 N을 가하였다. 윤활제는 광유로서 점도는 41 cP,

φs

2

Usσ
---------

1

LxLy

---------
hT

3

12η
---------

∂p
∂x
------–⎝ ⎠

⎛ ⎞ xd yd
0

L
y

∫
0

L
x

∫=

Λ

Λ

Λ

Λ

Fig. 3. Result graphs of pressure flow factor (φx) from

elastic body.

Fig. 4. Result graphs of shear stress factor (φs) from

elastic body.

Table 1. Analysis condition

Viscosity of Lubricant 41.0×10−3 [Ns/m2]

Density of Lubricant 861.6 [Kg/m3]

Viscosity-Pressure Index 0.4

Viscosity-Pressure Factor 22.0×10−9 [m2/N]

Maximum Vertical Load 35.5 [N]

Rolling Velocity 2 m/s

Fig. 5. EHL analysis result for ball on disk with smooth

and rough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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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는 861.6 kg/m3, 점도-압력 계수는 0.4이다. 

Fig. 5는 3-D 유막압력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5(a)는 매끄러운 표면에서의 EHL해석결과 구해진 압

력분포이고 Fig. 5(b)는 FlowFactor(유동계수)가 적용

된 즉 거칠기 효과가 고려된 EHL해석에 의한 압력분

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6, Fig. 7에 구름방향 매끄러운 표면의 유막프

로파일, 압력분포와 거친면의 유막프로파일,압력분포를

각각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최소 유막두께는 매끄러운

표면의 경우 약 293 nm, 거친 표면의 경우는 약

97 nm로 표면거칠기의 영향으로 인해 거친표면이 매끄

러운 표면의 유막두께보다 낮은 유막두께를 가지는 것

을 확인할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평균레이놀즈 방정식에 FlowFactor를

적용하여 혼합윤활상태에서 볼베어링의 표면거칠기 효

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 (유막계수)값의 변화에 따른 압력유동계수(φx) ,

전단 유동계수(φs)값을 구하였다.

2. 유동계수값을 적용한 평균레이놀즈방정식을 이용

하여 수치해석적으로 풀어 거친면의 EHL 해석결과(평

균압력,평균유막두께)를 도출하였다. 

3. 매끄러운표면의 EHL해석과 거친면의 EHL해석

결과를 비교함으로서 표면거칠기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기호설명

h nominal film thickness (compliance)

hT local film thickness

σ root mean square roughness

p hydrodynamic pressure

 mean hydrodynamic pressure

u1, u2 velocity(x direction) of surfaces 1, 2

1/2(u1+u2) rolling velocity

1/2(u1−u2) sliding velocity

φx pressure flow factors

φs  shear flow factor

film parameter 

η absolute viscosity

η0 absolute viscosity of the lubricant at

atmosphere pressure

ρ density of the lubricant

ρ0 density of the lubricant at atmospher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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