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인 윤활
오일/그리스용 자동 윤활시스템

■ 모든 체인 사이즈에
■ 모든 체인 속도에
■ 모든 운전 조건에



회사소개

경경력력

링컨은 1910년에 설립되었으며, 그리스

윤활시스템 및 장비 분야에서 오랫동안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선두기업입니다.

수십 년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윤활

시스템 산업에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

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윤활 산

업의 선구자로써, 가격과 품질 면에서

최상의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며

기존의 역할을 지켜나갈 것 입니다.

제품

링컨 윤활시스템은 마찰과 마모를 감소

시켜 유지비 저감, 생산성 향상, 고도의

안정성 확보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합니다.

환경경 시스템

DIN EN ISO 14001과 EMAS에 따른

환경경 시스템은, 미래지향성을 반

한 링컨의 경 철학 일환으로 둘 수 있

을 만큼 필수적입니다.

서서비비스스

고객 교육 및 A/S뿐만 아니라, 전분야

에 대한 고객지향 시스템 컨설팅/계획/

설계와 펌프, 분배변 및 제어장치와 같

은 표준 부품의 제조, 전 세계 어느 곳

이든 윤활시스템의 현지 설치 및 시운

전을 고객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질

DIN EN ISO 9001에 따라 인증된

품질경 시스템과 전문기술, 컨설팅

고품질 및 독창성을 통해 고객지향

적이며, 경제적인 미래 지능형 솔루

션에 한 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경 이념
Keep in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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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윤활

신소재 및 첨단기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체인은 윤활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최적의 윤활시스템은 체인의 마찰

과 그에 수반되는 마모를 감소시킵니다.

체인의 가장 주된 상대이동은 링크플레이

트와 체인핀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이 부

분에서 가장 큰 힘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

에 부적절한 윤활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조기마모와 체인고장을 일으켜 가동중단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

절하고 효율이 좋은 윤활시스템은 지속적

인 운전과 체인의 수명 연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체인의 마찰 부위

부쉬와 체인핀 사이의 마찰

부쉬와 롤러 사이의 마찰

내판 및 외판 사이의 마찰

판과 부쉬 사이의 마찰

스프로켓/롤러/내판

구동 및 체인 연결장치에서도 추가의

마찰 부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링컨의 자동 윤활시스템은 정량의 윤활제

를필요로하는곳에 정확히공급합니다.

자동 윤활시스템의 장점

■ 체인의 평균수명 연장

■ 불충분한 윤활로부터 발생되는 가동

중단상태 최소화

■ 에너지 소비 저감

■ 윤활제 소비 저감

■ 충격과 진동 흡수

■ 고속 가동체인의 냉각

■ 소음 저감

적합한 체인 윤활제

세계적으로 이름난 체인 제조업자들은 적

합한 윤활제를 정기적으로 급유할 것을

권장 하고 있습니다.

체인용 윤활제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수한 침투력

■ 우수한 압력 저항력

■ 확실한 부식 방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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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링컨 체인 윤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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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관식 오일 시스템 – 소량, 저속 체인용 ■ 운송기기에 적합
■ 브러시 급유

Quicklub

순차식 시스템 – 저속, 소형 체인용 ■ 운송기기에 적합
■ 그리스 / 오일용
■ 브러시 급유

접촉 윤활
컨베이어 체인용 ■ 세척, 방향 고정 및 급유를 동시에

■ 그리스 / 오일용

Centro-Matic

중앙 집중 윤활시스템 – 기계 체인 및

체인부
■ 저속 체인용 오일 급유
■ 분사 및 브러시 급유

PMA 2 Solenoid Pump

무접촉 오일 급유 – 고속 체인용 ■ 분사 노즐을 통한 간헐적 급유
■ 에어리스 분사기기, 오일미스트 현상

없음

ORSCO

소량의 오일 스프레이 시스템 -

초고속 체인용
■ 중요 적용분야의 오일 급유
■ 오일과 분사공기 혼합
■ 특수 분사 노즐

COBRA 1X

고성능 컨베이어 체인의 내부 롤러 및

스터드 급유
■ 그리스 / 오일용

견적 의뢰 혹은 요청 시, 
적합한 윤활시스템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체인 사이즈 (체인 분할, 총 길이, 체인열 수)
2. 체인 속도
3. 윤활제 종류 및 급유량

COBRA 1X 체인 윤활장치는 체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계되며, 이에 대한 질의서는 따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 시스템에 대한 질의서가 필요하시다면, sales@lincolnindustrial.co.kr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장점

■ 정량 및 정확한 오일 급유로 체인과
구동장치의 마모 저감

■ 체인의 크기 및 길이에 따른 토출량
조절 가능

■ 5리터의 레저부아 사용으로 오일 충
전 간격 연장

■ 체인의 크기 및 길이에 따른 토출량
조절 가능

■ Push-in 피팅으로 빠르고 손쉬운
설치 가능

■ 빠른 시간 내 대량 급유 가능 (3 bar
의 역압에서 약 400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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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저속체인용 단관식 급유시스템

EOS는 믿을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체인용 급유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
은 직접 운전이 가능하며, 전기로 가
동되는 단관식 중앙 집중 윤활시스
템입니다. 

체인구동 방식이며 12/24 VDC 전원
을 사용하는 기계 (베일러 등의 농기
계)에 적합합니다. 산업용으로는 주로
적재기 등의 포장기에 쓰입니다.

EOS는 신뢰도 및 정확도가 훨씬 뛰어나

며 체인에 직접 작동되는 계량 엘리먼트

를 사용하므로, 기본적인 흐름 제한장치

나 분배변을 사용하는 기존 시스템과는

다릅니다.

오일의 요구토출량은 작업조건, 체인의 크

기 및 길이에 따라 조절됩니다.

EOS 제어장치

베일러 (농기계의 일종)처럼 제어장치가

없는 기계에 12/24 VDC 제어장치를 공

급합니다. 작업 런타임은 4초로 고정되어

있으며, 정지 시간은 1분에서 100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본 제어장치를 통해

EOS 오일 급유시스템 재설치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계량 엘리먼트는 체인에 고르게 윤활이

되도록, 정해진 시간 간격에 따라 요구

토출량 만큼 오일을 공급합니다. 펌프 작

동에 따라 토출량의 오일이 엘리먼트에

채워지는 동시에, 기존 작동에 의해 엘리

먼트에 채워졌던 오일이 브러시로 공급됩

니다. 모든 주유개소에서는 정확한 토출

량의 오일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 결과

먼지나 이물질에 의한 마모를 최소화

합니다.

오일 급유주기는 체인의 오염가능성 정

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토출범위를 0.1, 0.3, 0.4 또는

0.5 ㎤의 엘리먼트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브러시

② 브라켓

③ 모터전원

④ 압력장치

⑤ 계량 엘리먼트

⑥ 계량 엘리먼트 매니폴더

①

①

②

③

④

⑥ ⑥

⑤ ⑤



Quicklub
그리스/오일 순차식 시스템 - 

저속, 소형 체인용

가이드 블록이 장착
험악한 환경의 컨베이어 체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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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lub P203 펌프가 장착된 링컨 브

러시 급유 장치는 경제적이며 간단한 체

인 급유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Quicklub

는 여러 개의 급유 개소까지 늘릴 수 있

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 측면에서 경제

적이며, 유지 및 관리가 쉽고, 품질이 탁

월한 신형 체인 윤활시스템입니다.

브러시 급유는 링크의 접촉 부분뿐 아니

라 체인 전체에도 윤활제를 공급할 수 있

습니다. 펌프가 직접 혹은 순차식 분배기

를 통해 윤활제를 브러시로 공급하며, 이

윤활제가 고르게 체인에 공급됩니다. 결

과적으로, 고점도 오일 및 NLGI #2번 윤

활제를 손쉽고, 경제적이며 확실하게 공

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0개의 주유개소까지 급유가 가능하며,

충분한 급유를 위하여 여러 개의 브러시

를 체인의 위치에 따라 배치가 가능합니다.

PCB가 장착된 P203 펌프와 모니터링

장치가 부착 된 분배변은 옵션으로 선택

할 수 있으며, 로우레벨 감지 옵션도 추

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하고 새로운 방식은 주로 운

송 및 컨베이어 체인에 널리 쓰입니다. 접

촉 윤활시스템은 체인을 세척, 가이드 및

급유를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합니

다. 오염과 체인의 반복적이고 계속 되는

접촉에 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매우 강한

내마모성 플라스틱을 사용하므로 탁월한 수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특허출원상태이며, 의장등록번

호 20210758.2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가이드블록 공급방식(순차식 시스템) 접촉윤활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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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접촉 윤활

적용분야
주로 식품 및 음료업에서 쓰이는 팔레트
컨베이어 시스템의 체인용으로 특별히 설
계되었습니다.
특히 공병 회수용으로 제작된 팔레트 시
스템은 나무칩, 깨진 유리, 그리고 겨울
에는 얼음입자 등이 체인에 붙어 조기마
모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심
각한 오염에 쉽게 노출 되는 체인에 최적
의 윤활 조건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른 적용분야로는 에스컬레이터는
물론, 승객용이나 화물용 엘리베이터에도
본 급유방식이 사용됩니다.

컨베이어 체인 윤활용으로 새로 개발된
접촉급유 방식은 기존의 브러시 급유와
견주어, 특장점을 가집니다.
플라스틱 체인 가이드를 사용함으로써,
체인의 오물을 말끔하게 닦아낼 수 있음

은 물론이고 자동 지속윤활로 체인 마모
를 동시에 저감시킵니다. 또한, 가이드
블록은 체인을 고정시켜주거나 체인을 안
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링컨의 접촉윤활은 오염과 체인의 반복적
이고 계속 되는 접촉에 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내마모성이 우수한 플라스틱을
사용하므로 긴 내구수명을 가지는 것이
장점입니다.

■ 체인에 붙은 오물 및 이물질 제거 등
의 세척 효과

■ DIN 8187 (1/4”single up to 2”
double)에 따르는 롤러 체인의 넓은
범위에 적당

■ 저점도 오일에서부터 윤활 그리스까
지, 모든 종류의 체인 윤활제 사용 가능

■ 저/고속 체인에 모두 적합 (최대 40 
m/min까지)

■ 오염과 체인의 반복적이고 계속 되
는 접촉에 강함

■ 우수한 내마모성을 가진 플라스틱
사용으로 긴 내구수명 제공

■ 링컨 중앙 집중 윤활시스템 (순
차식 혹은 단관식 시스템)에 의한 윤
활제 급유 가능

■ 체인의 방향이 일정하도록 조절하는
가이드 역할 제공

■ 간단하고 저렴한 가격

특장점

① 펌프 모델 P203 
② 과압 안전밸브
③ SSV 12 순차식 분배변
④ 가이드 블록

① 탑재 선로
② 콘솔
③ 싱 롤러 체인용 가이드 블록

①
①

②

②

③

③

④



Centro-Matic
중앙 집중 윤활시스템 - 기계 체인 및 체인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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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o-Matic 시스템은 저속 체인용 중

앙 집중 윤활시스템으로, 특히 기계의 체

인장치에서 체인이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곳의 윤활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체인 속도는 브러시를 사용할 경우 6 

m/min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무접촉

분사 시 체인속도는 체인 구획 및 SL-43

인젝터의 수에 좌우됩니다.

Centro-Matic 시스템은 점도 및 유동 저

항성과 관계없이 정확한 양의 윤활제를

공급합니다. 고압의 인젝터를 통해 정확하

게 분사하므로, 경제적이며 최적의 체인

윤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는 인젝터에 오일 공급을 위해

서 펌프를 가동할 때만, 필요합니다.

Centro-Matic 시스템은 가압 및 압력

릴리프에 따라 간헐적으로 운전됩니다.  

중앙 집중펌프는 SL-43 인젝터에 윤활제를

공급합니다. 인젝터는 52에서 69 bar의 압

력으로 정량의 윤활제를 공급하여, 계량 챔

버에 채웁니다. 메인라인 압력이 해제되면,

계량 피스톤에서 공급 피스톤으로 윤활제가

공급됩니다. SL-43 인젝터는 0.016 ~

0.131 ㎤까지 조절가능하며, 장착된 인디케

이터핀을 통해 급유가 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펌프 및 시스템 제어장치 종류에 관해 궁

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 주십시오.

■ 체인부 각각에 대해 switch on/off 
가능

■ 점도 및 유체저항에 상관없이 정량
급유

■ 고압의 인젝터를 통한 정확한 분사

■ 압축공기 없이 급유 가능

장점

매니폴더 타입 인젝터 SL-43

가압

분사노즐을 이용한 무접촉 윤활방식 브러시를 이용한 전형적인 윤활 방식

압력 해제 (벤트)



9

PMA 2
무접촉 오일 윤활 - 고속 체인용

PMA 2 솔레노이드 펌프는 무접촉 체인

용 오일 윤활시스템입니다. 체인이 작동

되는 동안, 급유량의 오일이 오일미스트

없이 분사됩니다.

펌프는 고속체인에 초당 최대 5번의 사이

클로 급유를 함으로서 고장을 방지합니다.

한대의 펌프에 1개에서 6개까지 오일 분

사노즐을 결합하여 윤활제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 사이클당 토출되는 오일량

은 30 ㎣ 또는 60 ㎣이며, 더블노즐을

이용하여 펌프의 주유개소 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그네트 구동은 고성능 및 듀티 사이클

(duty-cycle)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극

한 상황에서도 펌프를 정상적으로 작동하

게끔 합니다.

24 VDC, 120 VAC 및 230 VAC 버전

에서 펌프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펌프에 근접 스위치를 옵션으로 장착 시,

운전을 전기적으로 간단하게 모니터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속품으로는 13리터 또는 36리터

레저부아가 있으며, 두 종류의 레저부아

모두 전기식 로우레벨 감지기와 여과기가

장착 된 큰 주유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 사이클 당 30 ㎣ 또는 60 ㎣
의 토출 가능

■ 24 VDC, 120 VAC 및 230 VAC 
에서 이용 가능

■ 근접 스위치를 이용한 전기 모니터링
추가 선택 가능

■ 단일 또는 더블 노즐을 사용 하여 1 
~ 6개까지 토출구 가능

■ 초당 최대 5번까지 사이클
(시스템에 따라 다름)

■ 에어리스 윤활 - 오일 미스트
현상 없음

특장점



ORSCO
최소량 오일 스프레이 시스템 - 초고속 체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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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SCO 스프레이 시스템은 저속 체인부터

고속 체인까지 모든 체인에 적용 가능합니

다. 본 시스템은 식음료 산업이나 통합조립

라인과 같이 초고속 체인이나 매우 중요한

체인 윤활에 이상적인 시스템입니다.

ORSCO 스프레이 시스템은 오일을 아주 소

량으로 스프레이 (예, 스트로크당 0.015

㎤)할 수 있는 공압 인젝터를 사용하기 때

문에 매우 효율적이며 경제적입니다.

제어 장치에 의해 인젝터 펌프는 간헐적

으로 작동하며, 각각의 스프레이 노즐에

윤활제를 공급합니다. 사이클 타임은 체인

의 토출 요구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시스

템은 최소 0.5초부터 사이클 타임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작동 사이클 동안 오일과

압축된 에어는 먼저 스프레이 노즐 본체

(그림 참조) 내에서 혼합되며, 오일과 분

사된 에어는 믹싱챔버에서 혼합됩니다. 분

사된 에어는 윤활제 필름을 노즐구멍

(1.2 mm)까지 운반합니다. 오일양과 점도

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0.4 bar 압력으로

미세 오일을 스프레이 하기에 충분합니다.

본 시스템은 특수 믹싱챔버에서 오일과 분

사된 에어를 혼합합니다. 압축된 에어는

주유개소에 미량의 오일을 운반하는 매개

물 역할만 합니다. (오일미스트 현상 없음)

인젝터 펌프의 분사 간격을 늘릴 시, 얇은

오일 필름이 믹싱챔버의 내부 벽에 생성

되어, 결과적으로 미세한 분사 형태로 흐

트러진다. 반대로 분사 간격을 줄일 시에

는 두꺼운 오일 필름이 믹싱챔버 내부 벽

에 생성되어, 짙은 오일 분사 줄기가 나타

납니다. 

컴팩트 시리즈인 VSR 펌프 모델 (사진 참

조)은 최대 8개의 인젝터 펌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좀더 많은 노즐을 가진 시스템, 또는 제어

장치 및 모니터 기능에 대해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면 문의 주십시오.

시스템 특장점

■ 초정 소량 분사 급유 가능

■ 다양한 분사패턴 노즐 가능

VSR 펌프 시리즈

오일 에어

고속용 체인

스프레이 노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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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RA 1X
그리스 또는 오일을 사용하는 고성능 체인의 내부 롤러 & 

스터드 급유

진보된 링컨의 체인 윤활시스템 COBRA

1X는 특히 컨베이어 체인 및 컨베이어 라

인에 적합합니다. 체인이 작동하는 동안

내부 롤러 및 스터드에 윤활제를 공급합

니다. NLGI #2번 그리스 또는 오일 급유

가 가능합니다.

새롭게 설계된 주유 헤드뿐만 아니라 공

압 및 기계구동으로 운전되는 COBRA

1X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 체인 부하 저감효과가 큼.

■ 최고 150 bar까지 토출압력 가능.

새롭게 설계된 주유 헤드는 한 번의 사이

클당 0.2 ㎤에서 2 ㎤까지 정량이 가능하

고, 조정 나사를 이용하여 이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계량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

디케이터핀의 움직임을 통해 주유 헤드의

작동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tering and Monitoring Unit

특장점

■ 오일 및 NLGI #2번 그리스까지
급유 가능

■ 초당 1 사이클의 급유 빈도

■ 스트로크당 (사이클당) 0.2 ㎤에서

2 ㎤까지 정량 공급

■ 최고 150 bar까지 고압 토출

■ 최고 20 m/min 고속 체인에
사용 가능

■ 시작 및 정지에 대한 수동 조작 또는
옵션으로 자동 조작 (전공식) 가능

■ 인디케이터핀을 통한 육안 확인 가능

■ 스탠다드 버전에는 컨트롤 캐비닛
필요 없음



윤활시스템 선정 및 평가, 고객 맞춤

식 시스템 설계 및 설치, 고품질 제품

과 같은 전반적인 서비스를 최고의 가

치로 제공하기 위해 링컨 본사, 지사,

에이전트, 대리점 및 시스템하우스는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스템하우스

링컨 시스템하우스는 윤활시스템 및

장비 산업 관련 우수 전문성을 확보하

고 있으며, 귀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

항을 고려하여 맞춤형 설계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술자가 윤활시스템을 설치하

거나 정확히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

해 귀사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각 대리점들은 펌프, 분배변, 제어기

및 부속품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

으며 제품, 시스템 및 서비스에 관한

링컨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따르고 있

습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싱가

포르, 독일 발도르프까지, 링컨의 시

스템하우스는 귀사가 필요로 하는 어

느 곳이든 최고의 시스템과 최고의 기

술력으로 귀사의 요구사항을 만족시

켜 줄 것입니다.

링컨의 로벌 서비스 네트워크
윤활시스템 및 장비 산업의 선두 기업
세계 어느 곳에서나 링컨 시스템하우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Lincoln Main Locations

Lincoln Offices
(대리점, 에이전트 & 시스템 하우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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