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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볼 베어링은 마찰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널리 

적용되어온 가장 대표적인 기계요소다 [1]. 일

반적으로 매크로 스케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

지만 최근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구름마찰에 의

한 마찰 저감 방법으로 마이크로 볼 베어링을 

적용하는 연구가 점차 시도되고 있다 [2-4]. 

마이크로 볼 베어링은 보다 작은 크기의 기계

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움직이는 부품간의 마찰

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응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이크로 볼 베어링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테인리스 스틸 마이크

로 볼 (stainless steel micro-ball)의 마찰 특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볼 베어

링 기술 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마이크로 볼의 마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름 마찰을 측정할 수 있는 지그를 제작하여 

마찰 시험기에 장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

경이 100μm 이하인 스테인리스 스틸 마이크로 

볼을 사용하였으며 볼과 접촉하는 상대면으로

는 표면 거칠기가 매우 낮은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였다. 마이크로 볼을 먼저 실리콘 웨이

퍼에 분산 시키고 또 다른 실리콘 웨이퍼를 분

산된 볼 위에 올린 후 하중을 가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아래에 위치한 실리콘 웨이퍼를 좌우

로 움직여 볼과의 상대운동을 유발하였다. Fig. 

1 은 본 연구에 사용한 실험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Fig.1. Experimental setup 

 

3. 결과 및 검토 
 

접촉 조건에 따라 마찰력이 크게 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이크로 볼이 미끄럼 

운동을 하였을 경우 마찰계수가 0.3 이상, 그리

고 구름운동을 할 경우 0.05 이하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실험에서 미끄럼 운동과 구름 운동

이 발생하는 조건을 고찰한 결과 볼의 상대 위

치, 실리콘 웨이퍼와의 접촉 상태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찰 시험 후 마이크로 볼과 실리콘 웨이퍼

의 상태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마찰계수가 

높았던 실험의 경우 마이크로 볼의 변형이 심

하게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마찰계

수가 낮았던 실험의 경우 마이크로 볼의 변형

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보다 더 효과적

인 구름 운동을 얻기 위해서는 볼의 개수와 위

치를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최적의 상태를 유

지할 경우 매우 낮은 마찰계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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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이 100μm 이하인 스테인리스 스틸 마이

크로 볼의 마찰 특성을 고찰하였다. 상대면으

로는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였으며 마찰력 측

정을 위하여 특수 설계된 지그를 사용하였다. 

접촉 조건에 따라 경우에는 구름 운동 대신 미

끄럼 운동이 발생하여 마찰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볼도 심하게 변형되었다. 그

러나 볼의 분산이 적절하고 실리콘 웨이퍼와의 

접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경우 마찰 저감 효

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마이크로 볼은 작은 기계의 마찰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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