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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오차에 따른 저널 베어링의 윤활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ubrication characteristics of a Journal Bearing according to 

Roundness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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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베어링은 회전하고 있는 기계의 축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축의 자중과 축에 걸리는 하중

을 지지하면서 축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계

요소이다. 이러한 베어링의 운전정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는 다양한 타입의 베어

링에 대하여 구동계의 진동, 정렬불량, 가공오차 

혹은 형상오차 등이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저널베어링의 형상오차가 윤활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 해석

Fig. 1  Cartesian coordinates

가정 1 : 베어링의 간극비(간극/반경)가 작아서 

유막 두께 방향을 제외한 속도구배는 무시할 수 

있고, 유막두께 방향의 압력은 일정하다.

가정 2 : 저속, 고점도 조건에서 운전 되므로 

유체의 관성력의 영향은 무시한다.

가정 3 : 층류조건에서 운전이 되므로, 난류인자

에 영향을 주는 베어링의 곡률은 무시한다.

가정 4 : 유체는 No-slip 조건에서 운전된다.

Fig. 1의 좌표계와 위의 가정을 통하여 (식 1)과 

같은 레이놀즈 방정식이 구해진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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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

저널과 베어링이 진원일 경우 유막 두께는 (식 

2)와 같다.

qcoseCh +=                       (식 2)

저널과 베어링이 진원도 형상오차를 가진다고 

가정할 경우 저널의 형상오차는 유막두께를 감소

시키고 베어링의 형상오차는 유막두께를 증가시

키므로 저널과 베어링의 형상오차로 인한 유막두

께의 변화량을 herr,J, herr,B라고 하면 유막 두께식

은 (식 3)과 같이 수정된다[6].

BerrhJerrheCh ,,cos +-+= q
      (식 3)

형상오차를 가지는 저널이 회전하면 원주방향

의 유막두께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각 시간

마다 저널 중심 위치와 속도를 구하기 위해 뉴튼-랩

슨 방법(Newton-Raphson Method)을 사용하였고 

측정된 진원도 오차값을 함수로 근사하기 위해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을 사용하였

다.

계산순서는 각 변수의 초기값으로부터 미소 변

위에 의한 유막두께 h(ex0,ey0), h(ex0+∆ex,ey0), 

h(ex0,ey0+∆ey)값을 계산하고 레이놀즈 방정식으

로부터 압력과 부하용량을 구한다. 그 결과값을  

힘의 평형 방정식에 적용하여 축 중심 속도를 구하

여 축 중심 변위를 계산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축 

중심의 위치를 구하였다. 압력에 대한 경계 조건은 

half- Sommerfeld 조건을 사용하였다.

4. 실험결과

Fig. 2는 Table 1에 명시한 Case 1과 Case 2 베어링

이 700 RPM, 70 kgf 조건에서 운전되었을 때 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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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궤적을 나타내었고 Table 2에 Case 1와 Case 
2의 자세각과 편심율을 비교하였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bearings

Case 1 Case 2

bearing length(mm) 240

bearing diameter(mm) 240

radial clearance(㎛) 239 155

roundness error(㎛) 5 20

Case 1과 Case 2 두 경우 모두 축 중심 궤적이 

저널의 형상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형상오차가 

작은 Case 1의 경우 Case 2의 경우보다 편심율의 

변화가 작게 나타났다. 편심율의 변화가 작다는 

것은 하중의 변화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상오차가 작을수록 하중 변화가 작은 상태로 

운전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Fig. 2  Comparison of locus (700 RPM, 70 kgf)

Table 2 Comparison of Case 1 and Case 2
Case 1 Case 2

Attitude angle (Deg.) 42.8 59.8

Eccentiricity 0.608 0.436

5. 결론

저널과 베어링의 형상오차가 유동압 베어링의 

윤활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저널과 

베어링의 형상오차를 유막 두께식으로 표현하였

으며, 뉴튼-랩슨법을 이용하여 축 중심 위치를 구하

였다. 베어링의 축 중심 변위와 그 때의 편심율을 

알아봄으로써 형상오차의 진폭이 작을수록 베어

링의 회전오차가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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