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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free Oilless Bearing의 PV 성능평가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Pb-free Oilless B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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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무급유 드라이 베어링은 SPCC기저 철판에 고체 

윤활제충을 만들어 윤활기능을 부여 하고, 이에 

첨가물(Filler)을 이용하여 기계적 성질 및 냉각 기

능을 부여하는 베어링을 말한다.

 Fig. 1 Pb-free Oilless Bearing

최근에는 산업전반에 이른 환경규제 뿐만 아니

라,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도 규제가 실시되면서, 
납이 함유되지 않은 드라이베어링이 개발되는 추

세임에 따라 국내 기술로 고내구성, 고 내마모성의 

성능을 가지는 베어링의 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

다.[1]

본 연구에서 적용된 Pb-free 무급유 베어링는 

자동차 Deck Lid의 회전부에 적용되어지는 부품이

다.  Deck Lid는 차량의 문을 여닫이 하는 경우의 

중요역할을 하는 인자로 Pb-free 무급유 베어링을 

적용하여 Deck Lid의 기존 제품을 대체하고자 하

나, 완성차업계에서는 무급유 베어링의 성능인증

이 필수이며, 이를 주기적으로 인증을 갱신해야하

는 상황이다. 측정장비가 일반적인 베어링용과 혼

용으로 측정되어 정확한 성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어, 무급유베어링 전용 성능평가시스

템 도입을 통한 성능 평가가 요구되어 지고 있다. 

 

Fig. 2 Deck Lid and Oilless Bearing
 
본 연구에서는 Pb-free 무급유 베어링의 개발과 

관련하여 PV값을 기준으로 마찰계수를  측정하는  

성능평가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2.  성능평가 시스템 개발

2.1 무급유베어링 성능평가  

베어링의 성능평가는 정격 면압과 정격 속도를 

인가하고 일정시간동안 가동한 후 구동축에 걸리는 

토크값을 측정하여 마찰계수를 산출하게 되며, 마
찰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진다.

마찰계수   



                         (1)

마찰면압                               (2)

여기서, T는 측정치의 토크, F는 반경방향 하중, 
P는 면압, d는 베어링 내경, l은 베어링 길이를 나타

낸다.

Fig. 3 The measurement of the coefficient of f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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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능평가 시스템 설계 및 제작

무급유베어링의 성능평가시스템은 정격면압을 

제어하는 하중부,  정격속도를 제어하는 모터 구동

부,  토크를 검출하는 센싱부로 구성된다.
서보 프레스에 의해 가해진 압력과 토크센서 값

을 Data Acquisition system으로 측정하고, 측정된 값

은 PC를 통한 피드백 제어를 하였다. 

Fig. 4 Configuration of the control system

Table 1 Specification of System
Section Specification

Servo Press  Kistler NC Joining Module : 15kN

AC Servo Motor  HC-RFS503 : 3000r/min, 5.0KW

Torque Transducer  YDRA-5kM : 5kgf-m, 1.1413mv/v
 Indicator : YD-100S

DAQ(PCI-6221)  16bit, 150kS/s

DIO(PCI-6518)  16 Inputs, 16 Source Outputs,  ±30 VDC

Motion board 
(PCI-7390)  4-Axis Position Command Motion Controller

2.3 성능평가 프로그램 

성능평가 프로그램은 Fig. 6 과 같이 무급유 베어

링의  내경과 길이를 나타내는 제품정보를 표시하

고,  시험하고자 하는  하중,  속도, 유지시간 등의 시험

조건을 기준으로  시스템을 제어하고,  토크, 압력을 

측정하여 마찰면압과 마찰계수를 계산하고 표시하

도록 하였다. 

 

Fig. 6 Performance Evaluation Program

3. 성능평가 시험결과

무급유 베어링 종합성능시험 평가기준을 바탕

으로 마찰계수 측정시험의 조건은 정격면압과 정

격속도를 인가한 후 100시간을 가동하여 토크를 

측정하고, 마찰계수를 구하여 마찰계수가 0.2이하

를 만족해야 한다.

Fig. 5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able 2와 같은 시험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한 결

과 마찰계수의 이론값대비 0.007의 편차를 보였으

며 이는 종합성능 시험 조건을 만족하며 성능평가 

시스템의 안정적인 작동과 정확성를 보여준다.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and results
◎ 시험조건
시료명칭 1610F ( 1.6×1.0 cm) 시험속도 80.0 rpm

시험하중 8.0 kN (815.8 kgf) PV값 2000 (kgf/cm²)*(m/min)

◎ 시험결과
이론값 #1 #2 #3

편차
(Max-Min)토크(kgf·m) 0.05 0.036 0.040 0.042

마찰면압(kgf/cm²) 509.875 510.12 510.66 510.01

마찰계수 0.024 0.017 0.019 0.020 0.007

4. 결론

무급유 베어링 성능평가를 위해 PV값을 기준으

로 시험을 통해 마찰계수를 산출할 수 시스템 개발

을 하였다. 이를 통해 자동차 Deck Lid의 회전부에 

적용되는 Pb-free 무급유 베어링 개발과정에서 정

확한 성능평가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제품 개발 경쟁력 강화 및 품질 확보를 통한 제품의 

본격적인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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