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hanical Systems Division

Cyrol®
Ceramic Bearing Rollers
Made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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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원의 베어링 롤러 기술

하이브리드 베어링 롤러가 시장에 소개된 이후 처음으로

급성장 하고 있는 하이엔드 마켓을 놓고 제조사 간 경쟁이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서 Ceramic Roller Bearing을 사용 할

치열하게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Roller의 수요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장 수명과 Roller 재질의 특성은 High End
Market 의 결정적 필요 조건이며, 여기에 완벽하게 부합

CeramTec Gmbh의 "Cyrol®" 제품은 오랜 경험과 다년간의

하는 저희 Ceramic Roller는 현재시장에 출시된 유일한 제품

개발 노력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 베어링롤러는 품질과

중에 하나 입니다.

(Quality) 가격대비성능(Price Performance), 이 두가지를
만족시키는 제품으로, 이제 Roller Bearing 또는 Linear Guide
제조사는 고객에게 고성능 ( High Performance ) 고정밀
( High Precision ) 제품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적용 분야

세라믹 롤러의 장점
세라믹 롤링 요소를 사용하는 롤러 베어링은 복합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부품과 산업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생산(풍력터, 조력 발전소,기타 발전소) : 장수명, 내식성
• 광업

• 섬유 산업(고속 운전에 적합)

•
•
•
•
•

• 인쇄기

• 화학 산업(내식성)
• 기계(고속 스핀들, 고정밀 피봇 조인트)
기차의 전기 파워 트레인(장수명,보수주기연장)
• 자동차와

• 클린룸

기술
• 기타 등등

•
•
•

많은 경우에 Ceramic Roller를 사용함으로써 작게는 유지보수
간격이 늘어나거나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핵심 부품이 되기도
합니다.

•

•
•

•

고정밀 (High Precision )
고속 ( High Speed )
높은 내마모성 ( High Wear Resistance )
내약품성 ( Chemical Resistance )
높은 온도에도 사용 가능 ( High Temperature
Resistance )
낮은 마찰계수 ( Low Friction )
비 자성 ( None magenetic )
가벼운 비중(강철 대비 약 40%)
길어진 사용수명 ( Longer life time )
우수한 드라이 러닝 특성, 결과적으로 주유 없이
비상운전 기능 향상
높은 전기 절연성능 ( High Electrical insulation )
길어진 윤활제 수명

Ceramic bearing rollers

재질 요구사항 ( Material requirments )

형상 요구사항 ( Geometry requirements )

Silicon Nitride Bearing Roller의 기술적 요구사항은 ASTM
F 2730 / F 2730M 표준에 나와 있으며, 이 표준에 따라
재료의 특성과 형상별로 롤러의 등급이 분류됩니다.
CeramTec GmbH은 class 의 롤러만이 최상의 베어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저희 Class Ceramic Bearing
Roller Cyrol은 이 도전을 기꺼이 받아 들입니다.
저희 Ceramic Bearing 재료인 SL900은 class

Roller에서 수평면(Lateral Surface )의 원형률( Roundness ) 및
굴곡율( Waveness )은 매끄럽고 조용한 베어링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이기 때문에 세라믹 베어링 롤러에도 금속 롤러와
동일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치수 편차 및 공차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세라믹제품의
제조 기준에 비해 매우 엄격합니다.

재료의

모든 기준을 만족하며, 이러한 사실은 선진베어링
제조사에서 이미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조 기준의 간략한 예시입니다(ASTM F2730 기준):
베어링 롤러, 치수: Ø 12 ㎜ 및 길이 12 ㎜의 경우 예시
• 원형률: ＜ 1.15 ㎛
• 직진도, 원통 영역 및 볼록면의 직진도: ＜ 1.0 ㎛
• 지름 Lot 편차 : 2 ㎛
• 길이 Lot 편차 : 8 ㎛

Materials Datasheet
Units
Material

Silicon Nitride SL900
Si3N4
darkgrey-black

Color
General characteristics
g/cm3

3.20

Flexural strength 20°C

MPa

>800

Compressive strength

MPa

3000

Bulk density
Mechanical properties

MPa

Fracture toughness KIC
Young´s modulus

m1/2

GPa

Vickers hardness HV 0,5

6.0
320
1500

Weibull modulus

15

Poisson´s ratio

0.26

Thermal and electrical properties
Thermal conductivity 20°C

W/mK

30

Linear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20 – 200°C

10-6K-1

20 – 400°C

3.2
-

Specific heat cp 20°C

kJ/kgK

0.8

Resistivity at 20°C

Ωcm

1x1014

Dielectric strength

kV/mm

-

Dielelctric constant

8 (1 MHz)

Dielectric loss factor

4x10-2 (1 GHz)

Thermal shock resistance

K

650

Max. usage temperature, no load

°C

1200

CeramTec GmbH
Mechanical Systems Division
Luitpoldstraße 15
91207 Lauf, Germany
Phone: +49 9123 77-379
a.wilk@ceramte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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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eramtec.com/cyrol

The measured values mentioned before were determined for test samples and are applicable as standard values. The values were determined on the basis of DIN-/DIN-VDE standards
and if these were not available, on the basis of CeramTec standards. The values indicated must not be transferred to arbitrary formats, components or parts featuring different surface
qualities. They do not constitute a guarantee for certain properties. We expressly reserve the right to make technic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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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6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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