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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취급설명서를 읽어 주십시오, .✪

특히 안전에 관한 내용은 주의 깊게 읽어주십시오, .✪

이 취급 설명서는 반드시 필요한 때에 즉시 꺼내어 읽을 수 있도록 잘 보관하여 주십시오.✪

제 판13

주식회사 양헌기공



본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본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본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본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하시기 전엔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사용하시기 전엔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사용하시기 전엔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사용하시기 전엔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를 사용하여 장치를 설계제작 하는 경우에는 장치의 기계기구와 이것들을Pick & Place Unit ((P&P Unit) ,

하는 전기 제어에 의하여 운전되는 의 안전성이 확보 되는 것을 하여 안전한 장치를Control System Check

제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제품의 선정 및 사용과 취급 그리고 적절한 유지보수, ,

관리가 중요합니다.

장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 .

위험위험위험위험(Danger) :(Danger) :(Danger) :(Danger) : 취급을 잘못 한 경우 사용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취급을 잘못 한 경우 사용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취급을 잘못 한 경우 사용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취급을 잘못 한 경우 사용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위험한 상태를 가정할 수 있고 더욱이 위험이 발생한위험한 상태를 가정할 수 있고 더욱이 위험이 발생한위험한 상태를 가정할 수 있고 더욱이 위험이 발생한위험한 상태를 가정할 수 있고 더욱이 위험이 발생한, ,, ,, ,, ,

때의 긴급성 절박한 정도 이 높은 한정적인 경우때의 긴급성 절박한 정도 이 높은 한정적인 경우때의 긴급성 절박한 정도 이 높은 한정적인 경우때의 긴급성 절박한 정도 이 높은 한정적인 경우( ) .( ) .( ) .( ) .

경고경고경고경고(Warning) :(Warning) :(Warning) :(Warning) : 취급을 잘못 한 경우 사용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취급을 잘못 한 경우 사용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취급을 잘못 한 경우 사용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취급을 잘못 한 경우 사용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위험한 상태를 가정 할 수 있는 경우위험한 상태를 가정 할 수 있는 경우위험한 상태를 가정 할 수 있는 경우위험한 상태를 가정 할 수 있는 경우....

주의주의주의주의(Caution) :(Caution) :(Caution) :(Caution) : 취급을 잘못 한 경우 사용자가 경상을 입거나 또는 물적취급을 잘못 한 경우 사용자가 경상을 입거나 또는 물적취급을 잘못 한 경우 사용자가 경상을 입거나 또는 물적취급을 잘못 한 경우 사용자가 경상을 입거나 또는 물적,,,,

손해만 발생할 위험한 상태를 가정할 수 있는 경우손해만 발생할 위험한 상태를 가정할 수 있는 경우손해만 발생할 위험한 상태를 가정할 수 있는 경우손해만 발생할 위험한 상태를 가정할 수 있는 경우....

또한 주의 에 기재된 사항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 ] , .

상기 세 가지 중에 어느 경우든 중요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특별 사양의 경우에는 제품사양이 본 취급 설명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마다 해당되는 사양도면 등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HAN-13]

-1-



경고경고경고경고 :::: 제품 고유의 사양범위 내에 사용하여 주십시오제품 고유의 사양범위 내에 사용하여 주십시오제품 고유의 사양범위 내에 사용하여 주십시오제품 고유의 사양범위 내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양범위 외의 부하나 회전속도에는 의 파손이나 동작불량사양범위 외의 부하나 회전속도에는 의 파손이나 동작불량사양범위 외의 부하나 회전속도에는 의 파손이나 동작불량사양범위 외의 부하나 회전속도에는 의 파손이나 동작불량P&P Unit ,P&P Unit ,P&P Unit ,P&P Unit ,

정도 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하시지 마십시오정도 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하시지 마십시오정도 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하시지 마십시오정도 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하시지 마십시오, ., ., ., .

의 운전 중에 가동부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의 운전 중에 가동부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의 운전 중에 가동부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의 운전 중에 가동부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P&P Unit . .P&P Unit . .P&P Unit . .P&P Unit . .●●●●

의 출력부의 작동 중에 입력 축을 급정지 시키지 마십시오의 출력부의 작동 중에 입력 축을 급정지 시키지 마십시오의 출력부의 작동 중에 입력 축을 급정지 시키지 마십시오의 출력부의 작동 중에 입력 축을 급정지 시키지 마십시오P&P Unit , .P&P Unit , .P&P Unit , .P&P Unit , .●●●●

등 입력 축을 급정지 시키면 설계 값 이상의 부하등 입력 축을 급정지 시키면 설계 값 이상의 부하등 입력 축을 급정지 시키면 설계 값 이상의 부하등 입력 축을 급정지 시키면 설계 값 이상의 부하Clutch . BrakeClutch . BrakeClutch . BrakeClutch . Brake①①①①

가 걸려 의 파손으로 등이 하여가 걸려 의 파손으로 등이 하여가 걸려 의 파손으로 등이 하여가 걸려 의 파손으로 등이 하여Torque , P&P Unit Table Overrun ,Torque , P&P Unit Table Overrun ,Torque , P&P Unit Table Overrun ,Torque , P&P Unit Table Overrun ,

부상 또는 장치 전체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부상 또는 장치 전체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부상 또는 장치 전체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부상 또는 장치 전체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가 붙어있는 경우 이 가 풀려서가 붙어있는 경우 이 가 풀려서가 붙어있는 경우 이 가 풀려서가 붙어있는 경우 이 가 풀려서Torque Limiter , Torque LimiterTorque Limiter , Torque LimiterTorque Limiter , Torque LimiterTorque Limiter , Torque Limiter②②②②

등이 하여 부상 또는 장치 전체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등이 하여 부상 또는 장치 전체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등이 하여 부상 또는 장치 전체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등이 하여 부상 또는 장치 전체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Table Overrun , .Table Overrun , .Table Overrun , .Table Overrun , .

부득이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비상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급정지 시키는 것을부득이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비상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급정지 시키는 것을부득이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비상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급정지 시키는 것을부득이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비상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급정지 시키는 것을,,,,③③③③

피하는 방법을 검토함과 동시에 비상 정지의 부하 에 견디는 의피하는 방법을 검토함과 동시에 비상 정지의 부하 에 견디는 의피하는 방법을 검토함과 동시에 비상 정지의 부하 에 견디는 의피하는 방법을 검토함과 동시에 비상 정지의 부하 에 견디는 의, Torque Size, Torque Size, Torque Size, Torque Size

와 을 선정하여 주십시오와 을 선정하여 주십시오와 을 선정하여 주십시오와 을 선정하여 주십시오P&P Unit Torque Limiter .P&P Unit Torque Limiter .P&P Unit Torque Limiter .P&P Unit Torque Limiter .

전원이 넣어져있는 상태로 점거 보수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전원이 넣어져있는 상태로 점거 보수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전원이 넣어져있는 상태로 점거 보수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전원이 넣어져있는 상태로 점거 보수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 .. .. .●●●●

오작동 또는 제어회로의 고장에 의해 갑자기 작동될 가능성이 있어 부상의오작동 또는 제어회로의 고장에 의해 갑자기 작동될 가능성이 있어 부상의오작동 또는 제어회로의 고장에 의해 갑자기 작동될 가능성이 있어 부상의오작동 또는 제어회로의 고장에 의해 갑자기 작동될 가능성이 있어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원인이 됩니다원인이 됩니다원인이 됩니다....

폭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분위기 중에서는 사요하지 말아 주십시오폭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분위기 중에서는 사요하지 말아 주십시오폭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분위기 중에서는 사요하지 말아 주십시오폭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분위기 중에서는 사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 .. .. .●●●●

주의주의주의주의:::: 본 를 장치에 취부 할 때에는 기계의 조립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본 를 장치에 취부 할 때에는 기계의 조립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본 를 장치에 취부 할 때에는 기계의 조립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본 를 장치에 취부 할 때에는 기계의 조립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P&P UnitP&P UnitP&P UnitP&P Unit●●●●
있는 사람이 하여 주십시오있는 사람이 하여 주십시오있는 사람이 하여 주십시오있는 사람이 하여 주십시오....

잘못 취부하면 부상 또는 장치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잘못 취부하면 부상 또는 장치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잘못 취부하면 부상 또는 장치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잘못 취부하면 부상 또는 장치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 ., ., .

의 기동 정지는 정해진 정지 위치에서 행하여 주십시오 입력 축을 정해진의 기동 정지는 정해진 정지 위치에서 행하여 주십시오 입력 축을 정해진의 기동 정지는 정해진 정지 위치에서 행하여 주십시오 입력 축을 정해진의 기동 정지는 정해진 정지 위치에서 행하여 주십시오 입력 축을 정해진P&P Unit . .P&P Unit . .P&P Unit . .P&P Unit . .●●●●

정지 위치 이외에서 기동 정지 시키면 설계 값 이상의 부하 가 걸려정지 위치 이외에서 기동 정지 시키면 설계 값 이상의 부하 가 걸려정지 위치 이외에서 기동 정지 시키면 설계 값 이상의 부하 가 걸려정지 위치 이외에서 기동 정지 시키면 설계 값 이상의 부하 가 걸려. , Torque , P&P. , Torque , P&P. , Torque , P&P. , Torque , P&P

의 파손 등의 원인이 됩니다의 파손 등의 원인이 됩니다의 파손 등의 원인이 됩니다의 파손 등의 원인이 됩니다Unit .Unit .Unit .Unit .

입력축에 위치 검출용 이 붙어있는 경우 옳은 위치에 있는 가를 정기적으로입력축에 위치 검출용 이 붙어있는 경우 옳은 위치에 있는 가를 정기적으로입력축에 위치 검출용 이 붙어있는 경우 옳은 위치에 있는 가를 정기적으로입력축에 위치 검출용 이 붙어있는 경우 옳은 위치에 있는 가를 정기적으로CAM ,CAM ,CAM ,CAM ,●●●●

확인 하여 주십시오확인 하여 주십시오확인 하여 주십시오확인 하여 주십시오....

고정 나사가 풀리는 등 검출 위치가 잘못된 경우 장치가 오작동하여 부상의고정 나사가 풀리는 등 검출 위치가 잘못된 경우 장치가 오작동하여 부상의고정 나사가 풀리는 등 검출 위치가 잘못된 경우 장치가 오작동하여 부상의고정 나사가 풀리는 등 검출 위치가 잘못된 경우 장치가 오작동하여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원인이 됩니다원인이 됩니다원인이 됩니다....

물 기름 등이 있는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물 기름 등이 있는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물 기름 등이 있는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물 기름 등이 있는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 .. .. .●●●●

본 제품은 방수 사양이 아니므로 의 동작불량이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본 제품은 방수 사양이 아니므로 의 동작불량이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본 제품은 방수 사양이 아니므로 의 동작불량이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본 제품은 방수 사양이 아니므로 의 동작불량이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P&P Unit ., P&P Unit ., P&P Unit ., P&P Unit .

물 기름 등이 있는 환경에서는 등의 대책을 취해주십시오물 기름 등이 있는 환경에서는 등의 대책을 취해주십시오물 기름 등이 있는 환경에서는 등의 대책을 취해주십시오물 기름 등이 있는 환경에서는 등의 대책을 취해주십시오. Cover .. Cover .. Cover .. Cover .

에는 윤활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 중에 부위 등에서 누유의에는 윤활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 중에 부위 등에서 누유의에는 윤활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 중에 부위 등에서 누유의에는 윤활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 중에 부위 등에서 누유의P&P Unit . Oil SealP&P Unit . Oil SealP&P Unit . Oil SealP&P Unit . Oil Seal●●●●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만일 누유가 생산제품에 오염되는 것을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만일 누유가 생산제품에 오염되는 것을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만일 누유가 생산제품에 오염되는 것을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만일 누유가 생산제품에 오염되는 것을. ,. ,. ,. ,

방지하기 위하여 기름 받이 통을 준비하여 주십시오방지하기 위하여 기름 받이 통을 준비하여 주십시오방지하기 위하여 기름 받이 통을 준비하여 주십시오방지하기 위하여 기름 받이 통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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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조항보증 조항보증 조항보증 조항

보증기간과 보증 범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 기간보증 기간보증 기간보증 기간1).1).1).1).

제품의 보증기간은 납품 후 년입니다 단 일 가동을 시간 이내로 합니다1 . ( , 1 8 .)

2)2)2)2). 보증 범위보증 범위보증 범위보증 범위

상기 보증기간 중에 당사 측에 책임이 있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수리를 무상으로 신속하게,

하여 드립니다.

단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보증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제품사양에 기재되어있는 조건 환경을 벗어나서 사용된 경우. .①

취급부주의 등 잘못된 사용 또는 잘못된 관리에 기인한 경우.②

고장의 원인이 납품된 제품외의 원인에 기인 한 경우.③

제품 본래의 사용 방법 이외의 사용에 의한 경우.④

납품 후에 행하여진 당사가 관계되지 않은 구조 성능 사양 등의 변경 개조 및 당사 지정 이외의, , .⑤

수리가 원인인 경우.

본 제품을 귀사의 기계 기기에 조립되어 사용될 때 귀사의 기계 기기가 업계의 통념상 구비하고. , .⑥

있어야 할 기능 구조 등을 갖고 있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손해의 경우, .

납품 당시에 실용화 되어있던 기술로는 예견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 한 경우.⑦

화재 지진 수해 낙뢰 그 밖의 천재 지변 공해 염해 해 이상전압 그 밖의 외부. , , , , , , ( ), Gas , ,鹽害⑧

요인에 의한 경우.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보증은 납품된 제품 단체 의 보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납품된 제품의 고장, , ( ) ,單體

에 의해 유발되는 손해는 제외됩니다.

국외로 수출한 경우의 보증국외로 수출한 경우의 보증국외로 수출한 경우의 보증국외로 수출한 경우의 보증3).3).3).3).

당사 공장 또는 당사가 지정한 회사 공장에 반환된 제품에 한해 수리해 드립니다. .①

반환에 따른 공사 및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 밖입니다, .

수리품은 국내 포장 사양에 의하며 국내 지정장소로 납품합니다, , .②

기타4).

본 보증 조항은 기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개별의 사양도면 또는 사양서 기재된 보증내용이 본 보증.

조항과 다른 경우에는 사양도면 또는 사양서가 우선합니다, .

[HA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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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서문서문서문

이번에 당사의 를 선정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P&P Unit .

본기는 선회용 용의 개의 을 사용하여 선회 와 상하운동을 하는 복합 입니다, Lift 2 Cam , (Oscillation) Unit .

그러나 어디까지나 기계 이기 때문에 취급이나 보수의 방법에 따라 성능 수명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Unit , , .

사용상의 주의사항 점검 보수 점검항목을 아래에 기술하였으므로 성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고장 없이, . . , ,

사용하기 위하여 본기의 운전 전에 이 취급설명서를 꼭 한 번 읽어주십시오, .

포장 개봉포장 개봉포장 개봉포장 개봉1.1.1.1.

주문하신 제품과 맞는 제품인가를 꼭 확인 해 주십시오1) .

운송 중에 사고에 의한 파손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2) .

나사가 빠졌는지 누유는 없는지 축의 휨 등 만일 비정상적인 점이 있으면 즉시 당사에 연락 바랍니다, , .

조립 설치 방법조립 설치 방법조립 설치 방법조립 설치 방법2. .2. .2. .2. .

주의주의주의주의 :::: 제품 취부는 기계조립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행하여 주십시오제품 취부는 기계조립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행하여 주십시오제품 취부는 기계조립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행하여 주십시오제품 취부는 기계조립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행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취부는 부상이나 장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잘못된 취부는 부상이나 장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잘못된 취부는 부상이나 장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잘못된 취부는 부상이나 장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취부 자세에 관해서는 협의 된 사양의 자세로 취부 해 주십시오 표준은 번 자세입니다취부 자세에 관해서는 협의 된 사양의 자세로 취부 해 주십시오 표준은 번 자세입니다취부 자세에 관해서는 협의 된 사양의 자세로 취부 해 주십시오 표준은 번 자세입니다취부 자세에 관해서는 협의 된 사양의 자세로 취부 해 주십시오 표준은 번 자세입니다1) . ( 1 .)1) . ( 1 .)1) . ( 1 .)1) . ( 1 .)

취부 자세에 맞게 급유 구 배유 구 유면계의 위치가 가공 됩니다취부 자세에 맞게 급유 구 배유 구 유면계의 위치가 가공 됩니다취부 자세에 맞게 급유 구 배유 구 유면계의 위치가 가공 됩니다취부 자세에 맞게 급유 구 배유 구 유면계의 위치가 가공 됩니다, , ., , ., , ., , .

점검 분해 조립이 쉽게 유면계의 확인이 쉽게 배치해서 취부가 되도록 고려해 주십시오점검 분해 조립이 쉽게 유면계의 확인이 쉽게 배치해서 취부가 되도록 고려해 주십시오점검 분해 조립이 쉽게 유면계의 확인이 쉽게 배치해서 취부가 되도록 고려해 주십시오점검 분해 조립이 쉽게 유면계의 확인이 쉽게 배치해서 취부가 되도록 고려해 주십시오2) , , , .2) , , , .2) , , , .2) , , , .

출력축에 이나 치구를 볼트로 고정할 경우에는 출력축의 선회 동작 부 중앙가까이 해 주십시오출력축에 이나 치구를 볼트로 고정할 경우에는 출력축의 선회 동작 부 중앙가까이 해 주십시오출력축에 이나 치구를 볼트로 고정할 경우에는 출력축의 선회 동작 부 중앙가까이 해 주십시오출력축에 이나 치구를 볼트로 고정할 경우에는 출력축의 선회 동작 부 중앙가까이 해 주십시오3) Table .3) Table .3) Table .3) Table .

출력축의 선회 정지구간에서 하면 출력축의 회전 방향에 힘이 가해져서 가 파손될 염려가출력축의 선회 정지구간에서 하면 출력축의 회전 방향에 힘이 가해져서 가 파손될 염려가출력축의 선회 정지구간에서 하면 출력축의 회전 방향에 힘이 가해져서 가 파손될 염려가출력축의 선회 정지구간에서 하면 출력축의 회전 방향에 힘이 가해져서 가 파손될 염려가, , P&P Unit, , P&P Unit, , P&P Unit, , P&P Unit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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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축에 등을 취부 할 때 등으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4) Table. Arm , Hammer .

충격을 주는 경우 의 파손이나 정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P&P Unit .

등 입력 축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를 많이 사용하는데5) Coupling, Gear, Sprocket, Pulley, Cam, Boss Key ,

가 헐거우면 충격이나 진동의 원인이 되므로 재료는 보통형 을 추천합니다Key , Key (JIS B 1301-1996) .

특히 중요한 부분의 고정에는 뿐만 아니라 분할형 마찰 체결재 등에 의해 확실하게 취부 하여주십시오Key , , .

에서 의 입력 축까지의 구동 계는 를 가능한 한 적게 하고 또 강성을 갖도록6) Motor P&P Unit Backlash ,

해주십시오.

가 있으면 이 회전할 때 충격 본체의 수명저하 부품의 파손 등을 야기하는 원인이Backlash , Table , ,

됩니다.

와 입력 축과의 사이에 다른 구 동계를 직렬로 연결하지 마십시오(1) Motor P&P Unit .

연결하는 경우에는 강성을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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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력 축과 감속기축을 직접 으로 접속하는 경우(2) P&P Unit Coupling

가 생기지 않는 을 사용하여 축 중심이 안 맞을 경우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Backlash Coupling ,

주십시오.

나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치를 확실하게 취부 바랍니다(3) Timing Belt Chain Tension .

장치가 없으면 충격이나 진동의 원인이 됩니다Tension , .

축 중심선에 주의7)

축의 연결을 등으로 하는 경우 축 중심선을 잘 맞추어 주십시오Coupling , .

축 중심선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축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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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준비운전 준비운전 준비운전 준비3.3.3.3.

운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다음 사항을 확인 하여 주십시오.

각부의 볼트나 나사가 풀려있지 않도록 확인 하여 주십시오1) .

입력 축 출력축의 연결 부위에 풀림이나 헐거움이 있으면 의 회전이 뻑뻑하고 충격의 원인이 됩니다2) , , Table , .

급유와 윤활유3)

의 본체에는 윤활유가 들어있으며 윤활유가 유면계의 가운데 까지 들어있는 것을 확인바랍니다P&P Unit , .

또, 운전 시작 전에 주유구는 부속으로 공급해 드리는 공기구멍이 뚫린 로 바꾸어 끼워주십시오운전 시작 전에 주유구는 부속으로 공급해 드리는 공기구멍이 뚫린 로 바꾸어 끼워주십시오운전 시작 전에 주유구는 부속으로 공급해 드리는 공기구멍이 뚫린 로 바꾸어 끼워주십시오운전 시작 전에 주유구는 부속으로 공급해 드리는 공기구멍이 뚫린 로 바꾸어 끼워주십시오Plug .Plug .Plug .Plug .

참고 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운반 중에 내부 윤활유가 주유구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도록참고 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운반 중에 내부 윤활유가 주유구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도록참고 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운반 중에 내부 윤활유가 주유구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도록참고 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운반 중에 내부 윤활유가 주유구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도록: ,: ,: ,: ,

공기구멍이 없는 로 막아놓았습니다공기구멍이 없는 로 막아놓았습니다공기구멍이 없는 로 막아놓았습니다공기구멍이 없는 로 막아놓았습니다Plug .Plug .Plug .Plug .

만일 이대로 운전하면 온도 상승으로 내부공기가 팽창하여 윤활유가 압력을 받아서만일 이대로 운전하면 온도 상승으로 내부공기가 팽창하여 윤활유가 압력을 받아서만일 이대로 운전하면 온도 상승으로 내부공기가 팽창하여 윤활유가 압력을 받아서만일 이대로 운전하면 온도 상승으로 내부공기가 팽창하여 윤활유가 압력을 받아서,,,,

등의 틈새로 누유가 발생합니다등의 틈새로 누유가 발생합니다등의 틈새로 누유가 발생합니다등의 틈새로 누유가 발생합니다Oil Seal .Oil Seal .Oil Seal .Oil Seal .

또한 사용회전속도 주위 환경 등으로 인하여 내부온도가 상승하여 의 공기구멍으로부터 누유가, , Plug

발생하면 배관용 등을 사용하여 누유가 되지 않도록 공기구멍 위치를 조금 높게 고쳐주십시오, L-Bow , .

윤활유는 운전개시 후 시간 될 때 전량 교체해 주고 그 이후에는 매 시간 마다 교체하여500 , 2000

주십시오.

또 윤활유의 양은 유면 계를 매주 점검하여 만일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보충해 주십시오, .

아래의 지정하는 윤활유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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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Maker

윤 활 유

입력회전수 미만200rpm 입력회전수 이상200rpm

모빌 모빌기어 220 모빌기어 150

쉘 오말라오일 220 오말라오일 150

정유LG 칼텍스 220 칼텍스 150

한화 에너지 EP 220 EP 150



윤활유 교환4)

윤활유를 교체할 경우에는 다음의 양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윤활유 교환을 목적으로 한 배관5)

를 자동기계에 부착한 경우 윤활유의 교환을 할 수없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P&P Unit , .

자동기의를 조립할 때 의 급유구와 배유 구를 고려하여 배관을 하여 윤활유 교체가 쉽도록 배려P&P Unit ,

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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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종 유 량 (L)

FHH 060 1.0

FHH 080 1.8

FHH 090 3.0

FHH 110 4.0

기 종
급 배유구.

나사경 D

FHH 060 Rc 1/4

FHH 080

Rc 3/8FHH 090

FHH 110



바른 사용법바른 사용법바른 사용법바른 사용법4.4.4.4.

동작의 해설동작의 해설동작의 해설동작의 해설4. 14. 14. 14. 1

과 가 부착된 분할 판의 위치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1) Roller Gear Cam Cam Follower .

할부 각2) Cam

홈의 바퀴 도 는 정지 부 구간 직선부와 할부 부 구간 곡선부로 되어있습니다Cam 1 (360 ) ( ) ( ) .

정지 부 구간 에서는 은 회전하여도 분할 판 즉 출력부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 Cam , .

할부 부 구간 에 가 있는 경우 이 회전하면 출력부는 회전합니다( ) Cam Follower Cam .

이 회전에 해당하는 의 회전각을 할부 각이라고 합니다C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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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사용법4. 2

경고경고경고경고 :::: 제품 고유의 사용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양 범위 외의 부하나 회전속도는 의 파손이나 작동불량 정도 불량의P&P Unit .

원인이 되므로 그러한 상태로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

부하 출력 를 정격출력 이하로 하여주십시오 참조1) Torque( Torque) Torque . (Catalog )

적재 중량을 정격 적재 중량이하로 하여주십시오 참조. (Catalog )

허용 외경 허용 반경2) Table . Arm

의 최대경 및 의 최대반경은 에 기재된 허용 값 이내에서 사용하여주십시오Table Arm Catalog .

경고경고경고경고 :::: 의 운전 중에 움직이는 부분에 접촉하지 마십시오P&P Unit .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입력축의 회전속도3)

사용하시는 입력축의 회전속도는 사양의 회전속도로 하여주십시오.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압 조정이 필요하므로 당사에 상담하여 주십시오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압 조정이 필요하므로 당사에 상담하여 주십시오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압 조정이 필요하므로 당사에 상담하여 주십시오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압 조정이 필요하므로 당사에 상담하여 주십시오200rpm , .200rpm , .200rpm , .200rpm , .

주의주의주의주의 의 기동 정지는 정지구간에서 하여주십시오: P&P Unit . .
입력 축을 정지구간 이외에서 기동 정지 시키면 설계 값 이상의 부하 가. , Torque

걸려 의 파손 등의 원인이 됩니다, P&P Unit .

와 입력축의 홈과의 위치관계4) Timing Chart Key

협의하여 결정한 와 입력 축과의 위치관계로부터 회전 및 상하운동이 모두 정지하는Timing Chart

부분 즉 정지구간(a,  에서 기동과 정지를 하여주십시오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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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경고경고경고 출력부 동작 중에 입력 축을 급정지 시키지 마십시오출력부 동작 중에 입력 축을 급정지 시키지 마십시오출력부 동작 중에 입력 축을 급정지 시키지 마십시오출력부 동작 중에 입력 축을 급정지 시키지 마십시오: P&P Unit , .: P&P Unit , .: P&P Unit , .: P&P Unit , .

등으로 입력 축을 급정지 시키면 설계 값 이상의 부하 가 걸려서등으로 입력 축을 급정지 시키면 설계 값 이상의 부하 가 걸려서등으로 입력 축을 급정지 시키면 설계 값 이상의 부하 가 걸려서등으로 입력 축을 급정지 시키면 설계 값 이상의 부하 가 걸려서1) Clutch . Brake , Torque ,1) Clutch . Brake , Torque ,1) Clutch . Brake , Torque ,1) Clutch . Brake , Torque ,

의 파손에 의해 등이 하여 부상이나 장치전체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의 파손에 의해 등이 하여 부상이나 장치전체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의 파손에 의해 등이 하여 부상이나 장치전체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의 파손에 의해 등이 하여 부상이나 장치전체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P&P Unit Table Overrun , .P&P Unit Table Overrun , .P&P Unit Table Overrun , .P&P Unit Table Overrun , .

가 붙어있는 경우 가 풀려 등이 하여가 붙어있는 경우 가 풀려 등이 하여가 붙어있는 경우 가 풀려 등이 하여가 붙어있는 경우 가 풀려 등이 하여2) Torque Limiter , Torque Limiter , Table Overrun ,2) Torque Limiter , Torque Limiter , Table Overrun ,2) Torque Limiter , Torque Limiter , Table Overrun ,2) Torque Limiter , Torque Limiter , Table Overrun ,

부상이나 장치 전체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부상이나 장치 전체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부상이나 장치 전체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부상이나 장치 전체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부득이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비상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급정지를 피하는 등 정지 방법을부득이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비상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급정지를 피하는 등 정지 방법을부득이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비상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급정지를 피하는 등 정지 방법을부득이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비상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급정지를 피하는 등 정지 방법을3) ,3) ,3) ,3) ,

검토함과 동시에 비상정지시의 부하 에 견디는 의 나 를검토함과 동시에 비상정지시의 부하 에 견디는 의 나 를검토함과 동시에 비상정지시의 부하 에 견디는 의 나 를검토함과 동시에 비상정지시의 부하 에 견디는 의 나 를, Torque Size P&P Unit Torque Limiter, Torque Size P&P Unit Torque Limiter, Torque Size P&P Unit Torque Limiter, Torque Size P&P Unit Torque Limiter

선정하여 주십시오선정하여 주십시오선정하여 주십시오선정하여 주십시오....

5) 부득이 안전을 위하여 비상 정지 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동으로 천천히 돌려 정지구간 까지 회전시킨 후부득이 안전을 위하여 비상 정지 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동으로 천천히 돌려 정지구간 까지 회전시킨 후부득이 안전을 위하여 비상 정지 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동으로 천천히 돌려 정지구간 까지 회전시킨 후부득이 안전을 위하여 비상 정지 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동으로 천천히 돌려 정지구간 까지 회전시킨 후, ,, ,, ,, ,

재가동 시켜주십시오재가동 시켜주십시오재가동 시켜주십시오재가동 시켜주십시오....

따라서 상기의 경우에 대비하여 구동계의 중간에 수동으로 입력 축을 회전시킬 수 있도록 수동 을따라서 상기의 경우에 대비하여 구동계의 중간에 수동으로 입력 축을 회전시킬 수 있도록 수동 을따라서 상기의 경우에 대비하여 구동계의 중간에 수동으로 입력 축을 회전시킬 수 있도록 수동 을따라서 상기의 경우에 대비하여 구동계의 중간에 수동으로 입력 축을 회전시킬 수 있도록 수동 을, , Handle, , Handle, , Handle, , Handle

항상 비치하여 주십시오항상 비치하여 주십시오항상 비치하여 주십시오항상 비치하여 주십시오....

이상 음에 주의6)

사용 중에 이상 음이 발생한 경우 즉시 운전을 멈추십시오 가 파손되었거나 내부 부품이. Cam Follower

파손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즉시 당사로 연락 주십시오, .

경고경고경고경고 폭발 화재의 위험이 있는 분위기 중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폭발 화재의 위험이 있는 분위기 중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폭발 화재의 위험이 있는 분위기 중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폭발 화재의 위험이 있는 분위기 중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 . .: . .: . .

주의주의주의주의 물 기름이 있는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물 기름이 있는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물 기름이 있는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물 기름이 있는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 . .: . .: . .
본제품은 방수 방적 사양이 아니므로 의 작동불량이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본제품은 방수 방적 사양이 아니므로 의 작동불량이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본제품은 방수 방적 사양이 아니므로 의 작동불량이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본제품은 방수 방적 사양이 아니므로 의 작동불량이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 ) , P&P Unit ., ( ) , P&P Unit ., ( ) , P&P Unit ., ( ) , P&P Unit .防滴防滴防滴防滴

물 기름이 있는 분위기의 경우 등의 대책을 해 주십시오물 기름이 있는 분위기의 경우 등의 대책을 해 주십시오물 기름이 있는 분위기의 경우 등의 대책을 해 주십시오물 기름이 있는 분위기의 경우 등의 대책을 해 주십시오. , Cover .. , Cover .. , Cover .. , Cover .

방수 방적 대책의 실시7) . ( )防滴

의 입 출력축 및 취부 면은 방청처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보관상태 사용분위기 등에 의해P&P Unit . , . ,

녹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가공 면에는 방청 유 또는 방청도료를 바르면 방청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발라주십시오, Grease , .

-12- [HAN-13]



보수보수보수보수5.5.5.5.

점검점검점검점검5. 15. 15. 15. 1

경고경고경고경고 통전상태 전원이 스위치가 상태 에서 보수 점검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통전상태 전원이 스위치가 상태 에서 보수 점검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통전상태 전원이 스위치가 상태 에서 보수 점검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통전상태 전원이 스위치가 상태 에서 보수 점검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 ON ) . .: ( ON ) . .: ( ON ) . .: ( ON ) . .

오작동 또는 제어회로의 고장으로 갑자기 가동될 가능성이 있어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오작동 또는 제어회로의 고장으로 갑자기 가동될 가능성이 있어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오작동 또는 제어회로의 고장으로 갑자기 가동될 가능성이 있어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오작동 또는 제어회로의 고장으로 갑자기 가동될 가능성이 있어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 ., , ., , ., , .

주의주의주의주의 입력 축에 위치검출용 이 부착된 경우 위치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정기적으로 확인 바랍니다입력 축에 위치검출용 이 부착된 경우 위치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정기적으로 확인 바랍니다입력 축에 위치검출용 이 부착된 경우 위치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정기적으로 확인 바랍니다입력 축에 위치검출용 이 부착된 경우 위치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정기적으로 확인 바랍니다: Cam , .: Cam , .: Cam , .: Cam , .

나사풀림 등으로 검출위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장치가 오작동하여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나사풀림 등으로 검출위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장치가 오작동하여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나사풀림 등으로 검출위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장치가 오작동하여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나사풀림 등으로 검출위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장치가 오작동하여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 ., ., .

주의주의주의주의 에는 윤활유가 들어있습니다 사용 중에 부분 등에서 기름이 새어나올에는 윤활유가 들어있습니다 사용 중에 부분 등에서 기름이 새어나올에는 윤활유가 들어있습니다 사용 중에 부분 등에서 기름이 새어나올에는 윤활유가 들어있습니다 사용 중에 부분 등에서 기름이 새어나올: P&P Unit . Oil Seal: P&P Unit . Oil Seal: P&P Unit . Oil Seal: P&P Unit . Oil Seal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생산제품에 오염되어 불량 등의 사고가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생산제품에 오염되어 불량 등의 사고가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생산제품에 오염되어 불량 등의 사고가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생산제품에 오염되어 불량 등의 사고가. ,. ,. ,. ,

염려되는 경우에는 기름받이 통 등을 설치하여 주십시오염려되는 경우에는 기름받이 통 등을 설치하여 주십시오염려되는 경우에는 기름받이 통 등을 설치하여 주십시오염려되는 경우에는 기름받이 통 등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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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과 대책6.

폐기7.

본제품의 사용재료는 금속 고무 및 윤활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본제품은 불로 태울 수가 없으므로 산업폐기물로 처리해 주십시오, .

[HA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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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 대 책

회전 에Table

충격이 있다.

정지위치가 안

맞는다.

본체P&P Unit

입력 축 회전 속도를 낮추면,

충격이 사라진다.

출력축 부하 과부하Torque ,

다시 선정 검토P&P Unit .

낮추어도 충격이 그대로다, .
부하 값 구동 계 등이 문제로Torque , ,

연락주시면 상담 후 대책을 드립니다, .

본체 내부에서 이상 음P&P Unit ,

온도상승 등 이상 징후가 생각된다.

내부의 부품 파손 등이 예상되므로,

연락 바랍니다 교환. P&P Unit .

구동 관계

입력 축에 구동이면Gear ,

의 가 있다Gear Back-rash .
의 를 줄인다Gear Back-rash .

구동에서 가 덜컥거린다Gear Key . 를 교환하여 틈새를 최소화 한다Key .

의Chain, Timing Belt

부족Tension

장치를 조정하여 장력을Tension

크게 한다.

입력 축 회전위치 검출기 위치가

불량하다.
검출기 위치를 재조정한다.

입력 축 회전위치 검출기가 불량. 양품으로 교체한다.

감속기의Worm

가있다Back-rash .
감속기를 한다Worm Overhaul .

감속기의 과부하Geared Motor
출력축 부하대책 또는 Worm

감속기를 사용한다.

작동이 불량하다Clutch . 를 점검한다Clutch .

비상정지 하는 빈도가 너무 많다. 비상정지의 원인을 제거한다.

의P&P Unit

고정방법
취부 체결 볼트 등이 불완전하다, . 체결 취부 볼트를 단단히 조인다, .

의Table. Arm

고정방법
체결 력이 불충분 하다.

체결 볼트를 키우거나 체결방법을

재검토한다.

부하의 이상
의 동정 격 출력P&P Unit

를 초과했다Torque .

부하 값을 다시계산하시고Torque ,

대책은 상담해주십시오.

과부하 보호 장치
설정 갑이 불합리하다Torque . 설정 값을 재검토한다Torque .

반복 정도가 불량하다. 교환

가P&P

회전하지

않는다.

본체P&P Unit

및 구동계

본체 내부의 이상P&P Unit 교환 또는 연락 주십시오.

의 고장Motor 교환

가 걸려있는 상태다Brake . 수리 또는 교환

너무 추워 윤활유가 굳었다.
윤활유 교환 사용설명서에서 가장 낮은(

점도의 윤활유를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