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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ROW CYLINDRICAL 
ROLLER BEARING
복열 원통형 롤러 베어링

UNITEC 복열 원통형 롤러 베어링은 레이디얼 롤러 베어링
그룹의 일부입니다. 전체 보완 설계는 최고 정격 하중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케이지 설계는 최고 회전 속도를 제공
합니다.

이러한 특수 기능으로 인해, UNITEC 복열 원통형 롤러 베어링
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 동력 전달
√ 중공업
√ 가공 기계 및 건설 기계
√ 풍력 터빈 산업
 

컴팩트한 디자인, 레이디얼 하중과 결합된 양방향으로 높은 축방향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용량 및 높은 틸팅 모멘트는 UNITEC XRB
시리즈의 주요 특징입니다. 

UNITEC 크로스 롤러 베어링 XRB 시리즈는 공간이 제한적이거나
회전 질량의 더 낮은 무게 중심이 요구되는 곳에 이상적인 솔루션
입니다.

UNITEC 크로스 롤러 베어링의 적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덱싱 테이블
√  회전 테이블
√  수평 및 수직 축이 있는 스핀들
√  로봇 팔

XRB 시리즈
크로스 롤러 베어링

UNITEC RTB ABS는 절대 유도 측정 시스템이 통합된 액시얼-
레이디얼 롤러 베어링입니다.

UNITEC RTB ABS 베어링은 이탈리아 UNITEC과 독일 AMO
GmbH 간의 역사적 파트너십의 결과물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위치 지정 정확도, 최적화된 회전 정확도 및 높은 강성은 이러한
베어링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UNITEC RTB ABS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
입니다.
√ 로타리 테이블
√ 스핀들 및 밀링헤드
√ 공작기계 산업
√ 다이렉트 드라이브 설치

DISCOVER MORE

RTB ABS 시리즈
인코더 포함 복합 롤러 베어링

SRB 베어링은 2개의 액시얼 케이지를 위한 궤도가 있는 외륜
과 액시얼 케이지가 중앙에 있는 확장된 내륜이 있는 니들 롤러
베어링입니다.

SRB 베어링은 다음 특징을 제공합니다. 
√  높은 정밀도
√  작은 엔벨로프 치수 내의 높은 강성
SRB 베어링은 공작 기계 분야의 정밀 볼 스크류를 위한 레이디얼
/ 액시얼 서포트로 개발되었습니다.

SRB 시리즈
볼스크류용 롤러 베어링



TANDEM BEARINGS
다단 베어링

링의 설계는 베어링에 압력을 최적화된 분포로 제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베어링의 설계는 특수 강철의
사용과 결합되어 베어링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하중이 롤러를
통해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보장합니다.

UNITEC 다단 베어링은 다음 성능을 필요로 하는 용도에 적합
한 솔루션입니다.
√  높은 축방향 하중 지원
√  작은 방사형 디자인 엔벨로프
√  높은 신뢰성

UNITEC 다단 베어링은 압출기용 현대식 고출력 트윈 스크류
감속기에 사용됩니다.

SPHERICAL ROLLER 
BEARINGS 
구면 롤러 베어링

구면 롤러 베어링은 레이디얼 베어링 그룹의 일부입니다.
특수 궤도 설계를 통해 이러한 베어링은 각도 조정과 같은 많은
응용 분야에 필수적인 기능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구면 롤러 베어링은 다음과 같은 응용 분야에 적합합니다.
√  매우 높은 레이디얼 하중을 받는 베어링
√  한쪽 또는 양쪽에서 지지되어야 하는 축방향 하중
√  하우징에 대한 샤프트의 어긋남과 처짐을 보상해야 하는 경우

STUD TYPE 
TRACK ROLLERS
캠 팔로워

UNITEC 스터드형 트랙 롤러 (캠팔로워)는 스터드에 고정된 외부 링,
레이디얼 니들 롤러 및 케이지 어셈블리 또는 전체 보완체, 스터드 및
리테이닝 와셔로 구성됩니다.

UNITEC 스터드형 트랙 롤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측 링은 스터드 헤드 및 리테이닝 와셔에 의해 축 방향 유도.
√  무거운 롤링 및 충격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배럴 외부 링의 특정 형태로 인해 스터드는 정렬 불량으로 인한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오염된 환경과 윤활유 함유에 사용할 수 있는 밀폐형 버전
√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UNITEC 스터드형 트랙 롤러의 높은 유연성으로 가장 관련이 높은
적용 분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DISCOVE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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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ITALY
AT ITS BEST

UNITEC은 특수 원통형 롤러 베어링의 개발 및 제조 분야에서 선도적인 이탈리아 기업입니다.

UNITEC은 고객별 요구 사항을 위해 시작 단계부터 고품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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