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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① 제품은 고유의 사양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양 범위를 벗어난 부하 조건이나 회전속도를 빨리 사 용할 경우 제품의 

파손, 오작동, 정밀도 저하의 원인이 되 므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② 제품 운전 중 입력 또는 출력부분을 만지지 말아주십시오. (제품의 

온도가 상승하여 화상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③ 제품 출력부 이동 중에 출력, 입력 축을 급정지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인버터 및 그 외제품으로 출력 및 입력 축을 급정지 할 경우 설계를 

기준으로 선정한 부하토크 보다 높은 토크가 발생하여 제품 파손 및 

신체상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장비에 불가피하게 비상정지 기능이 필요한 경우, 사전 인덱스를 선정 

할 때 충분히 부하토크를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④ 제품 동작 시 분해하거나 청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동작 또는 

전기적인 컨트롤 고장으로 인해 제품이 잘못 작동 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제품을 분해하거나 청소를 하면 제품 파손원인 및 오동작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⑤ 폭발-화재가 발생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품 내부에 윤활유가 들어있고, 모터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스파크가 

발생하여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의 

① 인덱스를 이용하여 기계 조립 시 제품의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조립하여 주십시오.(기계 조립이 잘못된 경우에는 인덱스 파손에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② 인덱스는 진동이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진동에 계속 

노출이 되는 경우 제품이 파손 될 수 있습 니다.) 

③ 물이나 기름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사의 

제품의 경우 방수, 방적 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인덱스가 비정상적인 

동작이나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물이나 기름이있는 환경에서 사용 할 경우 커버를 만들어 

대책을 세워 사용하여 주십시오.) 

④ 제품 기동 및 정지는 인덱스 정지구간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정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이동 구간에 서 이루어 질 경우 제품 토크 

보다 높은 토크가 발생하여 제품이 파손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제품 입력 축에 정지 제어 할 수 있는 센서 및 캠이 부 착되어 있는 경우 

캠의위치가 정지 구간 내에서 어긋나지 있지 않은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어긋나서 제품이 움직일 경우 장비의 오작동 및 

제품이 파손 될 수 있습니다.) 

⑥ 인덱스 제품에는 윤활제가 들어 있습니다. 사용 중 오일씰이 파손 

되서 입력 축 또는 출력축에서 기름이 배어 나오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장비의 주변기기 및 대상 제품의 

파손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고 및 주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중대한 

과실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제품 사용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사용하기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양헌기공의 제품은 주문자 생산방식으로써, 한덱스(인덱스)를 사용한 장비를 설계 또는 제작을 할 경우에는 

인덱스 기계적인 구조와 전기적인 컨트롤에 의해 운전하는 시스템 구조로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제작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제품 선정, 사용, 취급, 보전관리가 적절 할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품 취급, 경고, 주의사항, 주변 환경을 반드시 지켜 주셔야  

안전하게 장비 구동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장비 제작을 위하여 꼭 확인 후 안전한 장비 제작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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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 및 환경 조건 

① 부하토크는 인덱스의 동정격 출력토크 이하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인덱스 선정전 담당자와 사용조건을 확인하고 인덱스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② 최대 허용테이블 인덱스 선정시 계산되어 나온 최대 허용테이블 

이내로 사용하여 주십시오.(허용테이블 초과 할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③ 인덱스 사용 시 주변 환경 기준 온도는 0℃~40℃이며, 그 외 환경이나 

입력축 회전속도가 빠른경우(약 150rpm 이상)에는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 후 설치하여 주십시오. 

④ 기타 옵션으로 부착하는 제품들의 수명 및 사용법은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⑤ 제품 수령 후 반드시 주유구에 부착되어 있는 고무마개를 떼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온도 상승으로 내부압력이 높아져 누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⑥ 부착되어 있는 니플은 제거하지 말아 주십시오. 꼭 제거해야하는 

경우에는 본사로 문의 바랍니다. 

2) 인덱스 부착 및 고정

(1) 인덱스 고정 시 

Index Drive 를 설치하기 전에 부착부와 동력전달 계통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치면의 평면도, 직각도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Index Drive는 일반적인 기계장치보다 큰 

변동부하 하중이 부착면에 작용하므로 충분한 강성을 갖게 설계하여 

주십시오. 

Index Drive 설치시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Index Drive는 기계중심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품들로 인하여 급유나 

보수 점검시에 불편하고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므로 설계시에 

충분한 공간 확보는 꼭 필요합니다. (Sub Plate 설치권장) 

(2) 출력부 부착 시 

① 출력부 부착 시 제품의 동정격 출력토크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하며, 

부하토크가 동정격 출력토크 보다 클 경우 제품이 파손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여 주십시오. 

② 인덱스 회전테이블에 외부부하를 받는 경우 테이블 하부에 베어링 

또는 롤러 등으로 별도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주십시오. 또한 

프레스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수직으로 부하가 걸리는데 이런 경우 

인덱스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테이블 하부에 베어링이나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③ 인덱스와 모터를 체결 할 경우 인덱스에 직접 체결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부득이하게 직접 체결하기가 힘든 경우 인덱스 입력축과 

모터의 Backlash를 최대한 작게 하고 강성을 같도록 하여 주십시오. 

④ 인덱스의 등속 구동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동력 장치를 이용하여 작업 

시간을 늘리는 경우에 반드시 동력 장치가 정지구간 안에 제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테이블의 회전 편차 등의 원인으로 쇼크가 발생되면 제품의 수명이 

저하로 제품이 파손 될 수 있습니다.) 

⑤ 인덱스 입력 축과 모터 사이에 캠 등의 다른 제품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렬연결 할 경우 쇼크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병렬연결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⑥ 부득이하게 인덱스에 모터, 감속기를 직결하기 어려운 경우 커플링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 조립하고 센터링이 어긋남을 잡아주거나 

Backlash가 발생하지 않는 커플링을 선택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⑦ 타이밍벨트나 체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텐션장치를 같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텐션장치가 없는 경우 쇼크나 진동의 원인이 됩니다.)

장비 설계 및 인덱스 선정 시 주의 사항 <1>
(사용하기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에어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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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설계 및 인덱스 선정 시 주의 사항 <2>
(사용하기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입력축 

KEY위치 

Index Unit 의 Key 위치(기준위치)는 그림과 같이 캠 정지구간의 중앙에 

설치됩니다. (상세한 것은 Catalog 사양 참조) 

입력축에 다른 추가장치의 타이밍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의 관계에 

충분한 주의를 바랍니다. 

인덱스의 출력축이 정지 되는 입력축의 권장위치 

  
VIEW A 예제1

(할부각 270°)                      
VIEW A 예제2

(할부각 330°)

할부각 270°, 330°의 경우, 출력축이 정지되는 동안 입력축의 운동범위 

체결 
체결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 Back Lash가 없을 것. 

•  Key는 유격이 없을 것.  

(분할형, Power Lock 사용시도 검토) 

• 충분한 Torque 강성이 있을 것. 

  

구동 
모터에서 Index 입력축까지의 구동연결에는 Back Lash를 극소화하는 

구조를 가지며 입력축은 등속으로 회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더욱이 체인구동 같은 경우는 강성이 유지되는 Chain Tension을 

반드시 설치하십시오. 

출력축 

Straight축 

Key 틈새가 없도록 충분한 주의를 요하며 확실한 체결의 구조 

Flange축 

Sub Table 조립시 Flange면의 취부용 Tap 구멍을 이용하여 확실히 

고정한 후 2개소 정도의 Lock Pin 조립을 권장합니다. (Lock Pin 

구멍은 Sub Table 과 동시 가공)

 

인덱스의 기준위치 (출력축 탭 및 키, 입력축 키 위치) 

         
             출력축 기준 (탭 및 키)                                입력축 기준 (키) 

적용 모델: CS, CF, CT, CA, CR, CP ( 키위치는 정지구간의 1/2)

비적용 모델: BVR ( 원점 스위치 설치방법 참조)  

정지구간 1/2의 위치

출력축 기준

입력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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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dex Drive 운전상의 주의 

실험에 따른 캠 이동구간에서의 비상정지 및 기동에 의한 부하토크는 

7∼10배(비상정지), 4∼7배(기동)로 증가됩니다. 또, 입력축 구동부에 

백래쉬가 있고 정지시에 쇼크가 발생하는 경우 부하토크는 7∼8배로 

증가됩니다. 따라서, Index Unit의 기동, 정지는 반드시 입력축의 정 

지구간에서 행하여 주십시오. 또, 촌동(JOG운전)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안전상의 이유로 비상정지된 경우에는 반드시 동력을 

차단한 후 가능한 작은 수동의 힘으로 입력축을 회전시켜 정지 

구간까지 회전 이동시킨 후에 재기동하여 주십시오. 

※주의 

WORM 감속기를 통하여 구동을 할 경우 출력축을 돌려 회전을 

시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인덱스 또는, WORM 감속기의 입력축을 

회전하여 정지구간까지 회전 이동 시킨 후에 재 가동 하여 주십시오. 

윤활 

윤활은 Index Drive의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를 요합니다. 윤활유는 다음에 추천하는 윤활유를 사용하십시오. 

(Table 2) 

교환 시에 적당한 유량(오일 게이지중앙)까지 공급하여 주십시오. 

오일이 적게 들어가면 캠과 베어링의 마모가 발생이 되고 

필요이상으로 급유를 하면 온도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윤활유는 

4,000시간마다 또는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교환하여 

주십시오. 

Table 2: 입력축 회전수 기준 사용 윤활유 

4) Index Drive의 상태 점검 

다음 상태가 발생될 경우에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사용 가능한 상태라도 그대로 사용하면 파손이 되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① 이상 소음 및 진동 발생 

⇢  원인 

ⓐ 캠축,출력축에 관계되는 구동 부분에 백래쉬가 있다. 

ⓑ 캠팔로워베어링 접촉부에 백래쉬가 있다. 

ⓒ 캠팔로워베어링의 파손이있다. 

ⓓ 오일이 적거나 없다. 

② 캠 정지부에 백래쉬가 있다. 

⇢  원인 

ⓐ  캠팔로워베어링의 마모가 발생하여 예압이 가해지고 

      있지 않다. 

ⓑ  캠축 베어링이 헐겁다. 

③ 출력축의 회전이 안된다. 

⇢  원인 

ⓐ 캠팔로워베어링의 파손

ⓑ 캠의 파손

※ 주의 

Index Drive 는 정밀기계로 특수한 조립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분해는 

삼가 해 주십시오. 

본 기계를 당사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분해 및 개조로 인한 고장 등 

기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A/S가 불가능하오니 당사와의 사전협의를 

요합니다. 

업체
입력축(rpm)

200미만 200∼300 300이상 

모빌
모빌기어

460 

모빌기어

220

모빌기어

150

쉘
오말라오일

460

오말라오일

220 

오말라오일

150

LG 정유
칼텍스

460

칼텍스

220

칼텍스 

150

한화 에너지
EP

460

EP 

220

EP 

150

장비 설계 및 인덱스 선정 시 주의 사항 <3>
(사용하기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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