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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BOMETER

• Ball/Pin on Disk 타입

• PC 제어에 의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고분해능의 로드 센서 

• 모터를 이용한 측정 반경 위치 자동화

• 고정밀의 Servo 모터를 이용한 회전속도 피드백 제어

• 온습도 센서 내장

• 탁상거치용

 (Option)

• 사용자 맞춤 샘플 홀더 

• 온습도 컨트롤

02 WORLD BEST PLASMA TECHNOLOGY, J&L TECH

마찰 및 마모 특성 연구를 위한 솔루션

TRIBOMETER의 특징>

대부분의 기계는 베어링, 기어, Slide, Seal 등과 같이 움직이는 부품을 가지고 있으며, 기계 장치의 원활한 작동은 이러한 부품의 

부드러운 움직임과 내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 기계에서 신뢰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찰과 마모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최대한 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J&L TECH의 TRIBOMETER는 이러한 산업 현장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마찰 계수 측정 장치입니다.



Ball on Disk 방식으로 볼에 하중을 부과하고, 디스크 회전 시 볼과

접촉면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력을 측정하여 마찰 계수를 계산합니다.

• MS 윈도우 환경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 마찰계수, 온도, 습도 데이터 실시간 디스플레이 

• 측정변수 (시간, 회전수, 거리 등) 자동 제어 

• 최대, 최소, 평균값, 차이값, 그래프 비교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 

• Low pass 디지털 필터링

• ASCII 포멧으로 데이터 저장

• 측정 결과 리포트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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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원리>

전용 소프트웨어>

Normal load

Friction force

Z

X

Y



하중 범위 1 to 60 N

하중 분해능 1 N

최대 마찰력 60 N

마찰력 분해능 5 mN

데이터 수집 속도 1 Hz to 10 Hz

회전

속도 범위 Up to 600 rpm

최대 측정 반경 20 mm

최대 토크 2 Nm

온도
측정 범위 -30°C ~ 80°C

측정 분해능 1°C

습도
측정 범위 10% RH ~ 95% RH

측정 분해능 0.4% 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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