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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분류 가이드볼부쉬

가이드 볼부쉬의 특징

그림1 가이드 볼부쉬 LG형의 구조

구조와 특징

LG형은 4조열의 서큘러아크홈(전동홈)으로 설계되어 있기때문에 외통의 회전정지 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사이즈의 리니어부쉬 LM형과 비교하면 정격하중은 대폭적으로 향상됩니다. 그

러므로 리니어부쉬에서 가이드 볼부쉬로의 호환에 따라 안내부의 콤팩트화, 비용절감화와 긴수명화

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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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분류

 가이드 볼부쉬의 특징

가
이
드

볼
부
쉬

/리
니

어
부
쉬

【리니어부쉬와 비해 정격하중UP】
LG형은 볼이 서큘러아크홈 채용에 따라 R접촉하고 있기때문에 점접촉인 동일 사이즈의 리니어부쉬

LM형에 비해 2배 이상의 정격하중을 실현하였습니다.

【전동홈이 있기때문에 회전정지가 불필요】
LG 영은 서큘러아크홈으로 설계되어 리니어부쉬 LM형에 필요한 회전정지 기구가 불필요하기 때문

에 장치의 콤팩트화가 가능합니다.

【리니어부쉬 LM형과 치수호환】
LG형은 리니어부쉬 LM형과 외통의 외경과 길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리니어부쉬 LM형과 교환이 가

능합니다.

【너트와 샤프트는 세트 프리 (조립 자유)】
LG형은 리니어부쉬와 동일 사양으로 LG너트와 LG샤프트의 조합이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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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볼부쉬의 분류

종류와 특징

LG-S형 치수표⇒B4-4

리니어부쉬 LM형과 LG너트의 축경과 길이를 동

일하게 한 타입, LM형과 교환이 가능합니다.

LG-L형 치수표⇒B4-4

LG-S형의 LG너트 길이를 길게하여 부하능력을

향상시킨 롱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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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분류

 가이드 볼부쉬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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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쉬

리니어부쉬에서 가이드 볼부쉬로의 적용예

【가이드볼부쉬 사용 이점1 : 긴수명】
LG형은 동일 사이즈의 리니어부쉬에 비해 2.4배의 정격하중을 가지며 교체시 13.8배이상의 수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표1 가이드 볼부쉬 LG형과 리니어부쉬 LM형의 수명비교

【가이드 볼부쉬 사용 이점 2: 장치의 콤팩트화】
리니어부쉬는 회전방향으로 하중이 걸리는 곳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토크가 작용하지 않는 조

건에서도 병렬사용 및 회전정지 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이드볼부쉬는 과대 토크가 작용

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4조열의 서큘러아크홈 구조이기때문에 1본의 샤프트로 도 사용 가능하여 장

치가 콤팩트해집니다. 

표2 가이드볼부쉬 LG형과 리니어부쉬LM형의 허용모멘트 비교

호칭형번 기본동정격하중: C［N］ 정격하중 비율 수명비율

LG4S 335
3.8배 54.8배

LM4 88.2

LG6S 494
2.4배 13.8배

LM6 206

LG8S 796
3.0배 27.0배

LM8 265

호칭형번 허용모멘트：MA［N•m］

LG8S 1본 사용 1.46

LM8 2본 사용 0.45

   

40mm

80mm

50mm

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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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분류 리니어 부쉬

리니어 부쉬의 특징

그림2 리니어부쉬 LM…UU형의 구조

구조와 특징

리니어 부쉬 LM형은 원형LM축과 함께 사용해서 무한직선운동을 하는 LM 시스템입니다. 부하볼과

LM 샤프트는 점접촉을 하기 때문에, 허용하중은 작지만, 최소의 마찰저항으로 직선운동을 하고 고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트는 고탄소 크롬 베어링강을 사용하며 그 내외부면은 열처리된 후에 연삭됩니다.

리니어 부쉬는 OA기기와 병렬기기를 포함하는 정밀기기, 측정기기, 자동 기록장치, 디지털 3D 측정

기기, 멀티 스핀들 연삭기, 펀치 프레스, 공구 연삭기, 자동 가스 절삭 기구, 인쇄기기, 카드 선별기,

음식 포장 기계등을 포함하는 산업기기 슬라이드부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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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분류

 리니어 부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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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성】
리니어 부쉬의 각 부 치수 공차는 표준화되어 있어서, 서로 호환성이 있습니다. LM 샤프트는 가공이

용이한 원형 연삭으로 가공되어서, 고정도 끼워맞춤 클리어런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정도의 리테이너】
3 ~8조의 볼열을 안내하는 리테이너는 일체성형이므로 볼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정확하게 안내하고,

안정된 주행정도가 얻어집니다.

소경의 형번은 합성수지로서 일체성형한 리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운동시의 소음이 작고 윤활

성이 우수합니다.

【다양한 종류】
표준타입, 클리어런스 조정형, 롱 타입과 플랜지형 LM 케이스 유니트와 같은 다양한 종류가 사용가

능하므로, 용도에 맞는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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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전용 샤프트

리니어 부쉬의 LM 샤프트는 볼이 표면을 직접 운동하므로, 경도, 표면거칠기와 샤프트의 치수 정도

를 고려해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THK는 리니어 부쉬용의 전용 LM 샤프트를 제작합니다.

표준 LM 샤프트

THK는 리니어 부쉬 LM형의 전용 LM 샤프트를 단납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수 가공품

그림3에서 보여지는 탭, 밀링, 나사, 관통구명과 단차가공 등과 같은 특수 가공 처리도 요청에 대응

하고 있습니다.

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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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분류

 리니어 부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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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어 부쉬의 클리어런스 조정형, 개방형의 볼 조열, 질량표

주)표의 볼 열의 수는 수지 리테이너를 사용하는 타입에 적용됩니다. 금속 리테이너를 사용하는 타입은 괄호안에 표시되어있

습니다.

축경

클리어런스-조정형 개방형

호칭형번 볼 조열
질량

g
호칭형번 볼 조열

질량
g

6 LM 6-AJ 4 7.8 — — —

8
LM 8S-AJ 4 10 — — —

LM 8-AJ 4 14.7 — — —

10 LM 10-AJ 4 29 — — —

12 LM 12-AJ 4 31 LM 12-OP 3 25

13 LM 13-AJ 4 42 LM 13-OP 3 34

16 LM 16-AJ 5(4) 68 LM 16-OP 4(3) 52

20 LM 20-AJ 5 85 LM 20-OP 4 69

25 LM 25-AJ 6(5) 216 LM 25-OP 5(4) 188

30 LM 30-AJ 6 245 LM 30-OP 5 210

35 LM 35-AJ 6 384 LM 35-OP 5 350

38 LM 38-AJ 6 475 LM 38-OP 5 400

40 LM 40-AJ 6 579 LM 40-OP 5 500

50 LM 50-AJ 6 1560 LM 50-OP 5 1340

60 LM 60-AJ 6 1820 LM 60-OP 5 1650

80 LM 80-AJ 6 4320 LM 80-OP 5 3750

100 LM 100-AJ 6 8540 LM 100-OP 5 7200

120 LM 120-AJ 8 14900 LM 120-OP 6 11600



A4-12

리니어 부쉬 분류

종류와 특징

표준형
리니어 부쉬의 외경은 가장 정도가 높은 원통형

상으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니어 부쉬에는 치수 계열이 다른 2 개의 시리

즈가 있습니다.

• LM형

일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밀리치수 시리즈

• LM-MG형

LM형의 스테인리스강 시리즈

• LME형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밀리치수 시리즈

표준 타입

개방형
외통의 볼 1 조열분 (50  ~80) 을 절개되어 있으

므로 LM 샤프트의 휨을 피하기 위하여 LM 샤프

트를 지지대로서 지지한 곳에 사용가능합니다 .

또한, 클리어런스를 손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LM-OP/LME-OP형

LM-MG-OP형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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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분류

 리니어 부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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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런스 조정형
표준형과 동일치수로서 외통에 LM 샤프트 방향

으로 절개되어 있기 때문에 내경의 조절 가능한

하우징에 조립하여 사용하게 됨으로써, LM 샤프

트와 하우징사이의 클리어런스를 손쉽게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LM-AJ/LME-AJ형

LM-MG-AJ형

클리어런스 조정형

롱타입
표준형 리테이너가 2개 조립되어 있어 모멘트가

부하되는 곳에 최적이며 조립공수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LM-L형…………표준형

롱타입

플랜지형 (원형)
표준 타입 리니어 부쉬의 너트와 플랜지는 일체

형으로 볼트로 하우징에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설치를 손쉽게 합니다.

LMF형 ……………표준형

LMF-M형…………스테인리스 타입

플랜지형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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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지형 (각형)
LMF형의 플랜지를 4개소 평취한 타입으로서 원

형 플랜지형에 비하여 중심높이가 낮아 콤팩트

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LMK형 ……………표준형

LMK-M형…………스테인리스 타입

플랜지 타입(각형)

플랜지형 (원형) - 롱타입
롱 타입 리니어 부쉬의 너트는 플랜지와 일체화

됩니다. 이것은 리니어 부쉬를 볼트로 하우징에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해서 설치를 손쉽게 합니

다. 표준형 리테이너가 2개 조립되어 있어, 모멘

트 하중이 있는 곳에 최적입니다.

LMF-L형…………표준형

LMF-ML형………스테인리스 타입

플랜지형 (원형) - 롱타입

플랜지형 (각형) - 롱타입
LMF - L 형의 플랜지를 4개소 평취한 타입으로

써 원형 플랜지형에 비해 중심높이가 낮아 콤팩

트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LMK-L형…………표준형

LMK-ML형………스테인리스 타입

플랜지형 (각형) - 롱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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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분류

 리니어 부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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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지형(소판)
플랜지와 외통은 일체형이며 플랜지를 소판형으

로 하여 LMK 형에 비해 중심높이가 낮아 콤팩트

한 설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 리니어 부쉬의 볼

조열은 평취방향의 하중에 대해 2 조열로 부하

되도록 조립되어 있으므로 수명성능이 향상됩니

다.

LMH형……………표준형

플랜지형(소판)

플랜지형(소판) - 롱타입
플랜지를 소판형으로 하여 LMK-L 형에 비하여

중심높이가 낮아 콤팩트한 설계가 가능하게 됩

니다. 표준형 리테이너가 2개 조립되어 있어 모

멘트가 부하되는 곳에 최적입니다. 리니어 부쉬

의 볼 조열은 평취방향의 하중에 대하여 2 조열

로 부하되도록 조립되어 있으므로 수명성능이

향상됩니다.

LMH-L형…………표준형

플랜지형(소판) - 롱타입

LM 케이스 유니트 SC형
리니어 부쉬의 표준 타입이 소형경량의 알루미

늄 케이스에 포함된 케이스 유니트입니다. 볼트

로 테이블을 조이기만하면 손쉽게 장착할 수 있

습니다.

LM 케이스 유니트 S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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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케이스 유니트 (롱타입) SL형
SC 형의 롱타입으로 알루미늄 케이스에 표준 타

입 리니어 부쉬 2개를 조립한 케이스 유니트입니

다.

LM 케이스 유니트 (롱타입) SL형

LM 케이스 유니트 SH형
이것은 리니어 부쉬의 표준 타입이 SC형보다 소

형경량의 알루미늄 케이스에 포함된 케이스 유

니트입니다 . 이 모델은 SC 형보다 더 콤팩트한

설계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이것은 장착 방향에

도 자유성이 있습니다. 또한, 2열의 볼이 케이스

의 상부로부터 하중을 받도록 되어있어서 수명

을 향상시켜줍니다.

LM 케이스 유니트 SH형

LM 케이스 유니트 (롱타입) SH-L형
SH 형의 롱타입으로 알루미늄 케이스에 표준 타

입 리니어 부쉬 2개를 조립한 케이스 유니트입니

다.

LM 케이스 유니트 (롱타입) SH-L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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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분류

 리니어 부쉬 분류

가
이
드

볼
부
쉬

/리
니

어
부
쉬

LM 샤프트 서포트 SK형
알루미늄제의 경량인  LM 샤프트 고정용 지지대

입니다. LM 샤프트 장착부에는 틈이 있어서, 볼

트를 사용해서 LM 샤프트를 단단히 고정시켜 줍

니다.

LM 샤프트 서포트 SK형

표준 LM 샤프트
THK는 리니어 부쉬 LM형 시리즈의 전용 고품질,

LM 샤프트를 제작합니다.

표준 LM 샤프트

수주가공 LM 샤프트
사진과 같은 중공 LM 샤프트나 단말가공도 요구

에 따라 가공합니다.

수주가공 LM 샤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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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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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분류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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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포인트 가이드볼부쉬/리니어부쉬

가이드볼부쉬 / 리니어부쉬의 선정 플로우 차트
00

가이드 볼부쉬 / 리니어부쉬의 선정 순서

가이드볼부쉬/리니어부쉬의 선정방법을 기준으로 플로우차트를 하기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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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포인트

 정격하중과 정격수명

가
이
드

볼
부
쉬

/리
니

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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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하중과 정격수명
【정격하중】
가이드볼부쉬/리니어부쉬의 정격하중은 하중방

향에 대한 볼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치수표중

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정격하중은 1 열의 부하

볼이 하중 바로아래 올때의 값입니다.

하중방향에대해 2 열로 균등하게 부하하도록 장

착하면 표1, 표2와 같이 정격하중이 변합니다.

표1 가이드볼부쉬의 정격하중

C : 치수표 참조

표2 리니어부쉬의 정격하중

C : 치수표 참조

볼 조열 볼 위치 정격하중

4열 1.41×C

볼 조열 볼 위치 정격하중

3열 1×C

4열 1.41×C

5열 1.46×C

6열 1.2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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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수명 산출】
가이드볼부쉬/리니어부쉬의 정격수명은 다음식에 의해 구할 수 있습니다.

L : 정격수명 (km)

C : 기본동정격하중 (N)

PC : 산출 하중 (N)

fT : 온도계수 (A4-23, 그림2 참조.)

fC : 접촉계수 (A4-23, 표3 참조.)

fW : 하중계수 (A4-23, 표4 참조.)

fH : 경도계수 (그림1 참조.)

외통1개 또는 2개 밀착으로 모멘트가 부하되는 경우
외통1개 또는 2개 밀착 사용으로 모멘트를 부하하는 경우, 모멘트를 부하하였을때의 등가 레이디얼

하중을 산출합니다.

Pu : 등가 레이디얼하중 (N)

(모멘트가 가해진 경우)

K : 등가계수 (A4-24, 표5~표9 참조.)

M : 부하 모멘트 (N-mm)

그렇지만, "Pu"는 기본정정격하중(C0)내인것으로 가정합니다.

모멘트 하중과 레이디얼 하중이 동시에 부하된 경우
모멘트와 레이디얼 하중이 동시에 가해진 경우 , 레이디얼하중과 등가 레이디얼하중의 합에 기초한

수명을 계산합니다.

fH:경도계수

가이드볼부쉬/리니어부쉬의 부하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위해서는 전동면의 경도를 HRC58~64

로 합니다.

경도가 이 범위보다 낮으면 , 기본동정격하중과

기본정정격하중이 감소되므로, 경도계수( fH ) 를

각 정격하중에 곱합니다.

통상, 가이드볼부쉬/리니어부쉬는 충분한 경도

를 가지고 있으므로 fH＝1.0 이 됩니다.

그림1 경도계수 (fH)

L =                •      
3

    50C
PC

fH•fT•fC

fW

Pu = K•M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60 50 40 3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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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포인트

 정격하중과 정격수명

가
이
드

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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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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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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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온도계수

가이드볼부쉬/리니어부쉬를 사용하는 사용환경

이 100℃를 넘는 고온의 경우는 고온에 의한 악

영향을 고려하여 그림2의 온도계수를 곱합니다.

또, 가이드볼부쉬/리니어부쉬도 고온대응 제품

으로 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주)주위 온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 금속 리테이너 플레

이트가 장착된 리니어 부쉬를 사용하십시오.

그림2 온도계수 (fT)

fC:접촉계수

직선 안내를 하는 외통을 밀착상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멘트 하중이나 장착면 정도가 나쁜

영향을 미쳐 균일한 하중분포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수의 외통을 밀착사용하는 경우는 표3

의 접촉계수를 기본정격하중 ( C ) , ( C0 )에 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형 기계에서 균등하지 않은 부하 분포가 예상되는 경우

에는, 표3에 나타난 접촉계수를 고려해 주십시오.

표3 접촉계수 (fC)

fW:하중계수

일반적으로 왕복운동을 하는 기계는 운전중에 진

동과 충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고속운

전시에 발생하는 진동과 상시 반복되는 기동정지

시의 충격등 모든것을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습

니다 . 따라서 실제 가이드볼부쉬 / 리니어부쉬에

작용하는 하중을 구할 수 없는 경우나 속도·진동

의 영향이 큰 경우는 경험적으로 얻어진 표 4 의

하중계수를 기본정격하중 ( C ) , ( C0 )에 나누어

주세요

표4 하중계수 (fW)

【수명 시간 산출】
정격수명(L)이 결정되면, 스트로크 길이와 분당왕복횟수가 일정한 경우 다음 식을 사용해서 수명 시

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Lh : 수명 시간 (h)

l S : 스트로크 길이 (m)

n1 : 분당왕복횟수 (min-1)

100 150 200

1.0

0.9

0.8

0.7

0.6

0.5

밀착시 외통수 접촉계수 fC

2 0.81

3 0.72

4 0.66

5 0.61

통상 사용 1

진동/충격 속도(V) fW

미
미속의 경우
V≦0.25m/s

1 ~ 1.2

소
저속의 경우
0.25<V≦1m/s

1.2 ~ 1.5

중
중속의 경우
1<V≦2m/s

1.5 ~ 2

대
고속의 경우
V>2m/s

2 ~ 3.5

60n1l S2
103L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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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계수표
표5 LG-S형의 등가계수

표6 LG-L형의 등가계수

표7 LM형의 등가계수

주)LMF형, LMK형, LMH형 SC형에 대한 등가계수는 LM형

과 동일합니다.

표8 LM-L형의 등가계수

주)LMF-L형, LMK-L형, LMH-L형에 대한 등가계수는 LM-

L형과 동일합니다.

표9 LME형의 등가계수

편하중이 작용할 때의 주의점
LG형은 4열의 전동홈이 있어 리니어부쉬LM형에 비해 편하중(모멘트와 토크)에 대한 하중성능이 대

폭적으로 향상하였습니다. 단, 편하중이 큰 조건하에서는 작동불량과 조기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으

므로 부하용량이 큰 볼스플라인 LBS형·LT형의 사용을 추천합니다.(A3-4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호칭형번
등가계수: K

너트 1개 2개 밀착

LG 4S 1.062 0.193
LG 6S 0.885 0.121
LG 8S 0.708 0.096

호칭형번
등가계수: K

너트 1개

LG 4L 0.733
LG 6L 0.465
LG 8L 0.442

호칭형번
등가계수: K

너트 1개 2개 밀착

LM 3 1.566 0.26
LM 4 1.566 0.21
LM 5 1.253 0.178
LM 6 0.553 0.162
LM 8S 0.708 0.166
LM 8 0.442 0.128
LM 10 0.389 0.101
LM 12 0.389 0.097
LM 13 0.343 0.093
LM 16 0.279 0.084
LM 20 0.257 0.071
LM 25 0.163 0.054
LM 30 0.153 0.049
LM 35 0.143 0.045
LM 38 0.127 0.042
LM 40 0.117 0.04
LM 50 0.096 0.032
LM 60 0.093 0.028
LM 80 0.077 0.022
LM 100 0.065 0.017
LM 120 0.051 0.015

호칭형번
등가계수: K

너트 1개

LM 3L 0.654
LM 4L 0.578
LM 5L 0.446
LM 6L 0.402
LM 8L 0.302
LM 10L 0.236
LM 12L 0.226
LM 13L 0.214
LM 16L 0.192
LM 20L 0.164
LM 25L 0.12
LM 30L 0.106
LM 35L 0.1
LM 40L 0.086
LM 50L 0.068
LM 60L 0.062

호칭형번
등가계수: K

너트 1개 2개 밀착

LME 5 0.669 0.123
LME 8 0.514 0.116
LME 12 0.389 0.09
LME 16 0.343 0.081
LME 20 0.291 0.063
LME 25 0.209 0.052
LME 30 0.167 0.045
LME 40 0.127 0.039
LME 50 0.105 0.031
LME 60 0.093 0.024
LME 80 0.07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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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포인트

 정도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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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규격
【가이드볼부쉬】

표10 샤프트 지지부에 대한 너트 외경의 흔들림

단위: m

＊：레이디얼 클리어런스가 0일때

【리니어 부쉬】
리니어 부쉬의 내접원경, 외경, 폭 및 편심 정도는 치수표 중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LM형의 내접원경

과 편심정도는 상급(무기호)과 정밀급(P)로 분류됩니다. (정도기호는 호칭형번의 말미에 표시되어있

습니다.)

클리어런스 조정형(-AJ)및 개방형(-OP)의 내접원경과 외경정도는 분리되기 전의 값을 나타냅니다.

너트 전장(mm) 흔들림 (최대)＊

- 200 이하 72

200을 초과 250 이하 133

A

A-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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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포인트 가이드볼부쉬/리니어부쉬

가이드볼부쉬의 조립
【하우징의 내경치수】
가이드볼부쉬의 추천 하우징 내경공차를 표1에 표시합니다. 하우징과의 끼워맞춤은, 일반적으로 헐

거운 끼워맞춤을 권장합니다. 클리어런스가 더 작아야되는 경우에는, 중간끼워맞춤으로 합니다.

표1 하우징의 내경공차

【외통 조립】
LG 샤프트 방향의 고정 강도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지만 때려박음 만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피해주시

기 바랍니다. 하우징의 내경공차는 표1을 참조 바랍니다.

핀을 사용한 장착예

종래 리니어부쉬와 같은 사양의 장착

일반적인 사용조건 H6

정도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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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포인트

 가이드볼부쉬의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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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용 스냅링

가이드볼부쉬LG형의 고정용 스냅링은 표2 형식

의 스냅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십

시오.

표2 스냅링의 형식

세트스크류는 불가

그림1과 같이 외통의 외경을 1본의 세트스크류

로서 밀어붙여 고정하는 방법은 외통의 변형을

발생시키므로 피해 주십시오.

그림1

【외통의 조립】
가이드볼부쉬를 하우징에 조립하는 경우 , 측면

플레이트와 씰을 직접 두드리지 않도록 치구를

사용하여 균등하게 두드려 넣거나 받침판을 사

용하여 가볍게 박아 넣습니다.(그림2참조) 

그림2

【LG샤프트의 삽입】
가이드볼부쉬에 LG샤프트를 삽입하는 경우, LG

샤프트의 중심을 너트의 중심과 정렬해서 샤프트

를 너트에 똑바로 부드럽게 삽입하십시오 . 삽입

중에 샤프트가 기울어지면 , 볼이 떨어지거나 리

테이너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림3 참조) 

그림3

스냅링

호칭형번

내경용

니들 
스냅링

C형 
스냅링

LG 4 8 —

LG 6 12 12

LG 8 15 15

 

D-0.3

dr-0.3



A4-28

【모멘트 하중하인 경우】
가이드볼부쉬는 볼 전동면 전체에 걸쳐 균등한 하중을 받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특히 모멘트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는 1본의 LG샤프트에 2개 이상의 가이드볼부쉬를 사용하고 각 가이드볼부쉬의 장착

간 거리는 가능한 멀리해 주십시오.

모멘트 하중하에서 가이드볼부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가 레이디얼하중도 산출하여 형번을 확인

바랍니다. (A4-22을 참조)

【회전사용은 불가】
가이드볼부쉬는 구조상 회전운동에는 적합하지 않습

니다.(그림4참조)

무리하게 회전시키면 예상치못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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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포인트 리니어 부쉬

가
이
드

볼
부
쉬

/리
니

어
부
쉬

리니어부쉬의 조립
【하우징의 내경치수】
표3은 리니어 부쉬에 대한 추천 하우징 내경 허용차를 보여줍니다. 하우징과의 끼워맞춤은, 일반적

으로 헐거운 끼워맞춤을 권장합니다. 클리어런스가 더 작아야되는 경우에는, 중간끼워맞춤으로 합

니다.

표3 하우징의 내경공차

【외통과 LM 샤프트간의 클리어런스】
LM 샤프트와 조합해서 리니어 부쉬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헐거운 끼워맞춤을 사용하고, 클리어런

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밀 클리어런스로 하십시오.

주1) 설치후 클리어런스를 마이너스로 하는 경우, 사양표에 표시된 레이디얼 클리어런스 허용차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주2) 케이스 유니트 SC형, SL형, SH형, SH-L형의 축공차는 상급(무기호)에 준합니다.

표4 축외경 공차

형식 하우징

호칭형번 정도
헐거운 

끼워맞춤
중간끼워맞춤

LM
상급 (무기호) H7 J7

정밀급(P) H6 J6

LME — H7 K6, J6

LMF

상급 (무기호) H7 J7

LMK

LMH

LM-L

LMF-L

LMK-L

LMH-L

형식 LM 샤프트

호칭형번 정도
보통 

클리어런스
긴밀 

클리어런스

LM
상급 (기호없음) f6, g6 h6

정밀급(P) f5, g5 h5

LME — h7 k6

LMF

상급 (기호없음) f6, g6 h6

LMK

LMH

LM-L

LMF-L

LMK-L

LM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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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 조립】
LM 샤프트 방향의 고정 강도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지만 때려박음 만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피해주시

기 바랍니다. 하우징의 내경공차는 A4-26 표1을 참조 바랍니다.

표준 조립
표준 리니어 부쉬의 장착예를 그림5~그림6에 나타냅니다.

리니어 부쉬 고정할 때에는, 스냅링 또는 고정판을 사용하십시오.

그림5 스냅링 그림6 고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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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포인트

 리니어부쉬의 조립

가
이
드

볼
부
쉬

/리
니

어
부
쉬

장착용 스냅링

리니어 부쉬 LM형을 고정하려면, 표5에 보여지

는 스냅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1) 괄호에 표시된 모델에 대해서는, C형 동심 스냅링을 사

용하십시오.

주2) 표5은 LM형, LM-GA형, LM-MG형, LM-L형에 공통입

니다.

표5 스냅링의 형식

세트스크류는 불가

그림7과 같이 외통의 외경을 1본의 세트스크류

로서 밀어붙여 고정하는 방법은 외통의 변형을

발생시키므로 피해 주십시오.

그림7

스냅링

호칭형번
외경용 내경용

니들 
스냅링

C형 
스냅링

니들 
스냅링

C형 
스냅링

LM 3 — — AR 7 —

LM 4 — — 8 —

LM 5 WR 10 10 10 10

LM 6 12 12 12 12

LM 8 — 15 15 15

LM 8S — 15 15 15

LM 10 19 19 19 19

LM 12 21 21 21 21

LM 13 23 22 23 —

LM 16 28 — 28 28

LM 20 32 — 32 32

LM 25 40 40 40 40

LM 30 45 45 45 45

LM 35 52 52 52 52

LM 38 — 56•58 57 —

LM 40 — 60 60 60

LM 50 — 80 80 80

LM 60 — 90 90 90

LM 80A — 120 120 120

LM 100A — (150) 150 —

LM 120A — (180)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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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지형 조립
LMF형, LMK형, LMH형의 경우, 외통은 플랜지와 일체형으로, 플랜지를 통해서만 장착할 수 있습니

다.

클리어런스 조정형의 조립
클리어런스 조정형 (-AJ) 의 클리어런스 조정은

외경을 조정 가능한 하우징을 사용하여 리니어

부쉬와 LM 샤프트와의 클리어런스를 용이하게

조정 가능하게 합니다 . 이 때 리니어 부쉬의 절

개부분은 하우징의 절개부분에 대해 90의 위치

로 하면 원주방향으로 균일한 변형을 줄 수가 있

습니다. (그림8참조)

그림8

개방형 조립
개방형(-OP)의 경우, 그림9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너트 외경의 조정이 가능한 하우징도 사용

합니다.

개방형은 일반적으로 가벼운 예압과 함께 사용

됩니다. 과도한 예압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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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포인트

 리니어부쉬의 조립

가
이
드

볼
부
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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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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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트 서포트의 조립】
축단 서포트 SK형은 장착 볼트를 사용해서 테이

블에 쉽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SK형은 체결 볼

트를 사용해서 LM 샤프트를 단단히 고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LM 케이스 유니트의 조립】
SC(SL)형 장착
SC, 과 SL 형은 볼트로 조으기만하면 상부 또는

하부로부터 장착할 수 있으므로, 설치시간이 단

축됩니다. (그림10 참조)

그림10

SH(SH-L)형 조립
SH형, SH-L형은 볼트로 조으기만하면 상부 또

는 하부로부터 장착할 수 있으므로, 설치시간이

단축됩니다.(그림11 참조)

그림11

THK
SK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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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의 조립】
표준 리니어부쉬를 하우징에 조립하는 경우, 측

면 플레이트 또는 씰을 직접 치는 대신 , 치구를

사용해서 너트로 넣거나, 받침판을 사용해서 너

트를 가볍게 박아 넣도록 해야 합니다. (그림12

참조)

그림12

【LM 샤프트 삽입】
리니어 부쉬에 LM 샤프트를 삽입하는 경우 , 샤

프트의 중심을 너트의 중심과 정렬해서 샤프트

를 너트에 똑바로 부드럽게 삽입하십시오. 삽입

중에 샤프트가 기울어지면, 볼이 떨어지거나 리

테이너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림13 참조)

그림13

【모멘트 하중하인 경우】
리니어 부쉬를 사용하는 경우, 하중이 볼 전동면 전체에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십시오. 특히, 모멘

트 하중이 가해진 경우, 1본의 LM 샤프트에 2개 이상의 리니어 부쉬를 사용하도록 하고, 각 리니어

부쉬의 장착간 거리는 가능한 한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트 하중하에서 리니어 부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 등가 레이디얼하중도 산출하여 형번을 확인

바랍니다. (A4-22을 참조)

【회전사용은 불가】
리니어 부쉬는 구조상의 이유로 인해 회전사용에

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림14 참조)

무리하게 회전시키면 예상치못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14

D-0.3

d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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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포인트

 리니어부쉬의 조립

가
이
드

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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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쉬

【개방형 3 조열 리니어 부쉬 설치시의 주의사항】
개방형 3조열 리니어 부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 15 에 표시된 하중 분배를 고려하면서 장착

하십시오.

그림15

【펠트 씰 FLM형의 장착】
펠트 씰은 H7로 마무리된 하우징으로 압입부착

할 수 있지만, 리니어 부쉬 탈락방지용 스톱퍼로

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그림 16 에 표시된 것

과 같이 부착해서 펠트 씰을 사용하십시오.

또한 부착하기 전에 펠트에 윤활제가 충분히 함

유되도록 하십시오.

그림16

LM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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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가이드볼부쉬/리니어부쉬(옵션)

윤활
00

가이드볼부쉬/리니어부쉬는 그리스 또는 오일윤활 합니다.

【그리스 윤활】
양측씰형(…UU)의 경우는 LG샤프트/LM샤프트에 조립시 가이드볼부쉬/리니어부쉬의 볼열에 그리

스를 도포하여 주십시오.

표준형(씰 없음)의 경우는 상기와 같이 볼열 또는 LG샤프트/LM샤프트에 그리스를 도포하여 주십시

오.

또, 사용조건에따라 필요한 때에 같은 타입의 그리스를 보충해 주십시오.

양질의 리튬-비누기계 그리스 No.2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오일 윤활】
터빈 오일, 기계 오일과 스핀들 오일이 윤활제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급유는 LG샤프트/LM샤프트 위에 떨어뜨리거나

그림1과 같이 급유구로 주입합니다.

그림1

재질, 표면처리
리니어 부쉬, LM 샤프트의 경우, 내식성이 우수한 스테인리스강 제품을 동일 형번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LM 샤프트는 표면처리를 할 수 있지만, 일부 타입은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삼익THK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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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방진

가
이

드
볼

부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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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쉬
(옵

션
)

방진
가이드볼부쉬/리니어부쉬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상마모와 조기수명의 원인이 됩니다. 먼지

와 이물질의 침입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용환경, 조건에 맞는 효과적인 밀봉장치와 방진장치를 선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니어 부쉬의 경우, 마모에 강한 특수합성고무씰과 팰트씰(낮은 씰저항과 높은 방진)을 방진 부속

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THK는 원형 자바라를 생산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삼익THK로 문의해 주십시오.

펠트 씰 FLM형

리니어 부쉬 LM형 시리즈는 특수합성고무씰(LM…UU, U)이 장착된 타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가

로 방진대응을 강화하는 경우 또는 씰 저항을 낮추고자하는 경우에는, 펠트씰 FLM형을 사용하십시

오.

B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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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형번 가이드볼부쉬/리니어부쉬

00

호칭형번의 구성예

호칭형번은 각 형번의 특징에 따라 구성이 다르므로 대응하는 호칭형번의 구성예를 참조해 주십시오.

【가이드볼부쉬】
LG샤프트단위, LG너트단위의 견적, 발주가 기본이 됩니다.

희망에 따라 LG샤프트+LG너트의 세트로도 대응 가능하므로 삼익THK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LG-S형, LG-L형

레이디얼 클리어런스 특주품, 지정 그리스 봉입(표준은 방청유가 도포되어 있음), 표면처리(THK AP-C처리, THK AP-CF처리,

THK AP-HC처리)등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삼익THK에 문의해 주십시오.

LG4  -100L LG4S

2  LG4S  +1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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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형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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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어 부쉬】
수지 리테이너 표준 타입

LM형, LM-L형, LME형, LMF형, LMF-L형, LMK형, LMK-L형, LMH형, LMH-L형,

SC형, SL형, SH형, SH-L형

수지 리테이너 스테인리스 타입

LM-M형, LM-MG형, LMF-M형, LMF-ML형, LMK-M형, LMK-ML형

금속 리테이너 타입

LM-GA형, LM-MGA형, LME-GA형

【LM 샤프트 서포트】
SK형

LM20  L  UU

LM20  M  L  UU

LM20  M  GA  UU

SK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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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샤프트】
SF형

＊2개 이상의 기호가 있는 경우에는 알파벳 순서로 표시됩니다.

＊축경, 축경 허용오차, 표준재고길이에 대해서는 B4-48 참조

【펠트씰】
FLM형

발주시의 주의점

고온용으로서 금속 리테이너(기호A) 사양의 리니어 부시에 외통 양단 씰(기호UU)을 붙일 수는 있지

만, 씰 내열온도가 80℃이므로 씰이 없는 것을 권장합니다.

＊

SF25  g6  -500L  K

FLM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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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상의 주의사항 가이드볼부쉬/리니어부쉬

가
이
드

볼
부
쉬

/리
니

어
부
쉬

00

【취급】
(1) 부품을 분해하면 시스템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부품의 장착 정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

제품을 분해하지 마십시오.

(2) 가이드볼부쉬/리니어부쉬를 떨어뜨리거나 두드리면 상처가 생길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또,

충격을 준 경우 외관상 보이지 않더라도 기능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윤활】
(1)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방청유를 완전히 제거하고 윤활제를 발라 주십시오. 

(2) 물리적 특성이 다른 윤활제를 혼용하지 마십시오.

(3) 규칙적인 진동에 노출되는 장소 또는 클린룸, 진공, 저/고온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는 일반적

인 윤활제는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삼익THK로 문의해 주십시오.

(4) 특수한 윤활제를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시기 전에 삼익THK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용상의 주의】
(1) 이물질이 들어가면 볼 회전부에 손상을 주거나 기능상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먼지나 절

삭 칩과 같은 이물질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주십시오.

(2) 80℃ 이상의 온도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80℃ 이상의 온도에서 제품을 사용하고자하

는 경우에는 삼익THK로 문의해 주십시오.

(3) 쿨런트가 가이드볼부쉬/리니어부쉬의 내부에 침입하는 환경하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삼익THK

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4) 먼지, 절삭칩등의 이물질이 부착된 경우는 깨끗한 백등유로 세척한후, 윤활제를 봉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5) 규칙적인 진동에 노출되는 장소 또는 클린룸, 진공, 저/고온과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제품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삼익THK로 문의해 주십시오.

【보관】
가이드볼부쉬/리니어부쉬는 폐사의 포장 상태로 고온, 저온, 다습한 곳을 피해 보관해 주십시오. 

【가이드볼부쉬 LG너트와 LG샤프트의 조립에 관해서】
(1) LG너트와 LG샤프트를 세트로하는 경우에 LG너트 내의 볼 위치와 LG샤프트의 홈위치를 맞추어

LG너트에 천천히 삽입해 주십시오. LG샤프트가 비스듬한 상태로 조립하면 볼이 튀어 나오거나

순환부품이 파손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2) 삽입시 중도에 걸리는 경우에는 무리하지 않게 한번 빼서 볼 위치와 LG샤프트의 홈위치를 재확

인하고 천천히 삽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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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G너트와 LG샤프트를 세트로하는 경우에 LG너트 또는 LG샤프트가 부드럽게 동작하는지 확인

하여 주십시오. 무리하게 삽입한 경우에는 외관상 보이지 않더라도 기능의 손실을 줄 수 있으므

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