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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of Knowledge Engineering

The power of lubrication
SKF와 Lincoln : 
세계 최고 윤활 시스템과 솔류션의 완벽한 조화

지식 공학의 힘은 제품, 사람 그리고 설비에 특화 
된 지식으로 구성되며, SKF는 전세계 주요 산업 
분야의 생산설비와 제조장비에 혁신적인 솔루  
션을 제공합니다.
다방면에 걸쳐 숙달된 전문가들이 장비의 신뢰성, 
운전 최적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전체 비용 
오너십을 절감하는 것으로 검증된 SKF 생애주기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역량들은 베어링&유닛, 씰, 윤활시스템, 
메카트로닉스, 3차원 모델링에서부터 클라우드 
기반 선진 상태감시 및 보전, 자산관리시스템에 
이르는 광범위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친 서비스망을 통해 SKF 고객들에 
게 동일한 품질표준과 제품의 가용성을 제공 
합니다.



두개의 윤활 선도 기업
최적화된 윤활의 힘 신뢰성, 효율성, 생산성

단일화된 글로벌전역 자원

우월한 제품 혁신 필적할 수 없는 전세계적인 지원 세계 최상급의 설치 지원

100년 이상의 산업 분야별 경험을 

바탕으로 공학적인 시스템과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의 지속적인 흐름  

풍부한 경험을 지닌 시스템 하우스와 

어플리케이션 센터를  전대륙에 걸쳐 

보유한 전세계적인 대리점 네트워크

자격을 갖춘 SKF 대리점을 통한 윤활유 

시험과 윤활 교육 및 전문가의 윤활 시스템 

설치와 초기 운전 실시 더불어 

고객 보유 장비 점검 서비스

각각 100년 이상 쌓여온 SKF와 Lincoln의 전문적 지식이 융합된 
현재의 SKF는 각각의 산업에 필요한 윤활 관리 솔류션의 완벽 
한 포트 폴리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어떤 산업 또는 어떤 
분야이던, SKF는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정비 요소를 줄이 
며, 생산성 을 향상하고,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 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제품군들과 
전문 인력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KF와 Lincoln, 두 회사의 윤활 제품들과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는 단일화된 영업 기술팀의 지원을 받는 전세 
계에 분포된 여러 대리점들을 통하여 고객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베어링의 50%는 윤활 부족이든 

잘못된 윤활유 선택이든 또는 물, 공기, 먼지 불순물 등의  윤 

활유 오염이든 간에 윤활 관련 문제로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 

니다. 

정밀한 윤활 솔류션은 기계 운전 비용을 줄이며 안전성과 신 

뢰성을 향상하며 운전 시간을 연장하고 인적 자원 투입을 최 

적화하여 수익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KF와 LINCOLN의 제품 구성을 융합하여 우리는 Lubrication 

Business Unit(LBU)를 창조하였습니다. 두 브랜드의 역사와 

핵심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SKF의 오일 기반 윤활 시스템과 

링컨의 그리스 기반 윤활 시스템으로 가장 넓고 다양한 

솔류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뜻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모든 마찰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진보된 윤활 솔류션을 

보유한 중요한 회사를 확보하신 것입니다. 저희 LBU는 수동 

또는 단일 포인트 윤활 장치부터 가장 진보된 중앙 집중 자동 

윤활 시스템까지 모든 제품을 공급해 드릴 것입니다.

지난 십수년간 윤활 시장을 선도한 기업을 합병하여 더욱 향 

상된 최적 윤활의 혜택에 대한 SKF 지식은 SKF를 자동 윤활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산업 분야별 깊이있는 기술 경험와 더불어 세계 유수 

장비 제조사들과의 기술 동반자 관계는 복잡한 기계의 운전 

방법과 비용대비 최고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윤활 최적화에 

대한 탁월한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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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시스템 기반 솔류션

기계 설계 최적화

고객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공학

증가
• 생산성

• 신뢰성

• 설비가동시간

• 서비스 주기

• 안전

• 보건조건

• 지속가능성

감소
• 에너지 소비량

• 윤활제 소모량

• 발열

• 베어링 마모

• 마찰 소음

• 제품오염

• 운전비용

숙련된 윤활 서비스

시스템 설계부터 교육

최적화된 윤활 프로그램 설계

SKF 윤활 컨설팅 서비스

서비스
• SKF 윤활관리

• 윤활 컨설팅 및 평가

• 투자 수익율(ROI) 산출

• 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 가동중인 SKF 자동윤활시스템의 서비스

• 교육

SKF는 마찰학, 마찰을 다루는 기술 부문, 마모 그리고 윤활에 

관련하여 선진 연구와 발전을 추구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연구원들은 고객이 매일 직면하는 실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각 산업 

분야별 도전을 이해하고 있으며 정확한 윤활 솔류션은 

베어링, 씰, 기술 서비스, 직선 운동 제품 그리고 윤활 시스 템 

등의 영역에 관련된 기술을 통합하는 역량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있습니다.

세계 유수 장비 제조사들의 경우, 비록 작은 디자인 향상이 

라도 큰 변화를 만들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프로젝트 계획 

단계와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빨리 SKF를 기술 파트너 

로 선정할수록 미래의 혜택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SKF 

대리점과 기술자들은 장비의 최대 수명과 신뢰성을 위한 설계 

최적화를 달성하기위해 당신의 팀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SKF와 함께 할때, 당신은 설치/사용/보수가 간단하면서도 

좀더 작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비용 절감 효과가 우수한 윤활 

시스템을 당신의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필요에 맞게 디자인을 함께 개발하며 

시장에서도 경쟁 우위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SKF는 자동 윤활 시스템의 설계와 설치, 기존에 설치된 시 

스템에 대한 서비스, 윤활유 시험과 평가 그리고 교육을 포함 

한 윤활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십년의 SKF 경험으로 얻어진 지식을 활용하여, SKF는 

최적화된 윤활량과 주기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 니다. 

이런 지식은 설비 결정 과정에서 당신의 설비에 최고의 윤활 

시스템 설계를 갖추었다는 것을 확신시켜 드릴 것입니다.

SKF는 고객 장비의 윤활 프로그램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최 

적의 윤활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KF는 전매 특허인 비용 계산 방식을 사용하여 귀사의 투자 

대비 미래의 수익성도  추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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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식 시스템

장점 :
• 먼 거리에 걸쳐진 많은 윤활 개소에 적합 

• 고점도 그리스 사용시에 특히 높은 신뢰성

• 윤활량 사후 조정 가능

• 간단한 시스템 설계를 가능케하는 수평적 분배변 장착

순차식 윤활 시스템

장점 :
• 각 윤활 개소로 그리스를 자주 정해진 양으로 공급

• 동작 감시와 윤활 공급 차단이 손쉬운 시스템

• 컨트롤과 모니터링이 접목된 시스템

SKF는 자동 윤활 시스템과 부속품에 대한 세계 최고의 완벽한 구성요소를 제공합니다. 

SKF와 Lincoln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다양한 제품군들은 오일과 그리스 기반 시스템, 

규격품 또는 특별 주문품들로 구성되어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제품 혁신

자동 윤활 기기

장점 :

• 수동 급지 대비하여 현격한 시간과 노동력 절감

• 각각의 기기에 필요한 그리스의 양을 손쉽게 조절 

단관식 시스템

장점 :
• 설비 이해 및 장착과 유지 보수 용의

• 사전 셋팅 모델 또는 사후 조정 모델 선택 가능

• 거의 모든 윤활유에 적합

• 손쉽게 확장 가능

• 한개의 윤활 개소가 막히더라도 전체 시스템은 계속 작동 

• 컨트롤과 모니터링이 접목된 시스템

• 장거리 적용이 가능하고 넓은 범위의 온도에 적용 가능 

적정 주기에 정확한 양의 그리스의 주입은 베어링 성능에 매 

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SKF는 과소 윤활의 위험을 최소화하 

며 오염없는 그리스를 정확한 양으로 공급하는 24시간 솔루션 

을 개발하였습니다. 

SKF SYSTEM 24 또는 SKF 다중 윤활 장치를 포함하는 SKF 

자동 윤활장치를 통해 필요하다면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

일, 일년에 52주 동안 정확한 양의 그리스를 공급할 수 있습 

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자동 타이머를 맞추는 것일뿐 

입니다.

SKF 제품군은 펌프, 분배변, 컨트롤 및 모니터링 장비와 기타 

부품으로 구성된 SKF MonoFlex와 Lincoln Centro-Matic 

system으로 구성됩니다.

적용부문에 관계없이 단관식 윤활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중앙의 펌프가 자동으로 분배변까지 단일 배관을 통해 윤활 

유를 공급합니다. 각각의 분배변은 각 각의 개별 윤활 포인 

트로 요구되는 그리스 또는 오일의 정확한 양을 공급합니다. 

단관식 윤활 시스템은 장비 한대, 장비의 여러 부분 혹은 

여러대의 장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SKF의 DuoFlex와 Lincoln의 Helios로 구성된 SKF 이관식 

시스템은 많은 윤활 개소를 가진 대형 장비, 먼 거리의 윤활 

라인 또는 가혹한 작동 환경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중공업, 금속 가공 공장, 제지, 채광업, 광석 

가공, 시멘트 공장, 갑판 크레인 장비, 발전소, 사탕수수 

압착기등의 여러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관식 시스템은 

두 윤활 라인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여 윤활유를 공급합니다. 

SKF의 ProFlex와 Lincoln의 Quicklub 순차 시스템은 장비 가 

동중에 소량의 윤활유를 자주 공급하는데 적당합니다. 펌프 

에서 토출된 그리스는 각 베어링의 필요량에 맞추어 순차식 

분배변에서 나누어지고 각 베어링으로 필요한 양만큼 토출됩 

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장비의 베어링, 핀 그리고 부싱등에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한 자동 윤활 방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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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순환 윤활 시스템

장점 :

• 오일 수명을 증대시키는 공기 제거 기술 특허

• 정밀한 오일 계량기기

• 기존 시스템 대비 1/3수준의 용량으로 비용 절감 달성

다관식 윤활 시스템

장점 :

•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시리즈

• 악조건에서 운전되는 장비의 연속 윤활

• 수동 윤활 대비하여 길어진 보수 간격

Oil과 Air 윤활 시스템

장점 :

• 연속적이며 소량의 오일 흐름 생성

• 오염으로 부터 민감한 베어링 보호

• 오일 유증기 또는 오일 안개 생성 없음

Minimal quantity lubrication system(MQL)과
Microdosage system(MDS)

장점 :

• 전체 생산 시간을 30%까지 줄일수 있고 가공툴 사용 시간 

    획기적인 증대

• 더욱 정밀한 절삭 공정, 향상된 표면 품질과 환경친화적 

   작업장에 공헌

장점 :

• 에너지 효율 극대화

• 기존 시스템대비 잠재적인 비용 절감 기대 가능

비록 많은 작업 환경들이 비슷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고의 장비 신뢰성, 효율성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각 별도의 독특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SKF 윤활 

전문가들은 당신의 공정에 가장 합리적인 솔루션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Turnkey solution,
설계에서 설치까지

SKF의 MultiFlex와 Lincoln의 205와 215 시스템을 포함하는 

다관식 제품들은 윤활유를 추가적인 분배변없이 윤활 개소로 

직접 공급 가능합니다. 각각의 윤활 개소는 개별적인 펌프 

엘리먼트를 통하여 윤활유를 공급 받습니다. 이런 설계는 

간단하고 정확하며 신뢰성이 높으므로 공작 기계 산업, 화학 

정유 그리고 중공업 분야 등과 같이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산업에 적용 가능합니다. 

SKF와 Lincoln의 다관식 시스템은 1개에서 32개까지의 토출 

구를 가지며 350bar(5,076psi)까지 시스템 압력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펌프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펌프들은 

넓은 온도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며 NLGI#3 그리스까지 공급 

가능합니다. 

SKF의 오일 순환 시스템은 제지 산업과 중공업 등에 사용 

되는 여러 장비의 베어링을 윤활 및 냉각하기 위해 오일을 

순환시키는 시스템입니다. SKF 오일 순환 시스템은 오염물, 

수분 그리고 공기 입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오일 공급 시스템은 개별적으로 세팅된 유량만큼 윤활유를 

Metering device로 공급합니다. 공급량은 육안 또는 전기적인 

방법으로 제어가능합니다. 예방 정비를 위한 작동 감시 시스 

템도 공급 가능합니다. 

SKF CircOil 시스템은 고객 요구 사항에 맞쳐 설계에서 설치 

까지 Turnkey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듈로 설계된 

모든 부품은 확장성이 뛰어나고 설치가 용이합니다.

SKF의 Oil+Air와 Lincoln의 ORSCO 윤활 시스템은 고속 베어 

링, 스핀들, 랙피니언, 체인과 철강산업의 특수 부문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펌프, 순차 분배기 또는 단관식 분배기는 계량된 소량의 오일 

을 Mixing valve로 전달합니다. 압축된 공기를 이용하여, 

오일은 윤활 개소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며 오일과 공기가 

혼합된 상태로 소량이면서도 끊임없이 베어링 또는 체인에 

공급됩니다. 

SKF의 Oil+Air 윤활 시스템은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  설 

계되었으며 윤활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신기술인 Oil-streak 

sensor를 채택 가능합니다. 

기계 가공 작업에 사용되는 SKF MQL 시스템은 가공툴과 기 

계 가공물 사이에 정교하며 최소한의 윤활유를 공급하기 위해 

기류 내부에 매우 작은 크기로 분산된 오일 방울을 사용합 

니다. 

SKF MDS는 엄격한 분야에 적용되는 매우 지능적인 소량 공 

급 시스템입니다. 완벽히 결합된 부품들, 고정밀 밸브, 극소 

유량 센서와 정교한 컨트롤 장비는 윤활유를 정밀히 계량하고 

극소량을 측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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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 공구 및 장비

그리스건 부터 폐유 처리 시스템까지, 

SKF는 최고급 윤활툴과 장비등의 포괄적인 제품을 제공합니다.

휴대용 윤활 장비

 

펌프와 기타부품

 

호스릴과 유량기

 

세계적인 지원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 쉽게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SKF는 전세계적인 역량, 

지역화된 서비스, 더불어 필적할 수 없는 

설계 전문 지식을 결합하였습니다.  

통합된 소프트웨어 솔루션

지속가능 목표를 위한 지원

System house 지원

귀사를 위해 SKF는 세계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The Power of Knowledge Engineering

SKF 자동 윤활 시스템은 작업자가 펌프 상태와 윤활유 레벨 

이 포함된 전체 윤활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 감시 솔루 

션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풍력에 적용되는 SKF Windlub는 풍차의 주축, 

감속기 그리고 제너레이터의 자동 윤활 최적화를 위해 SKF 

WindCon 상태 감시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SKF는 체인 윤활 시스템의 상태 감시가 가능한 VisioLub도 

개발하였습니다. 

SKF System house 대리점은 Turnkey 솔루션과 광범위한 

애프터 마켓 지원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지역별로 부품들과 

예비품의 적정 재고를 유지하는 동시에 최고의 윤활 전문가 

들은 하기의 내용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Lincoln의 그리스건은 고객의 편 

리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 

다. 그리스건은 전세계적으로 기 

술사, 기능사, 정비팀, 농부등이 

거의 모든 윤활 부위와 예방 정비 

업무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설계경험과 현장경험 

을 통해 검증된  링컨의 호스릴과 

유량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수직 배유기는 리프터에 

올려진 자동차 아래에서 기름을 

수집하기위해 설계된 제품입니 

다. 모든 모델은 높이 조절 가능 

하고 다수의 차량을 처리 가능한 

큰 탱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두개의 회전 바퀴와 두개의 고정 

바퀴는 손쉬운 이동 및 조작이 

가능합니다.

SKF는 그리스, 오일 그리고 타 유 

종을 압출할 수 있는 링컨의 다양 

한 중/고압 펌프를 공급하고 있습 

니다. 각각의 특별한 요구 사항에 

부합하기 위해 공압으로 작동하 

는 20, 25, 40시리즈의 왕복동 

펌프, 다이어프램 펌프, 

트랜스퍼 펌프, 벌크 오일 

시스템과 각종

부속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SKF를 선택할때, 설비의 최적화된 윤활관리가 

필요한 귀사를 지원하기 위해 최고의 인원과 제품을 보유한 

안정적이고 보증된 세계적인 파트너를 찾은 것입니다. SKF로 

연락하세요.

SKF 윤활 숄류션은 윤활유 사용에 따른 환경 영향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각 분야에 요구되는 윤활유 량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최적의 윤활량으로 운전되는 

장비는 더욱 에너지 효율적이며 누유를 최소화하고 마찰이 감 

소되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을 높이고 소음은 줄일 수 있습 

니다. 

폐유 처리 시스템 

• 설계 및 윤활 시스템 추천

• 전문가적 설치와 고객 맟춤 장치

• 고객회사 방문 서비스 및 수리 서비스

• 윤활 교육  

• 보증 기간내 서비스 지원

• 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

• 설비 조사 

• 투자 수익 분석

• 안전 및 환경 지도

www.skf.com/The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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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 위해 각 분야에 요구되는 윤활유 량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최적의 윤활량으로 운전되는 

장비는 더욱 에너지 효율적이며 누유를 최소화하고 마찰이 감 

소되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을 높이고 소음은 줄일 수 있습 

니다. 

폐유 처리 시스템 

• 설계 및 윤활 시스템 추천

• 전문가적 설치와 고객 맟춤 장치

• 고객회사 방문 서비스 및 수리 서비스

• 윤활 교육  

• 보증 기간내 서비스 지원

• 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

• 설비 조사 

• 투자 수익 분석

• 안전 및 환경 지도

www.skf.com/TheFormula.



skf.com/TheFormula

®  SKF, BeyondZero, DUOFLEX, LUBRILEAN, MONOFLEX, MULTIFLEX, SYSTEM 24, VISIOLUB, WINDCON 
와 WINDLUB 는 SKF그룹의 등록상표입니다.

®  Lincoln, Helios, Quicklub, Centro-Matic and ORSCO 는 Lincoln Industrial 사의 등록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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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of Knowledge Engineering

The power of lubrication
SKF와 Lincoln : 
세계 최고 윤활 시스템과 솔류션의 완벽한 조화

지식 공학의 힘은 제품, 사람 그리고 설비에 특화 
된 지식으로 구성되며, SKF는 전세계 주요 산업 
분야의 생산설비와 제조장비에 혁신적인 솔루  
션을 제공합니다.
다방면에 걸쳐 숙달된 전문가들이 장비의 신뢰성, 
운전 최적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전체 비용 
오너십을 절감하는 것으로 검증된 SKF 생애주기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역량들은 베어링&유닛, 씰, 윤활시스템, 
메카트로닉스, 3차원 모델링에서부터 클라우드 
기반 선진 상태감시 및 보전, 자산관리시스템에 
이르는 광범위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친 서비스망을 통해 SKF 고객들에 
게 동일한 품질표준과 제품의 가용성을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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