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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bearings that require higher durability and efficiency are

required, and various methods to reduce friction and wear of bearings are being studied. In this study, a wear test

was conducted for STB2, a bearing steel material, by machining a micro-line pattern on the race surface of the

bearing by machining. The pattern pitch of the specimens was processed to 40μm, 80μm, and 150μm, and the

coefficient of friction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for the unpatterned specimen and the specimen with a DLC

thin film deposited on the surface. As a result of the wear test, the pattern pitch showed the smallest coefficient of

friction at 40μm,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smaller the pattern pitch, the better the tribology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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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베어링은 회전축을 지지하는 기계요소 핵심 부품으

로, 축의 위치를 확보하고, 회전 마찰 저항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베어링은 주로 베어링강(STB2)를 사용

하여 제작되는데 베어링강은 탄소와 크롬이 소량 포

함된 코탄소 크롬강으로 높은 경도와 우수한 내구성

과 내식성을 가지고 있다. 베어링은 미끄럼 베어링과

구름 베어링으로 나뉘는데, 구름베어링은 내륜(inner

race)과 외륜(out race) 그리고 회전체인 볼(ball)이나

롤러(roller)로 구성되며 구성품의 마찰을 줄이기 위

해 윤활유 나 그리스를 사용한다[1]. 

베어링은 산업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

으며 산업의 발전에 따라 더 고도화된 내구성과 에

너지 효율을 요구한다. 이에 베어링의 마찰과 마모를

줄이는 연구는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2]. 베어링의

마찰과 마모를 줄이기 위한 연구는 다양하지만 윤활

유와 그리스를 이용한 연구 역시 계속되고 있다[3].

극한과 고온 환경에서는 윤활유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고청정을 요구되는 베어링에도 윤활제 사용

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4]. 베어링에 윤활제나 그

리스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내륜과 외륜 볼 간의

마모가 심화되고 이것은 곧 베어링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용 휠 베어링은 바퀴 쪽 구동을

위한 필수 부품이다. 내연기관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전기모터용 베어링은 고속으로 움직이는 구동체를 지

지하게 위해 내구성과 효율이 더욱 요구된다[5]. 전

기자동차용 베어링은 고 효율을 위해 저마찰과 저마

모성 향상이 필수적이지만 아크로 인한 전기누설의

문제로 인해 비윤활 상태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베어링의 궤도면에 내마모성 향상을 위해서 고경도

저마찰 코팅기술을 적용하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고

되고 있다[6]. 또한 마모 면에 리소그래피 공정이나

레이저를 이용한 마이크로 패턴형상을 가공하여 마찰

계수를 향상시키는 연구도 제안되고 있다[7-9]. 이러

한 방법은 정밀 패턴형상 가공은 가능하나 가공공정

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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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에 적용되는 테이프롤러

베어링의 레이스 면에 마찰계수와 마모량을 향상시키

는 방안으로 내륜과 외륜의 표면에 마이크로 사이즈

의 패턴을 기계 가공하여 마찰계수를 향상시키는 방

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NC 밀링가공기를 이용한

기계가공방법으로 마이크로 패턴을 제작하고 Ball on

Disk(BOD) 회전마모 시험법으로 마모특성을 조사하

였다. 베어링의 내륜과 외륜의 원통형상에 패턴가공

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평판의 베어링강 소재에

NC 가공기로 정밀 패턴을 가공하여 마찰마모시험을

실시하였다. 기계가공으로 제작되는 패턴형상은 리소

그래피나 레이저 가공에 의해 제작되는 방법보다 공

정이 간단하여 비용이 저렴하고 제작시간의 단축이나

추가 공정도입이 쉬운 등의 장점이 있다. 

2. 실험 및 실험방법

2.1 시험편 제작

본 연구에서 마찰마모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우선

베어링에 사용되는 베어링 강(STB2)을 선정하고 볼

과의 마찰이 있는 내륜과 외륜의 궤도면을 시편으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베어링강 시험편의 크기 및 형상

은 Fig. 1과 같으며, 33 mm × 45 mm × 5 mm 크기

로 가공하였다. 또한 베어링강의 화학적 조성은

Table 1과 같다. 시편의 표면을 기계가공 한 후 정

밀 폴리싱 가공하였다. 그 후 NC 밀링가공기로 line

형태의 micro pattern 가공을 진행하였다. 

2.2 패턴 가공

본 연구에서 Patterning 형성을 위해서 최대 주축

회전속도 1,400 rpm인 밀링가공기(TMVH-2D)를 사

용하였다. NC 밀링가공기로 Pattern 가공하는 공구

형상은 Fig. 2와 같이 공구선단을 20° 각도로 제작

하고, 670 rpm으로 가공하였다. Pattern 대상인 베어

링강 시험편의 이송속도(30, 60, 90 rpm)를 다르게

진행하여, Pattern 피치 간격을 조절하여 제작 하였

다. 베어링강의 표면에 micro 단위의 line 형태의

pattern이 형성이 되었으며, pattern 피치 간격은

40 m, 80 m, 150 m로 가공 하였다. Fig. 3은

시험편 Pattern의 샘플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Line

pattern이 가공된 베어링강은 광학현미경과 Profile

meter를 사용하여 Pattern 형상 및 피치 간격을 측

정 하였으며, 나노인덴테이션(CSM Instrument)을 이

용하여 Pattern 가공 전후 비커스 경도 값의 변화를

확인 하였다. 패턴이 형성된 3종류(40 m, 80 m,

150 m)의 시편과 패턴가공 하지 않은 시편, 그리고

베어링강 소재에 내마모성과 표면경도가 우수한

DLC(Diamond like carbon) 코팅을 실시하여 각 시

편의 특성에 따른 마모시험을 볼 온 디스크(BOD)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마모실험을 진행하여 패턴 형

상 및 패턴간격에 따른 tribology 특성 조사하였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bearing steel specimen wt. (%)

C Cr Si Mn P S Mo Ni Cu

STB2 0.95~1.05 1.30~1.60 0.15~0.35 0.5 0.025 0.025 0.08 0.25 0.25

Fig. 1. Geometry and size of bearing steel specimen. Fig. 2. Shape of cutting tool for line pattern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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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LC 박막 증착

높은 경도와 저 마찰계수가 특성이 우수하여 다양

한 산업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DLC 박막을 베어링

강 소재의 표면에 증착하여 마찰마모 시험을 진행하

여 패턴가공된 시편과 마찰계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삭 가공된 베어링 강 시험편에 DLC 박막

을 증착하기 위한 전처리 조건으로 아세톤, 에탄올로

각각 10분간 초음파 세정을 진행 하였으며, Ar 플라

즈마로 시편을 전처리 가공하였다. DLC 박막증착은

RF power를 이용한 화학기상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으로 증착하였다. DLC 박

막의 부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00 nm 두께의

Ti 중간층을 sputtering법으로 증착하고, 1 m 두께

로 DLC층을 증착하였다. DLC 박막을 증착하기 위

한 공정 조건은 Table 2와 같다. 

2.4 마모시험

마모시험은 Fig. 4와 같이 Ball on disk 마모시험

기(Tribometer, CSM Instrument )를 사용하여 실험

을 진행하였다. Ball on disk 마모시험은 다양한 마

모시험방법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볼의 직경에 따른 부가하중 및 회전속도의 조절이

쉽고, 건식, 습식 및 환경시험도 가능한 시험방법이

다. 마모트랙부의 마찰계수 및 마모량을 자동으로 측

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마이크로 패턴가공과 DLC 증착된 시험편을 마모

시험기의 Disk holder에 수평을 유지하여 체결하고

부가하중, 마모트랙 반경, 회전속도, 및 마모거리 등

을 입력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Table 3은 마찰마

모 실험조건을 나타내었고, 상온 Air 분위기에서 실

험을 진행하였다. 마모 track 반경은 8 mm, 마모속도

100 rpm, 하중은 1 N, 마모 거리는 2000 m로 지정

Fig. 3. Schematic shape according to line pattern pitch (a)

40 m, (b) 80 m, (c) 150 m. 

Table 2. Deposition conditions of DLC thin film by

RFCVD

Working Pressure (torr) 1 × 102

Flow gas (sccm) C2H2 (50), Ar (10)

RF Power (W) 300

Deposition Time (min) 60

Film thickness (m) 1

Fig. 4. Schematic diagram of ball-on disk wear test.

Table 3. Condition of ball on disk wear test

Material of the static ball Ball diameter (mm) Applied load (N)

STB2 6 1

Wear radius (mm) Wear speed (rpm) Wear distance (m) Wear temperature (oC)

8 100 2000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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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마모시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마모시험에 사용된

Ball은 직경 6 mm의 베어링강(STB2)를 사용하여 실

제 베어링 내륜 및 외륜과 볼베어링과의 접촉 되는

형상을 구현하였다. 마모시험 후 Profile meter 및

Alpha step을 이용하여 마모면적을 정밀 측정하여

마모량을 구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 5는 NC 밀링가공기를 사용하여 기계가공으로

제작된 Micro line pattern 형상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이고, Fig. 6은 2D Profile meter를 이

용하여 pattern 간격인 피치를 측정한 결과이다. 가

공된 Pattern은 일정한 간격으로 line 형상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pattern 피치는 40 m, 80 m,

150 m로 가공되었고, 이때 패턴 높이는 각각

5 m, 10 m, 40 m이었다. Table 4는 베어링강

시편에 패턴 가공 후의 나노인덴테이션(CSM

Instrument)으로 비커스 경도를 측정 한 결과이다.

패턴피치에 따른 베어링강 소재의 평균 비커스 경도

(Hv256.4)는 큰 변화가 없었고, DLC 박막이 증착된

원재 시편의 비커스 경도(Hv2100)은 약 10배가량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7은 베어링강의 표면에 RFCVD법으로 증착한

DLC 박막의 Raman spectroscopy 결과를 나타내었

고, 1350 cm1에서 나타나는 D-peak과 1580 cm1에

서 나타는 G-peak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통해 DLC 박막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8은 Ball on disk를 사용하여 베어링강의 No

pattern와 pattern 피치에 따른 마찰계수의 측정결과

를 나타낸 결과이다. 베어링강의 No pattern의 평균

Fig. 5. Optical microscope image of (A) 40 m pattern (B) 80 m pattern (C) 150 m pattern.

Table 4. Vickers hardness comparison according to pattern

size by Nano-indentation

Surface shape Vickers Hardness (Hv)

No pattern 258.5

DLC 2100.0

Pattern (40 m) 256.0

Pattern (80 m) 256.5

Pattern (150 m)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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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계수는 0.797로 측정되었다. pattern 간격

150 m의 평균 마찰계수는 0.343, pattern 간격

80 m의 평균 마찰계수는 0.185 그리고 pattern 간

격 40 m의 평균 마찰계수는 0.111의 결과 값으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는 Pattern 간격이 좁아질수록

즉, 미세 마이크로 패턴이 될수록 마찰계수가 낮아지

는 현상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참고문헌[7,8]에

서 제시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베어링

강 표면에 pattern 가공 시 pattern 가공하지 않은

시편보다 평균 마찰계수가 최소 56.96%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고, Pattern 가공은 마찰특성에 큰 영

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제 사용되는 베

어링에 적용 시 마찰계수를 향상시켜 베어링의 내구

수명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9는 No pattern 베어링강의 시편, pattern 간

격 40 m인 시편 그리고 베어링강에 DLC 박막이

Fig. 6. Pattern pitch measurement by 2D profile meter.

Fig. 7. Raman spectrum of DLC thin film deposited on

bearing steel substrate.
Fig. 8. Comparison of average coefficient of friction

according to patter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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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된 시편에 대해서 Ball on disk 마모시험을 각

각 실시하여 마찰계수를 비교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DLC 박막이 증착된 베어링강의 마찰계수는 0.16으

로 측정되었다. No pattern 베어링강과 비교하여 마

찰계수가 79.9%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40 m

pattern의 경우와 비교하면 No pattern 베어링강과

비교하여 마찰계수가 약간 증가한 결과로 40 m

pattern인 경우가 가장 우수한 마찰계수 특성을 나타

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베어링은 장시간 회전운

동을 하는 요소부품으로 pattern된 시편의 표면경도

는 DLC 시편에 비해 월등히 낮기 때문에 내구수명

은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는 마모시험 후 마모트랙부의 마모면적을

측정하기 위하여 2D profile meter를 이용하여 측정

한 마모면적 결과 값이다. No pattern의 마모면적은

1492.691 m2 이고, 150 m pattern의 마모면적은

1362.0 m2이며, 또 80 m pattern의 마모면적은

718.2 m2 그리고 40 m pattern에서의 마모면적은

53.7 m2 결과 값이 측정되었다. 이 결과에서

Pattern 피치가 작을수록 마모면적이 줄어들었고 마찰

계수 특성도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베어링 강(STB2)의 표면에 NC 밀링가공 가공을

통한 line 형태의 마이크로 pattern 가공을 실시하고

Ball on disk 마찰마모 시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Ball on disk 마모시험을 통한 150 m, 80 m,

40 m의 패턴피치에 대한 베어링강의 마찰계수는 패

턴피치가 작을수록 우수한 마찰계수를 나타내었고,

원재에 비해서는 매우 우수한 마찰계수가 측정되었

다. 마이크로패턴 형상은 tribology 특성에 큰 영향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베어링강에 DLC 박막이 증착된 시편의 마찰계

수는 0.16으로 원재에 비해서 약 79.9% 우수한 마

찰계수 특성을 나타내었고, pattern 피치 40 m인

시편보다는 약간 높은 마찰계수를 나타내며, 높은 경

도로 인하여 DLC가 내마모성과 저 마찰계수 특성으

로 인하여tribology 특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3. 따라서 베어링 제작에 있어서 비교적 간단한 기

계가공으로 마이크로 pattern 형상을 적용한다면 마

찰계수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베어링의 내구수명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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