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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공급 유량에 따른 구 접촉의 탄성유체윤활 해석 
EHL analysis of circular contact in accordance with quantity of oil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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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체면의 탄성변형에 의해 유막두께가 변하고 

이것이 유체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윤활영역을 탄

성유체윤활(Elastohydrodynamic Lubrication)이라

고 한다. 불충분한 오일 공급으로 인해 소재의 마찰, 
마모 등이 발생하며 윤활특성 또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오일 부족 윤활(Starved Lubrication)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 접촉에서의 탄성유체윤활해

석을 하였고, 오일 공급 유량 변경을 통해 오일 

부족 윤활에서의 최소유막두께, 유막압력 등 윤활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2. 이   론

2.1 지배 방정식

공급 유량에 따른 탄성윤활 해석을 위해서, Elrod
가 제안한 아래와 같은 변형된 Reynolds 방정식을 

적용하였다.[1]



 





 

 





  


 

여기서, 은 윤활면의 평균 속도, 는 유막두께

와 유량의 높이 비 ≤  ≤ 를 의미한다.
한편, 구 형상에 대한 유막두께는 탄성변형

량 계산을 통해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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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각각의 x, y방향의 곡률 반경이

며  ′는 상당 탄성계수이다.

2.2 점도-압력 & 밀도-압력 관계

탄성윤활영역에서 윤활유의 점도와 밀도는 압

력에 따라 변한다. 점도-압력  관계식은 

Roeland, 밀도-압력   관계식은  Dowson
과 Higginson이 제시한 아래의 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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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a·sec] , 는 대기압 상태에서의 

밀도와 점도이고 는 점도-압력 지수이다.

3. 해 석 절 차

3.1 Relaxation Process

유막 압력에 따라 유막두께, 점도, 밀도가 변하는 

비선형 방정식을 안정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Jacobi relaxation과 Gauss-Seidel relaxation을 복합적

으로 사용하여 Reynolds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유

막 압력()을 다음의 식을 통해 계산하였다.



여기서, 는 residual을 통해 구해지는 압력의 

증분을 의미하며, 는 완화계수를 의미한다.

3.2 FAS (Full Approximation Scheme)

해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mesh가 필요하며, 반복법(Iterative process)은 수렴

이 느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multilevel method
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Reynolds 방정식은 비선형

방정식이므로 FAS를 통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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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Interpolation, 


는  Restriction을 

의미한다.

3.3 해석 모델

Table 1. Analysis condition

Parameters Conditions

Radius 9.5           [ ]
Load 19.5         []
Mean Velocity 2              [ ]
Viscosity 0.041       [Pa·sec]

5.  해 석 결 과

Fig. 1 3-D Pressure distribution in full lu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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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ilm Pressure & thickness in rolling direction

(a) The gap height 0.1㎛ (b) The gap height 0.3㎛

Fig. 3 3D surface & contour in starved lubrication

0 100 200 300 400
0.0

0.5

1.0

1.5

2.0

2.5

3.0

Fi
lm

 T
hic

ke
ns

s (
um

)

Node in transverse direction

 0.1 um
 0.3 um
 full lubricaiton

Fig. 4 Film thickness graphs showing the influence of 
the inlet oil quantity.

완전 유막 윤활 상태에서 구 접촉의 탄성유체윤

활해석을 하였고 해석 결과는 Fig. 1, Fig2와 같다.
완전 유막 윤활 상태에서의 최소 유막 두께를 

고려하여 오일 부족 윤활 해석에 적용할 오일의 

유입 높이를 0.1㎛, 0.3㎛으로 가정하였다. 오일 

부족 윤활상태에서의 구 접촉에 대한 탄성윤활 

해석 결과는 Fig. 3, Fig4와 같다.
오일 유입 높이가 줄어들수록 유막두께는 감소

하며, 유막 압력 분포 영역은 줄어들며, 무 윤활에서

의 접촉압력 분포와 유사해진다. 그리고 압력 스파

이크 또한 사라졌다.

6. 결   론

1.    Multilevel FAS method로 공급되는 유량을 다르게 

하여, 구 접촉에 대한  탄성윤활해석을 하였다.
2.     오일의 유입 높이가 줄어들수록 유막두께는 감소

하였고 유막압력 분포는 무 윤활상태에서의 압

력 분포와 유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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