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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
볼 베어링은 큰 하중을 받거나 고속회전 상태에

놓이게 되면 많은 마찰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마찰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베어링의 수

명 및 신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베어링. ,

내부의 공기유동 및 윤활유에 의한 냉각 특성에

대한 연구 및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특히 오일입자. ,

를 공기와 함께 베어링에 유입시키는 윤활(oil mist)

방식에서 오일입자의 거동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어링. ,

내부로 유입되는 오일입자의 거동 및 입자의 직경

에 따른 부착율 변화를 해석으로 분석하였다CFD .

수치해석 방법수치해석 방법수치해석 방법수치해석 방법2.

수치해석 모델은 내외륜과 구름요소로 이루어

진 단순화된 볼 베어링 형상으로 구름요소 주위의

케이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호칭번.

호 각접촉 볼베어링을 대상으로 하였고 베어7008 ,

링 내부의 공기 유동을 해석하기 위해 Realizable

 난류 모델을 사용하였다 기타 자세한 수치해.

석 방법은 참고문헌 에 나타나 있다[1] .

한편 오일입자의 거동은, Lagrangian particle

방법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공기에 의한tracking .

항력을 제외하고 중력 및 기타 외력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입자에 대한 운동 방정식. ,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는 단위 질량당 항력, 와 는

각각 공기와 오일입자의 속도를 나타내며, 

는

다음과 같다.















(2)

식 에서(2) 는 공기의 점성계수, 와 는 각각

입자의 밀도와 직경을 나타낸다. 

는 항력계수로

의 식을 사용하였다Morsi & Alexander[2] . 는

공기에 대한 입자의 상대속도를 기준으로 한

수로 아래 식에서Reynolds 는 공기의 밀도이다.

 




(3)

오일 입자의 거동과 관련된 본 연구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일입자는 동일한 직경을 갖는. ,

구형 입자로 입자의 변형 분리 및 합체는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오일입자가 차지하는 부피가 전체. ,

계산영역의 체적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입자간

의 충돌은 무시하였다 섯째 입자의 거동은 유동장. ,

의 영향을 받지만 반대로 유동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 을 사용하였다(one-way coupling) .

해석결과해석결과해석결과해석결과3.

우선 축의 회전속도가 인 경우에 대, 10,000 rpm

해 유동장 해석을 수행하였다 는 구름요소. Fig. 1(a)

의 중심을 지나며 공전방향에 수직인    단면에

서의 유선을 나타낸다 공기가 베어링 내부로 유입.

되는 위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내륜 쪽에서,

유입되어 외륜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max
단면에서 공기가 유입되는 영역의 분포를

와 같이 살펴보았다 이 그림에서 파란색과Fig. 1(b) .

빨간색은 각각 공기가 유입 및 유출되는 영역을

나타내며 공기가 유입되는 영역은 의 결과, Fig. 1(a)

와 마찬가지로 내륜 쪽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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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ir flow characteristics: (a) streamlines on the
   plane; (b) regions of air entrainment

다음으로 밀도가 996인 오일입자의 거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동장이.    단면에 대해

대칭임을 고려하여 오일입자를 유입시키는 위치

는   
max
단면으로 하였다 입자의 직경은. 1,

10, 100 세 가지 경우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

였고 구름요소 및 내외륜에 부착되는 오일입자의,

수를 비교하였다.

은 내외륜 및 구름요소에 부착되는 오일Table 1

입자의 수를 나타낸 표이다 오일입자의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부착되는 입자의 개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직경이. , 1인 경우 오일입

자가 전혀 부착되지 않고 계산 영역 밖으로 나가

버리지만, 100의 경우에는 약 93%
.

결론결론결론결론4.
본 연구에서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볼베어링에

유입된 오일입자의 거동에 대해 전산해석을 수행

하였다 해석결과 입자의 크기에 따라 입자의 거동.

이 매우 달라지며 오일입자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내외륜과 구름요소에 부착되는 입자의 수가 증가

함을 알 수 있었다.

후기후기후기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기계정밀도“

시뮬레이션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과제로 수행”

되었습니다.

Table 1 Number of trapped and untrapped particles

Oil size ()

1 10 100

Trapped

Ball 2140

Inner raceway

Outer raceway 17 3249

Untrapped 3496 1339 247

Total 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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