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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rollers of cylindrical roller bearing are axially profiled to relieve high edge stress concentration

caused by mainly their finite length and by misalignment. In this paper, a numerical analysis is carried to study

the EHL of misaligned (tilted) rollers with axially profiled ends. Using a finite difference method with non-uni-

form grids and the Newton-Raphson method, the highly nonlinear EHL problems are systematically solved.

Physically consistent solutions are obtained for moderate load, material parameters and very small misalignment.

For different misalignment angles, contours and sectional plots of pressure and film shape near both edge regions

are compared. The asymmetric pressure distributions and film shapes show that the EHL results of finite line

contacts are highly dependent upon very small amounts of roller misalignment. Especially, the effect of mis-

alignment on the EHL pressure distribution is much higher than the film shapes. 

Keywords − EHL, finite line contact(유한한 선접촉), roller profile(로울러 프로파일), misalignment, Newton-

Raphson method(뉴우튼-랍슨 방법)

1. 서 론

원통 및 테이퍼 로울러 베어링의 로울러는 길이가 유

한하고 베어링이 지지하는 축의 Misalignment 등으로

인하여 로울러 양단부에는 아주 높은 응력이 작용한다.

실제에서는 이로 인한 수명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로

울러의 길이방향으로 프로파일링(Profiling)하고 있다.

지금까지 로울러의 프로파일을 결정하는 이론적인 방법

은 탄성접촉해석으로 로울러 양단부에서의 접촉압력이

국부적으로 크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1]. 하지만

베어링은 탄성유체윤활(EHL) 상태로 운전되기 때문에

로울러에 작용하는 응력은 탄성접촉인 경우와 크게 차

이가 날 뿐만 아니라 베어링의 피로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소유막의 크기는 추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피로수명이 최대인 최적의 로울러 프로파일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EHL 해석이 요구된다.

Dowson & Higginson[2]이 무한장으로 가정한 선접촉

문제의 해석에 성공한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EHL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대

부분이 무한장 선접촉이거나 타원접촉[3] 문제이며, 로

울러 베어링과 같이 접촉길이가 유한한 선접촉 문제에

대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탄성접촉

부의 폭에 비하여 길이가 100배 정도이어서 실험뿐만

아니라 수치해석도 아주 어렵기 때문이다[4]. Optical

interferometry를 사용하여 유막형상을 성공적으로 측정

한 Wymer & Cameron[5]의 결과에서 최소유막은 항상

로울러 양단부에서 발생하며, 이의 크기는 프로파일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였다. Mostofi & Gohar[6]는 참고

문헌[3]의 수치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프로파일링을 한

로울러에 대한 EHL 문제를 처음으로 해석하였지만 해

석과정이 시행착오적이기에 수렴해를 구하기가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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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해석결과도 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았다.

한편, Park & Kim[7-10]은 유한한 선접촉 EHL 문제

해석에 유한차분법과 뉴우튼-랍슨 방법을 처음으로 적

용하여 체계적이고도 정확하게 해석하였다. 특히, 균일

한 격자계를 사용한 참고문헌[6]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소수인 불균일한 격자를 적용하고도 물리적으로 타당

한 결과를 구하였다[10]. 또한, 본 논문의 저자[11]는

프로파일의 미세한 차이가 양단부에서의 EHL 특성에

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만일, 로울러에 Misalignment가 작용하면 로울러 길

이방향의 EHL 압력분포는 중앙에 대하여 비대칭[12]

이기 때문에 수치해석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수치해석

은 Kushwaha 등[13]의 연구가 유일하다. 그들은 유한차

분법과 뉴우튼-랍슨 방법을 적용한 결과, Misalignment

는 EHL 압력분포와 유막형상을 크게 변화시키며, 특

히, 최소유막두께의 크기는 크게 감소시켰다. 하지만 균

일한 격자계를 채용하였기에 양단부에서의 압력분포와

유막형상은 부정확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결과

로는 Misalignment가 EHL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

하게 이해하기에는 자료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파일링을 한 원통형 로울러에

Misalignment가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EHL 문제를 수

치해석하고자 한다. 이때, 불균일한 격자계를 채용한 유

한차분법과 뉴우튼-랍슨 방법을 적용하여 Misalignment

각도의 변화에 따른 로울러 양단부 부근에서의 EHL

특성변화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2. 지배방정식

2-1. 레이놀즈 방정식

로울러의 구름방향이 x방향일 때, 유막내에서 발생

하는 EHL 압력은 다음의 레이놀즈 방정식을 만족시킨

다[2,3].

(1)

여기서, u는 로울러와 궤도면의 구름방향 평균속도

이다.

과 같은 무차원변수를 사용하

여 식(1)을 무차원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

2-2. 윤활유의 상태방정식

EHL 상태에서는 압력에 따라서 윤활유의 점도와 밀

도가 변화하므로 이들의 무차원식으로 표현하면 각각

다음식과 같다[2].

(3)

(4)

여기서, 이고 의 단위는 [GPa]이다.

2-3. 유막두께식

EHL 상태에서의 유막두께는 다음식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3]. 

(5)

여기서, 는 상수, 와 는 각각 로

울러의 형상에 따른 유막과 발생압력에 의한 탄성변형

량이다.

Fig. 1과 같이 Dub-off 프로파일링을 한 로울러가

반시계방향으로 θ만큼 Misaligned된 경우에 는

다음식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6)

여기서, 프로파일링을 하지 않은 위치에서는 마지막

항의 값은 0이다.

한편, Fig. 2와 같이 크기가 (b1+b2)x(a1+a2)인 사각

형 미소압력요소에 의한 점에서의 탄성변형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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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isaligned dub-off profiled cylindrical 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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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식으로 구할 수 있다.

(7)

만일, 미소압력요소내의 압력이 일정하다면 윗식은

해석적으로 적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9,10,14].

(8)

여기서,

(9)

따라서,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면 임의위치에서의 탄

성변형량은 다음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3].

 (10)

여기서, 하첨자 는 (x,y)에서의 격자번호이며,

는 영향계수로 (k,l)에서의 단위압력요소에 의한

(i,j)에서의 탄성변형량을 나타낸다.

따라서, 식(5)는 다음과 같은 무차원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11)

여기서, , , 이다.

2-4. 하중조건식

로울러에 작용하는 하중은 다음식과 같이 유막내에

서 발생하는 유체압력의 합과 동일하다.

 (12)

위의 식은 다음과 같이 무차원화된다.

 (13)

2-5. 경계조건

계산영역의 전경계에서는 P=0이며, 구름방향 출구측

에는 다음식으로 표현되는 레이놀즈의 경계조건을 만

족한다.

 (14)

3. 수치해석

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9-12,14]에서와 동일하게 유

한차분법과 뉴우튼-랍슨 방법을 적용하여 수치해석하

고자 한다. 

불균일한 격자계를 사용하는 경우, 식(2)의 유한차분

형태는 다음식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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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ssure element and local coordi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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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여기서, Mj는 Y=Yj에서 식(14)를 만족시키는 X방향

격자의 수이고, N은 전체 Y방향격자의 수이다[9,10].

식(15)에서 미지수인 Pi,j와 Ho를 구하기 위하여 뉴우

튼-랍슨 방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16)

한편, 식(13)은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7)

따라서, 식(16)과 식(17)에서 미지수와 식의 수가 같

으므로 해석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계산영역의 크기에 따라 해석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이를 넓게

두었다. 이에 따라 구름방향 입구부와 출구부 경계는

각각 X=-5.0와 X=2.5에, 측면부 경계는 Y=±0.715에

위치시켰으며, 사용한 격자의 수는 최대 88×31개이다.

수치해석 과정과 수렴조건은 참고문헌[9-12,14]과 거의

동일하다.

4.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 결과제시에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Fig. 3은 Misaligned 로울러에 대한 EHL 해석결과

를 설명하기 위한 유막의 등고선상의 주요단면 위치를

나타낸 그림으로 Y=0에 대해서 좌우가 비대칭이다. 여

기서, 단면1-1과 단면2-2는 구름방향으로 각각 최소유

막두께 Hm과 최대압력이 발생하는 위치를 각각 통과

하며, 단면3-3은 Hm을 통과하는 로울러 길이방향으로

의 단면이다.

Fig. 4와 Fig. 5에는 Misaligned 각도가 서로 따른

경우에 대한 로울러 양단부 부근에서의 EHL 압력의

등압선과 유막의 등고선을 각각 나타내었다. 여기서,

Fig. 4(a)와 Fig. 5(a)는 Misalignment가 없는 경우에

대한 결과로 압력분포와 유막형상은 로울러 길이방향

으로 서로 대칭이며, 최대압력과 최소유막은 로울러의

길이방향 중앙부가 아니라 양단부 부근에서 발생하고

있다[9-11]. 특히, 양단부에서는 유한한 선접촉 EHL

문제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잘 알려져 있는 “Dog

bone” 형상의 유막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로울러가

Misaligned되면 길이방향의 기하학적 유막두께가 Y=0

에 대해서 비대칭이기 때문에 EHL 결과는 크게 달라

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Fig. 4(b) & (c) 및 Fig.

5(b) & (c)에 나타낸 것과 같이 Misalignment 작용시 유

막두께가 작아지는 좌측단(Tilted edge)에서는 이의 각

도가 아주 미세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EHL 압력

이 발생하며, Fig. 5(a)에 비하여 “Dog bone” 형상이

더욱 선명하게 되었다. 특히, 구름방향 출구측에서는 아

주 높은 압력 Spike가 발생하였다. 한편, Misalignment

로 인하여 유막두께가 상대적으로 크게 된 우측단

(Lifted edge)으로는 윤활유가 쉽게 유출되므로 발생압

력은 크게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Misalignment가 작용

할 경우에는 EHL 압력에 비하여 유막형상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서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Misalignment는 우측단에서의 기하학적 유막두께를 크

게 한다. 하지만 낮은 EHL 압력은 탄성변형을 크게 하

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막두께는 상대적으로 크

게 변화하지 않는다(식(11) 참조). 한편, Misalignment가

작용하는 경우, Kushwaha 등[13]은 로울러 양단부 부근

에서 “Pressure pips”와 “Islands of minimum film

thickness”라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는 그들이 사용한 격자의 수가 본 논문에서

보다 한층 많음에도 불구하고 균일한 격자계와 이로

인한 양단부 부근에서는 격자간격이 조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사용한 격자의 조밀

도에 따른 차이는 타원접촉 EHL 문제에 대한 참고문

헌[3]와 참고문헌[14]의 결과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과 같이 Misalignment가 작

용하는 유한한 선접촉 EHL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12U ρi 1 2 j,⁄+( Hi 1 2 j,⁄+ ρi 1 2 j,⁄– Hi 1 2 j,⁄––[ ]– 0=

i 2 … Mj    j, , , 2 … N 1–, ,= =( )

∂fi j,
∂Pk l,

----------
⎝ ⎠
⎛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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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l,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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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j,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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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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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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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ilm contour sections for misaligned finite line

cont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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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불균일한 격자계를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함

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결과는 Misaligned 각도가 θ=0.0o와 θ= 0.004o

인 경우, Fig. 3에 나타낸 각 단면에서의 압력분포와

Fig. 4. Contour plots of pressure isobars (P×10
4
). Misaligned angle θ is (a) 0

o
, (b) 0.002

o
, (c) 0.004

o
.(left : tilted edge,

right : lifted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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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막형상을 비교한 것이다. 

Fig. 6과 Fig. 7에는 단면1-1과 단면2-2에서의 압력

분포와 유막형상을 각각 나타내었다. 앞에서의 고찰결

과와 같이 로울러가 아주 미세하게 Misaligned 되어도

Fig. 5. Contour plots of film shapes (H×10
5
). Misaligned angle θ is (a) 0

o
, (b) 0.002

o
, (c) 0.004

o
.(left : tilted edge, right

: lifted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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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L 압력분포와 유막형상은 아주 크게 변화하였다. 특

히, 구름방향 출구에서 압력 Spike가 크게 발생하는

단면2-2에서의 유막은 접촉폭 방향(X 방향)의 중앙부

에서는 일정하고, 출구측에서 유막수축이 발생하고 있

다. 한편, 최소유막이 발생하는 단면1-1의 위치는 단면

2-2보다 로울러의 양단부쪽에 위치하였다.

Fig. 8과 Fig. 9에는 Misalignment 유무에 따른 단

면3-3의 좌 ·우측단에서의 압력분포와 유막형상을 서로

비교하여 각각 나타내었다. 로울러가 Misaligned 되면

유막두께가 작아지는 좌측단에서는 윤활작용으로 아주

높은 EHL 압력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탄성변형량도

크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우측단에서는 측면으로 윤

활유가 쉽게 유출되므로 EHL 압력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이곳의 탄성변형량은 작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

측단에서는 Misalignment에 따른 상대적인 유막두께

차이는 아주 크게 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로울러에 아주

작은 크기의 Misalignment가 작용해도 양단부 부근에

서의 EHL 압력분포와 유막두께는 아주 크게 변화하였

다. 따라서, 피로수명이 최대인 최적의 로울러 프로파

Fig. 6. Pressure and film shapes in the rolling direction.

θ= 0.0
o
.

Fig. 7. Pressure and film shapes in the rolling direction.

θ= 0.004
o
.

Fig. 8. Comparison of transverse pressure distribution

and film shapes near tilted edge region.

Fig. 9. Comparison of transverse pressure distribution

and film shapes near lifted edg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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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설계시에 본 논문의 수치해석방법이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조건에 대한 추

가연구가 요구된다.

6. 결 론

로울러 베어링으로 지지되는 축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Misaligned될 수 있으며, 이는 베어링의 로울러

에 전달된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파일링을 한 원통형 로

울러에 Misalignment가 작용하는 경우의 EHL 문제를

유한차분법과 뉴우튼-랍슨 방법을 적용하여 수치해석하

였다. 이때, 계산시간을 단축하고 Misalignment 각도에

따른 양단부 부근에서의 EHL 특성을 상세하게 해석하

기 위하여 완전히 불균일한 격자계를 채용하였다. 이 결

과, 로울러에 작용하는 아주 작은 크기의 Misalignment

는 양단부에서의 EHL 압력분포와 유막두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유막두께 보다 압력분포에 미치

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의 수

치해석방법은 로울러의 최적 프로파일 설계에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 기

이 논문은 2단계 BK21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

니다.

기호설명

 : 무차원 영향계수, 

 : 영향계수

E  : 

G  : 무차원 재료변수, aE

h  : 유막두께

H  : 무차원 유막두께, h/R

Hm  : 무차원 최소유막두께

n  : 반복계산횟수

p  : 압력

P  : 무차원 압력, p/E

R  : 로울러 반경

Rd  : 로울러의 Dub-off 반경 (Fig. 1 참조)

 : Rd/R

u  : 구름방향 평균속도

U  : 무차원 속도변수, 

x,y  : 구름방향 및 길이방향 좌표계

X,Y  : 무차원 좌표계, x/R, y/R

yd  : Fig. 1 참조

w  : 하중

W  : 무차원 하중변수, 

α  : 윤활유의 압력-점도지수

δ  : 미소압력요소에 의한 탄성변형량

η  : 무차원 점도, 

 : 대기압 및 p에서의 윤활유 점도

 : 무차원 밀도, 

 : 대기압 및 p에서의 윤활유 밀도

θ  : 로울러의 Misaligned 각도 (Fig.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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