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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의 미세 패턴 형상이 유체 윤활 특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Micro pattern shape on the Lubrication

*이보라 1, #조용주 1, 문석만 1

*B. R. Lee1, #Y. J. Cho(yjcho@pusan.ac.kr)1 , S.M.Kim1

1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Key words : Micro texturing, Hydrodynamic lubrication, Film thickness

( )
x
hU

y
ph

yx
ph

x ¶
¶

=÷÷
ø

ö
çç
è

æ
¶
¶

¶
¶

+÷÷
ø

ö
çç
è

æ
¶
¶

¶
¶ r

h
r

h
r

21212

33

(1)

Table legend

Shoe diameter 2㎜
Shoe height 1.06㎜
Curvature of shoe upper part 1.6㎜
Disk diameter 76㎜
Pattern width 50㎛
Pattern depth 0.1~10㎛
Pattern area density 5%
Oil viscosity 0.107Pa-sec

( ) ( )
h
uu

x
ph

z
u hzz

hz
hzzx

==

=
=

-
+

¶
¶

-=÷
ø
ö

ç
è
æ

¶
¶

-=- 0

2
hht (2)

1. 서론

마이크로 텍스쳐링은 마찰 계수를 줄이는 역할

을 하여 윤활 특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매우 효과적

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며, 피스톤 링에서 실린더 

라이너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계 요소에서 활용되

고 있다.
Etsion[1]은 mechanical seal의 표면에 LST(Laser 

Surface Texturing) 기법으로 마이크로 패턴을 가공

하여, 마이크로 텍스쳐링이 부하 용량과 마멸 저항 

능력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을 실험적으로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패턴을 가진 표면에 

대한 유체 윤활 해석을 통해 패턴의 기하학적 형상

에 따른 윤활 특성을 알아보았다. 슈의 기울어짐을 

고려함으로써 패턴이 없는 표면과 텍스쳐링된 표

면의 윤활성 또한 비교해 보았다.

2. 해석 절차

슈의 상부와 슈 상부를 잡아주며 힘을 가하는 

슈 홀더는 같은 곡률을 가지고 있고, 두 면 사이는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에 의해, 슈 

홀더가 슈 상부에 가하는 힘은 슈 상부의 곡률 

중심을 향하는 성분만 존재한다. 
슈가 슈 홀더로부터 받는 힘은 슈 바닥면의 유막

에 의해 지지되는 힘과 유체 전단 마찰력과 힘의 

평형을 이룬다.
유막 압력은 식(1)의 레이놀즈 방정식을 풀어 

구해지며, 이 힘은 외부에서 가해주는 하중과 평형

을 이룬다.

슈와 바닥 면이 상대 운동하면서 유체 전단 마찰

력은 다음으로부터 계산된다.

슈는 상부와 바닥면에서 가해지는 힘들의 평형

과, 이 힘에 의한 모멘트의 평형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힘과 모멘트 평형을 이루는 

슈의 자세를 찾음으로써, 패턴의 유무에 따른 유막

두께를 비교할 수 있었다.  패턴 형상에 따른 윤활성

을 비교하였다.

Fig. 1 Film pressure distribution for pattern type
(a)Solid ring (b)Broken ring ©Lattice (d)Dot

Table 1 Geometric parameters fo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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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 결과

3.1 패턴 형상

Fig. 1은 마이크로 패턴의 형상 종류에 따른 유막 

압력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각 형상에서 패턴 깊이

를 달리하며 힘의 평형과 모멘트 평형을 만족하는 

유막 두께를 계산하였고, 그 결과를 Fig. 2에  도시하

였다.
네 가지 종류의 패턴 중, Dot 타입의 패턴이 전체

적으로 유막 두께가 두꺼움으로써 윤활성이  가장 

좋고 Lattice 형상이 유막 두께가 얇게 나타났다.

3.2 마이크로 패터닝의 윤활성

제시된 네 가지 형상 중 가장 윤활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난 Dot 타입 패턴을 패턴이 없는 표면과 

비교하여 텍스쳐링의 윤활 효과를 알아보았다.
Fig. 4는 다양한 미끄럼 속도에 대해 Dot 타입의 

패턴이 있는 표면과 없는 표면의 유막 두께를 비교

한 것이다. 예상한 바와 같이 텍스쳐링한 표면이 

그렇지 않은 표면보다 유막 두께가 두꺼움으로써 

윤활성이 좋았다.

Fig. 2 Film thickness with pattern type 
(Velocity 2.6m/s, Load 1N)

Fig. 3 Film thickness with pattern aspect ratio 
(Velocity 1.3m/s, Load 10N)

Fig. 4 Film thickness with sliding speed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슈의 기울어짐을 고려한 윤활 

해석을 통해, 패턴 형상에 따른 마이크로 텍스쳐링

의 윤활성을 평가하였다.
(1) 패턴 형상(Solid ring, Broken ring, Dot, Lattice)

에 따른 유막 두께를 비교한 결과, Dot 타입의 

패턴이 주어진 운전 조건에서 윤활성이 가장 

좋았다.
(2) 슈의 기울어짐을 고려함으로써 패터닝된 표

면의 윤활성을 패턴이 없는 표면과 비교할 

수 있었다. 비교 결과, 주어진 운전 조건에서 

Dot 타입의 패턴을 적용함으로써 유막 두께

가 두꺼워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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