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조합형 볼 스크류 써포트 베어링
BSB..-SU
어떤 조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베어링 세트

모든 베어링에는 내경과 외경의 실제 치수차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치수차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베어링 세트끼리 조합하는 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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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차 분류된 베어링 조합

BSB..-SU 시리즈 는 스크류 드라이브용 자유조합 설계의 액셜
앵귤러 콘택트 볼 베어링이며, 어떤 조합이 필요하더라도 베어링
세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AG 베어링 외륜의 측면에 있는
화살표가 접촉각 방향을 표시하며, 조립기술자가 특정하게
필요로 하는 베어링 조합을 조립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림 1.
그림 2 의 경쟁사 베어링의 방향 표시와 비교해 보십시오.

DB = O 배열
DF = X 배열
DT = 직렬 배열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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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G 자유 조합 베어링의 방향 표시

DB = O 배열
DF = X 배열
DT = 직렬 배열

그림 2

경쟁사 베어링의 방향 표시

자유 조합형 볼 스크류 써포트 베어링
BSB..-SU
전체 베어링 세트

주문시 참조용 베어링
세트 접미기호

자유 조합형 베어링
BSB..-2Z-SU-D 씰형
씰 색상에 따른 장착 위치

합의에 따라 전체 베어링 세트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십시오 표. 이 경우, 내경과 외경의 치수차가 동일한 2, 3 또는
4 개의 자유 조합형 베어링 이 한 상자에 포장됩니다. 이 세트들은
어떤 베어링 배열(X, O, 직렬 배열)이 필요하더라도 조립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페이지 1.
접미 자유 조합 베어링 세트
기호

예시

D

한 상자 당
BSB..-SU-D, BSB..-SU-D-L055, BSB..-2Z-SU-D
2 개의 자유 조합 베어링
포장

T

한 상자 당
BSB..-SU-T, BSB..-SU-T-L055, BSB..-2Z-SU-T
3 개의 자유 조합 베어링
포장

Q

한 상자 당
BSB..-SU-Q, BSB..-SU-Q-L055, BSB..-2Z-SU-Q
4 개의 자유 조합 베어링
포장

씰형 베어링의 경우 씰들은 색상이 상이합니다. 베어링 세트가
2 개의 베어링개로 구성되어 있으면, 씰의 색상 코드 덕분에
베어링이 장착된 상태에서도 그 장착 방향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베어링 배열

씰 장착 위치

DB

양쪽에 바깥쪽을 향한 갈색 씰

DF

양쪽에 바깥쪽을 향한 빨간색 씰

DT

바깥쪽을 향한 빨간색 씰 하나와 갈색 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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