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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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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감동. 최고품질. 최고써비스 . 최고 솔루션"

당사는 자동차. 선박. 우주항공 그리고 회전하는 모든 제품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균형시험기

제작을 위하여 지난 30여 년간 자사의 기술개발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철처히 분석하여 QA 

System을 기반으로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해 왔으며 그로인해 국내.외 모든 산업라인에 기

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진동분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동화 기계는 물론이고 소형부터 국내

에서 제작하기 힘든 대형측정기와 특수한 사양의 기계까지 사용하여온 수많은 고객들로부터 

큰 호평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사에서 제작된 균형시험기는 첨단산업국가건설에 동참하고 고객의 특별한 요구

까지 편리하고 효율적이면서 정밀성 있는 자동시험기 및 균형시험기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만

들어 가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품질만족을 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원이엔지 대표이사  주 용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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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 대구 북구 비산동 영바란스 설립

1990년 • Analog Balance Machine 개발

1991년 • 진원엔지니어링 상호 변경

1992년 • Digital Balance Machine 개발

1995년 • Computer Balance Machine 개발 

  (Measuring Dos System)

2001년 • 대구 서구 중리동 현공장 신축 이전

2002년  • Vertical Measuring Dos System 2면(수정) 개발 

 • 국제품질규격인증(ISO 9001~2000)획득

2003년  • 국내최초 Dos 모드(수치입력)법 P/C Pro-gram 개발

 • 국내최초 Horizontal Joint 10Ton(모드법) 개발 

  ((주)전주페이퍼(구)한솔제지)

2004년 • Portable Balancing Machine 개발 

2005년  • 한국기계전 밸런싱머신 전시회 참가

 • Clean사업장 선정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참여(Full Auto Type개발)

  (Servo Motor에 의한 Full Auto 위치제어방식)

2006년 • Measuring Window XP System 개발

 • Run Out Measuring System 개발

2008년  • 국내최초 Horizontal Joint/Belt Type 40Ton 개발

                 ((주)현대중공업 / ((주)고려리비죤)

2009년  • Horizontal Joint / Belt  20Ton 겸용 Type 개발

                ((주)현대중공업 그 외 다수)

2011년 • 창원기계전 밸런싱머신 전시회 참가

2012년 • (주)진원이엔지 설립

2013년 • 국제품질규격인증(ISO 9001-2008)획득

 • 벤처기업인증(기술보증)-제201301-10277호 획득

2015년 • Vertical FAN 제품 2면 수정 Window7  Measuring System 개발  

 • 영남이공대학교 산학협력체결

2016년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인증(신용보증)-제160301-00685호 획득

2017년  • 기차구동연결부 트리포트 Joint 부품 Balance  Machine 개발

  (KTX(부산)) 

 • 대구대학교 산학협력 체결

2018년 • Vertical 초소형 Motor제품 2면(수정) Measuring Window7 System 개발

           • 기차구동연결부  트리포트 Joint 부품 Balance Machine

  (KTX(고양))

2019년  • 기차구동연결부 트리포트 Joint 부품 Balance Machine

  (KTX(광주))

BRIEF
HISTORY

개발

개발

Machine 개발

이전

4_ Global Precision balancing Technology



/www.jinwoneng.kr/www.jinwoneng.kr/www.jinwoneng.kr

  동밸런스의 용도

• 유체기계 : 브로아, 팬, 펌프, 압축기, 가스버너

• 기계요소 : 스핀들, 척, 기어, V풀리, 연마지석, 각종 회전부품 

• 전기기계: 발전기, 전동기, 자기드럼, 전선보빈, 아마추어로타 

• 터어빈 : 스팀터어빈, 가스터어빈, 에어터어빈, 터보차져 

• 자동차 : 브레이크 디스크 & 드럼, 크랭크축, 프로펠러축, 각종팬 

• 섬유, 제지 : 스핀들, 보빈홀더, 보빈, 로울러, 카팅롤러 

• 기타 : 의료용 원심분리기, 목공기계, 건설기계, 농업기계 

• 관청, 학교 : 연구용, 교재용

  BMI-20의 특징

• 15" LCD Color Screen

• 산업용 FA CPU Board 적용 

• 모드법을 이용한 수치입력 방식(CAL작업 하지 않음)

• 제품정보를 입력하여 자동 계산하는 기능보유

• 언밸런스 단위변환 기능(gr, g-mm, g-cm, Oz ...)

• 다양한 밸런스 스피드 조정 및 측정기능

• 1면 및 2면 동시 인식하며 측정값 표시

• 밸런스 측정값 디지털 및 극좌표 표시

• 다양한 제품종류를 저장하고 입력 및 출력기능 

• 제품과 지그의 편심에 대한 자동보정기능 

• 프린터에 의한 밸런스 측정값 검증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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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형
HORIZONTAL TYPE

▶ 제품이 수평형으로 장착되고 1면 또는 2면 수정에 적합하며 소형에서 부터 대형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선택 할 수 있는 범용기계이다. 

▶ 제품 특성이나 모양에 따라 구동방식이 선택되어지며 Shaft Drive Type, Belt Drive Type, Shaft & Belt Drive Type의 종류가 있다.

▶ JHB-3

▶ JHB-100

Specification (기계사양)

▶ JHB-10

▶ JHB-250

※ JHS : Shaft Drive Type 

※ JHB : Belt Drive Type 

※ JHU: Shat & Belt Drive Type

MODEL JH 1 3 5 10 50 100 250

제품 최대 중량 kg 1 3 5 10 50 100 250

제품 축경 mm 3~15 3~20 5~30 5~50 10~70 10~100 20~120

모타 용량 kw 0.2 0.2 0.2 0.4 0.75 1.5 2.2

최대 회전수 rpm 3,000 2,500 2,500 2,000 1,800 1,600 1,600

기계 최소 감도 gram 0.02 0.04 0.05 0.1 0.1 0.5 0.5

조인트
구동

최대 동경 mm 200 300 500 700 1,000 1,200
베어링간 길이 mm 30~400 50~600 50~800 50~1,000 100~1,200 200~1,500
베드 길이 mm 200x800 300x1,000 400x1,200 450x1,500 550x2,000 600x2,500

벨트
구동

최대 동경 mm 100 150 200 300 400 500 600
베어링간 길이 mm 50~400 50~450 50~500 100~700 100~900 200~1,200 200~1,600
베드 길이 mm 200x600 150x600 300x600 800x1,000 800x1,200 550x1,500 600x2,000

▶ JHB-100 ▶ JHB-250

* 제품종류나 형태에 따라 품목별 추가 사양변경 제작이 가능함(Bad 길이연장, Diameter 변경, Shaft Drive Unit Bad 분리형, 기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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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형
HORIZONTAL TYPE

▶ 주변 Option 장치를 장착 할 수는 있으나 어려움이 있다. 

▶ 제품의 장착, 탈착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이다.

▶ 용도 : 발전기, 전동기, 터어빈, 터보챠져, 각종 롤러, 보빈, 송풍기팬, 원심분리기, 스핀들, 연마지석, 기타

▶ JHB-1T

▶ JHB-5T

Specification (기계사양)

▶ JHB-3T

▶ JHB-40T

500 1T 2T 3T 5T 10T 20T 40T

500 1,000 2,000 3,000 5,000 10,000 20,000 40,000

20~130 30~150 30~180 30~200 50~250 50~300 50~300 50~300

3.7 5.5 7.5 11 15 30 37 45

1,400 1,200 1,200 900 900 700 700 700

0.5 0.5 0.75 0.75 1.0 2.0 3.0 3.0

1,300 1,500 1,800 2,000 2,000 2,400 2,700 3,000

200~1,500 300~1,500 300~2,000 300~2,200 300~2,500 400~3,000 400~3,000 400~3,000

700x2,500 800x3,000 800x3,500 900x4,000 1,000x4,500 1,400x5,000 1,600x5,000 1,900x5,000

700 800 1,000 1,200 1,200 1,500 1,800 2,000

300~1,600 400~2,000 400~2,500 400~3,000 400~3,500 500~3,800 500~3,800 500~3,800

700x2,000 800x2,500 800x3,000 900x3,500 1,000x4,000 1,400x4,500 1,600x4,500 1,900x4,500

▶ JHB-40T

* 제품종류나 형태에 따라 품목별 추가 사양변경 제작이 가능함(Bad 길이연장, Diameter 변경, Shaft Drive Unit Bad 분리형, 기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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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형
VERTICAL TYPE

▶ JV-1

▶ JV-30

Works

▶ JV-10

▶ JV-150

▶ 제품이 수직형으로 장착되고 주로 1면 수정에 많이 사용되며 소형에서부터 중형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선택 할 수 있는 범용기계이다. 

▶ 제품의 형태에 따라서 2면 수정도 가능하다. 

▶ 언밸런스 수정기능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다. ⇨ Drilling, Cutting, Milling, Welding, Marking, Grinding 

▶ 언벨런스 수정작업은 수동으로 한다.

▶ JV-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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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형
VERTICAL TYPE

▶ JV-10D

▶ JV-100D

Specification (기계사양)

▶ JV-30D

▶ JV-200D

MODEL JV 1 5 10 30 50 100 150 200

제품 최대 중량 kg 1 10 10 30 50 100 150 200

제품 동경 mm 150 200 300 400 500 500 600 600

제품 높이 mm 50 100 100 150 200 250 300 400

기계 최소 감도 gram 0.03 0.05 0.1 0.2 0.5 0.5 0.75 1.0

모타 용량 kw 0.2 0.4 0.4 0.75 1.5 2.2 3.7 5.5

최대 회전수 rpm 2,000 1,800 1,400 1,200 900 600 500 500

기계 크기 mm 600 700 700 700 800 900 1,000 1,000

▶ 단 대형제품은 적용이 불가능하다.

▶ 주변 Option 장치를 장착하기가 편리하다. 

▶ 제품의 장착 탈착 또는 밸런스 수정작업이 간편한 것이 장점이다.

▶ 용도 : 플라이 힐, 풀리, 클러치, 브레이크드럼, 기어, 펜, 기타

▶ JV-10D

▶ JV-100D ▶ JV-200D

* 제품종류나 형태에 따라 품목별 추가 사양변경 제작이 가능하며, 기계의 외형크기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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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형
VERTICAL TYPE

▶ JV-10D

▶ JV-100D

Specification (기계사양)

▶ JV-30D

▶ JV-200D

MODEL JV 1 5 10 30 50 100 150 200

제품 최대 중량 kg 1 10 10 30 50 100 150 200

제품 동경 mm 150 200 300 400 500 500 600 600

제품 높이 mm 50 100 100 150 200 250 300 400

기계 최소 감도 gram 0.03 0.05 0.1 0.2 0.5 0.5 0.75 1.0

모타 용량 kw 0.2 0.4 0.4 0.75 1.5 2.2 3.7 5.5

최대 회전수 rpm 2,000 1,800 1,400 1,200 900 600 500 500

기계 크기 mm 600 700 700 700 800 900 1,000 1,000

▶ 단 대형제품은 적용이 불가능하다.

▶ 주변 Option 장치를 장착하기가 편리하다. 

▶ 제품의 장착 탈착 또는 밸런스 수정작업이 간편한 것이 장점이다.

▶ 용도 : 플라이 힐, 풀리, 클러치, 브레이크드럼, 기어, 펜, 기타

* 제품종류나 형태에 따라 품목별 추가 사양변경 제작이 가능하며, 기계의 외형크기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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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형
VERTICAL TYPE

▶ JV-10D

▶ JV-100D

Specification (기계사양)

▶ JV-30D

▶ JV-200D

MODEL JV 1 5 10 30 50 100 150 200

제품 최대 중량 kg 1 10 10 30 50 100 150 200

제품 동경 mm 150 200 300 400 500 500 600 600

제품 높이 mm 50 100 100 150 200 250 300 400

기계 최소 감도 gram 0.03 0.05 0.1 0.2 0.5 0.5 0.75 1.0

모타 용량 kw 0.2 0.4 0.4 0.75 1.5 2.2 3.7 5.5

최대 회전수 rpm 2,000 1,800 1,400 1,200 900 600 500 500

기계 크기 mm 600 700 700 700 800 900 1,000 1,000

▶ 단 대형제품은 적용이 불가능하다.

▶ 주변 Option 장치를 장착하기가 편리하다. 

▶ 제품의 장착 탈착 또는 밸런스 수정작업이 간편한 것이 장점이다.

▶ 용도 : 플라이 힐, 풀리, 클러치, 브레이크드럼, 기어, 펜, 기타

* 제품종류나 형태에 따라 품목별 추가 사양변경 제작이 가능하며, 기계의 외형크기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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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타입
ASS'Y TYPE

▶ JHMA-5

▶ JVMA-50

▶ JVMA-10

▶ JVA-50

▶ 단품으로 밸런싱작업을 하였으나 단품과 회전자의 잔류 언밸런스 또는 조립공차로 인하여 발생되는 언밸런스를 수정하는데 적합한 기계이다. 

▶ Motor 회전자와 제품이 조립된 상태로 측정되며 1면 또는 2면 수정 가능함. 

▶ 제품의 동일 RPM으로 측정 하고자 할 경우 선택적용한다. 

▶ 제품 특성을 측정하는 여러가지 성능테스트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12_ Global Precision balanc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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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양
SPECIAL TYPE

▶ JHBAF-30

▶ JHFS-80W

▶ JHB-50D

▶ JSP-750

▶ 주문자 선택에 의한 특별한 경우에 선택한다. 

▶ 밸런싱제품이 특수한 경우 선택한다. 

▶ 밸런싱 측정외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이 추가 될 경우 선택한다.

▶ 용도 : 프로펠러샤프트, 특수용도 스핀들, 트리포드 Joint 등 기타

/www.jinwoneng.kr

www.jinwoneng.kr _13



반자동
SEMI AUTO TYPE

▶ JVSA-10D

▶ JVSA-50D

▶ JVSA-30D

▶ JVSA-200D

▶ 투입 및 배출은 작업자에 의해 수동으로 한다. 

▶ 언밸런스 수정장치에는 아래와 같이 선택할 수 있다.

 Drilling, Cutting, Milling, Welding, Marking, Grinding 

▶ 기계구조는 Inline Type, Turing Type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다. 

▶ Line작업이 가능하여 대량생산에 적합하다.

▶ 용도 : 플라이휠, 풀리, 클러치, 브레이크드럼, 브레이크디스크, 기어, 팬, 기타

▶ JVSA-3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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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동
FULL AUTO TYPE

▶ JVFA-10

▶ JVFA-50C

▶ JVFA-10D

▶ JVFA-50D

▶ 투입에서 배출까지 전자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 선택 적용. 

▶ 언밸런스 수정장치에는 아래와 같이 선택할 수 있다.

 Drilling, Cutting, Milling, Welding, Marking, Grinding... 

▶ 기계구조는 Inline Type, Turing Type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다. 

▶ Line작업이 가능하여 대량생산에 적합하다. 

▶ 용도 : 플라이휠, 풀리, 클러치, 브레이크드럼, 브레이크디스크, 기어, 팬, 기타

/www.jinwone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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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

BALANCING
MACHINES

▶ JHB-1 ▶ JHB-50 ▶ JHS-50

▶ JHU-100 ▶ JHS-250 ▶ JHS-1T

▶ JHB-3T ▶ JHU-20T ▶ JHB-10&250

16_ Global Precision balanc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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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V-30 ▶ JV-300 ▶ JV-10D

▶ JHMA-3 ▶ JVA-10 ▶ JVPA-30

▶ JVFA-30 ▶ JVFA-150D ▶ JVSA-30CD

▶ JVA-10 ▶ JVPA-30

▶ JV-30 ▶ JV-300 ▶ JV-10D

▶ JHM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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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설비의 원활한 가동은 품질향상의 상징이다.

회전체의 동밸런싱작업은 비제조원가가 아니라 제조공정에 필수적

인 요소이다. 엔지니어는 회전체의 불균형에 의한 주기적인 힘(진동)

은 마모와 파손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현상은 정적인 하중보다 영향

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진동은 구성재료에 대하여 

피로현상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체의 균형은 기계장치의 안전한 운

전과 수명연장에 반드시 필요하다. 진동은 기계장치 운전자를 괴롭

히고, 품질을 저하시키며, 공작물의 가공표면을 거칠게 한다. 회전체

의 균형은 제조공정은 물론 제조설비의 운전과 유지에 매우 중요하

다. 동밸런싱 작업으로 제조된 설비와 제품, 예를 들어 모터, 클러치, 

기어박스, 펌프 등이 원활하게 작동됨은 물론이고 진동이 없으며 운

전상태가 조용하다. 회전체의 동밸런싱 작업은 제조공정 중의 선반

작업이나 밀링 또는 연삭작업과 같이 제품의 제작이나 설비를 운전 · 

관리 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다. 밸런싱 작업은 다른 작업행위와 같

이 가능한 한 경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밸런싱작업공정은 최저

의 비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해야하며 작업에 대한 숙련없이도 할 수 

있어야 한다. 

Shaft Drive

시험체의 구동장치로써 원활한 기동 및 운전에 

충분한 Torque를 가지며, Soft Start 및 임

의의 회전수 선택을 위한 무단변속 Motor(DC 

또는 Inverter)를 사용한다. Belt 구동이 불가

능한 경우에 적용된다.

Belt Drive

시험체의 장착과 탈착이 편리하고, Balancing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다.

Under Slung

제품직경이 큰 경우에 적용 

대형중량물 또는 중량물에 적용

Over Slung

제품직경이 작고 장 · 탈착이

간편하다. 중량물에 적용

Tangential 

제품의 장 · 탈착이 편리하다. 

경량물에 적용

• 피시험체의 중량 kg

• 피시험체의 최대 Dia  mm Ø 

• 피시험체의 내경 Dia mm Ø

• 피시험체의 길이 mm 

• 피시험체의 사용 R.P.M R.P.M. 

• 피시험체의 허용불균형량 gram or gr-cm, gr-mm

JIN WON 제품조건 기능 제품의 최대 중량 수정기능

H : Horizontal (수평형) 
V : Vertical (수직형)

 S : Shaft (조인트) 
 B : Belt (벨트)
 U : Joint / Belt 겸용 (조인트 / 밸트 겸용) 
 FA : Full Auto (전자동) 
 SA : Semi Auto (반자동) 
 A : Ass'y (조립형) 
 M : Measuring(계측형)

0.1Kg ~ 40,000Kg
Specification 참조

D : 드릴 
W : 웰딩 
C : 컷팅 
E : 엔드밀 
M : 마킹 
G : 그라인딩

ORDERING INFORMATION

견적요청 시 필요한 사항

동밸런싱의 필요성 동력 전달 방식

J H S 4 0 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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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체가 회전할 때 발생하는 원심력 P =         r ω2 이 축을 중심으로 대치

상태에 있을 때를 「균형상태」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를 「불균형상태」

라 하며 불균형상태를 만드는 원심력의 발생원인, 즉 회전체 구성부분의 질

량분포의 불균위를 「불균형」이라 한다. 불균형의 종류는 정불균형(Static-

unbalance), 우불균형(Couple-unbalance), 동불균형(Dynamic-

unbalance)으로 나누는데, 동불균형은 Balancing Machines에 적용되

며 단면 및 양면 수정방법으로써, 양과 위상을 검출하여 수정한다.

G : 로우터의 중심 

M : 로우터의 질량 

L, R : 좌우 수정면 

ML, MR : 좌우수정명의 등가질량

(mr)L, (mr)R : 수정면상의 불평형 

εL, εR : 좌, 우 수정면 편심(㎛) 

εL= (mr)L/ML 

εR= (mr)R/MR

허용불균형이란 회전체의 불균형 허용한계치(상한치)라 정의할 수 있

는데 회전체가 갖는 종류, 형상, 회전수, 기계전체의 중량, 사용목적, 

설치장소, 주의요건 등에 따라 그 결정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허용

불균형의 결정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제규격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1973년 ISO-1940 "Balance Quality of Rotating Bodies"가 

제정되었으며(Jis. B. 0905-0978 내용동일)일반적으로 이규격에 

의하여 허용불균형을 산출한다. (KSB-0612), (바란싱규격 참조)

밸런스정도의 
수급

밸런스정도의 
상한 mm/s

Rotor의 종류

G4000 4,000
강체로 지지된 기수실린더의 선박용 저속
디젤기관의 크랭크축계

G1600 1,600 강체로 지지된 대형2싸이클 기관의 크랭크축계

G630 630
강체로 지지된 대형4싸이클 기관의 크랭크축계 
탄성체로 지지된 선박용 디젤기관의 크랭크축계

G250 250
강체로 지지된 고속(피스톤속도 9m/s이상)
4실린더 디젤기관의 크랭크축계

G100 100
6실린더 이상의 고속디젤기관의 크랭크축계 
자동차 및 철도차량용(가솔린 또는 디젤)
기관의 완성품

G40 40
자동차용 차량Rim 및 구동축, 선박용 프로펠러, 탄성체로 지지된 6실린더 
이상의 고속 4싸이클(가솔린, 디젤 기관의 크랭크 축계 
자동차, 철도차량용 기관의 크랭크축계

G16 16
특수용도의 구동축(프로펠러, 카아단축)
압축기계의 부품, 농업기계의 부품, 자동차, 철도차량용 기관의 부품,
특수용도의 6실린더 이상의 기관의 크랭크축계

G6.3 6.3
프로세스 플랜트용기기, 선박용주기터어빈 기어(상선용), 원심분리기의 드럼,
항공기에 부착된 Gas 터어빈로우터, 과급기, 펌프임펠러, 공작기계 및 
일반기계의 부품, 중형 및 대형 전기자, 특수용도의 기관의 부품

G2.5 2.5
Gas 터어빈, 증기터어빈 및 선박용 주기터어빈(상선용), 강성터어빈, 발전기
로우터 제지로울, 터보 압축기공작기계주축
특수용도의 중형 및 대형전기자, 소형전기자, 터어빈구동 펌프

G1 1 테이프 레코어 및 음향기기의 회전부, 연사반의 지석축, 특수용도의 소형전기자

G 0.4 0.4 정밀연삭반의 지석 및 전기자, 쟈이로스코우프

밸런스정도의 등급 G0.4 G1 G2.5 G6.3 G16 G40 G100 G250 G630 G1600 G4,000

밸런스정도의 상한 0.4 1 2.5 6.3 16 40 100 250 630 1600 4,000

수정면평심 ε(㎛)과 로우터의 사용최고각속도ω(rad/s)와의곱을 

1,000으로 나눈 값(mm/s)으로 나눈 값(mm/s)으로 표시하거나, 또

는 사용최고회전수 n(rpm)과의 곱을 9,550으로 나눈 값으로 표시함.

불균형(UN - BALANCE)이란 회전기기의 평형도 (KSB 0612)

허용불균형에 대하여

밸런스정도의 표시방법과 등급 (단위 : mm/s)

평형도의 표시방법

ML =           M

MR =           M

평형도 =            또는

평형도 =            [편심 = 평형도 x           (㎛)]

a+b

a+b

a

b

1,000
εω

g
ω

9,550
εn

n
9,550

- 참고규격 : ISO 1940, JISB 0905 

★ 주의  • 크랭크 출계라 함은 크랭크축, 힘차, 클러치, 푸리, 연진의 회전부 댐퍼 등을 포함한 전체를 말한다.

 • 기계의 완성품에서 그 로우터의 질량을 주의 크랭크축에 속하는 모든 질량의 합계로 한다.

사용최고회전수  n(rpm)

수
정
면
편
심

ε
(㎛)

100 2

5

2

3

4

5

2

1

3

4

5

2

10

3

4

5

2

100

3

4

5

2

1,000

3

4

5

2

10,000

100,000

3

4

5

5

0.1

3 4 5 1,000 2 3 4 5 2 3 4 510,000

G1600G630

G250

G100

G40

G16

G6.3

G2.5

G1

G0.4

L
R

G

(mr)L

(mr)Ra b

εL
ε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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