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BLEM : 
축전류에 의한 베어링 손상

AC모터에서 변속드라이브를 사용할 때 모터 샤프트에 전류

가 유기된다. 샤프트에 유기된 전류가 저장되어 있다가 순

간적으로 베어링을 통해 그라운드로 방출되고, 이때 베어

링에 미세한 아크를 발생시킨다. 이 아크가 시간이 흘러가

면서 반복되면서 사이즈와 숫자가 증가하고 결국에는 윤활

막이 완전히 파괴되고,줄무늬 모양의 흠집이 발생하여 베

어링이 손상된다. 이런 갑작스런 베어링 손상은 수천만의

생산손실과 보수비용을 발생시킨다. 

SOLUTION :
가장 효과적인 축전류 방전 브러쉬

새로 개발된 AEGIS사의 MicroFiber 축전류 제거 브러쉬

는 모터 샤프트에 유기되는 전류를 안전하게 대지에 접지

시킴으로 모터베어링을 손상시킬 예방시켜준다.이

MicroFiber 브러쉬는 축전류가 대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모터의 전기적 결함을 예방

하고 모터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시켜준다.

반영구적인 수명과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접지 Brush

SGR은 가장 뛰어나 축전류 제거 브러쉬 장치이며, 
한번 설치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지보수 비용이 없다.
-그리스,먼지, 기타 오염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번 설치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한다.

빠르고 쉬운 설치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설치한다. 
-모터 샤프트 설치한다. 
-모터 커버에 Hole을 뚫어 스크류로 장착한다.
-별도의 공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축 전류로부터
모터 베어링 보호장치



Sizes for 
Most NEMA 
Motors
Available in standard sizes for:
•NEMA motors: 1 to 1500 HP 
•Shaft diameters: 0.311" to 
6.020" (8 mm to 153mm) 
•Larger sizes for up to 6" 
shafts 
•No RPM limitations 

설치

최적의 사용 및 성능발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효과적인 접지를 위해서 Conductive MicroFibers Brush를
축 표면에 접촉시킨다.

•알루미늄 브러쉬 홀더Frame을 모터 end bell까지 삽입한다.
•알루미늄 브러쉬 홀더 Frame은 축 주위에 동일한 틈새를
갖도록 한다.

①모터 커버(Motor end bell)에 2.5mm 드릴로 6mm 
Hole을 2개~3개 뚫는다.

②Hole에 M3으로 탭을 낸다.
③모터커버에 SGR과 함께 제공된 스크류를 가지고

고정시킨다.

모터 축 직경에 맞는 SGR 선택

•Step 1: 옆의 그림과 같이 Motor End Bell에서3mm
떨어진 위치에서 샤프트 직경을 측정한다. 

•Step 2: 제공된 SGR 카달로그를 참조하여 알맞은
사이즈를 선택한다. 

•기타 문의사항 : 
Tel) 043-261-7247~7249, Fax) 043-261-7139
Email: hsjungi@techwin.co.kr

444T, 445T, 447T, 449T75-400
404T, 405T, 444U, 445U50-100
364T, 365T, 444TS, 445TS, 447TS, 449TS, 404U, 405U30-300
324T, 326T, 404TS, 405TS, 364U, 365U20-100
284T, 286T, 324TS, 326TS, 364TS, 365TS, 324U, 326U10-75
254T, 256T, 284TS, 286TS, 284U, 286U5-30
213T, 215T, 254U, 256U3-10
182T, 184T, 213, 2152-5
143T, 148T, 182, 1841-2

본사: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66-26번지
LG화학 사무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도150번지
Tel) 043-261-7247~7249, Fax) 043-261-7139

Email: hsjungi@techwin.co.kr

Motor 
HP

NEMA
Frame

5007L, 5009L, 5011L300-800
5808, 5810, 5812800-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