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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파워 워크 홀딩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조공
정들과 같이 면 하게 계획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파워
워크 홀딩 시스템을 직접 다루는 유압 
기술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
스템을 설계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워
크 홀딩 개념을 여러 개
모아서 상식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
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워 워크 홀딩 어플리케이션은 
두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
다. 기존 픽스쳐의 클램핑을 업그레이
드 하거나 리트로 피트를 위한 교체가 
있고처음부터 아예 파워 워크 홀딩으
로 새로운 픽스쳐를 설계하는 것이 있
습니다. 이 두가지 경우 모두 파워 워
크 홀딩 장치에서 발생되는 힘들을 반
드시 고려 해야 된다는 것 입니다. 여
러분의 손으로 잡을 만한 조그만
장치라도 26KN(2.65톤)의 클램핑력을 
만들어 냅니다. 기존의 수동형 볼트 
너트 클램핑 이나 토글 클램프를 교체 
할 때에도 기존의 픽스쳐나 기계 베이
스가 이 힘을 견디어 내야 합니다.

 파워 워크 홀딩을 사용한다는 것
은 튼튼한 픽스쳐 디자인을 하지 않으
면 안 된다는 것 입니다. 3개 평면에 
위치한 공작물과 관련된 3-2-1
지그개념은 수동 방식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파워 워크 홀딩에서도 사용
되어 지는 것입니다. 즉 워크 홀딩 장
치들은 공작물과 위치버튼, 핀, 평면 
들과 사이에 견고한게 접촉되어 위치
하여야 만 되는 것 입니다.
 계획공정 단계에서 여러분들 께서
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해야 합
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에서는 어떤 결
과의 일을 성취해 낼 것인가? 그 시스
템에서는 어떤 종류의 공정이 진행 되
는가? 생산라인의 라인 속도에 맞는 
클램핑 속도는 얼마로 할 것인가?
 여러분은 결국 현실적인 싸이클 
타임을 설정해야 하는데…싸이클 타임
이 짧아지면 질수록 파워소스는 더 커
져야 된다는 것. 예를 들어 1/3마력 모
터가 부착되어 있는 펌프가 주어진 시
스템에서 클램핑 압력에 도달하는데 
3초가 걸린다고 가정할 때 반면 같은 
일을 1초에 해

내려면 1마력 모터가 부착된 펌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초기 비용과 운전비
용이 모두 상당량 증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싸이클타임을 설정하기전에 
앞뒤 고려하지 않고 클램핑 속도를 올
리는 것은 상당히 높은 원가부담을 발
생시키는 것입니다. 몇 초를 줄이기 
위하여 과연이러한 결정이 생산적인가
를 자문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스템을 설계
하시는 데 계획을 단계적으로 하나하
나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파워 워크 홀딩 시스템의 계획에 대하여…

 계속되는 제품의 개선공정으로 스펙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선으로 인하여 제품은 그림에 나와있는 것과 
똑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웹사이트의 pdf 
카타로그에 방문하시어 가장 최근의 카타로그 
파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www.vektek.com 

여러분의 픽스쳐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웹사이트에서는 CAD 라이브러리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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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우선, 수행될 작업의 가장 본적인
내용을 결정합니다. 싸이클당 몇 개의 
공작물을 가공할 것인지, 각각의 
공작물은 한 개의 면보다 많은 면 
작업이 어떤 공정을 거치는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공작물의 로딩, 
언로딩, 공작물의 클램핑에 소요되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기계테이블, 베드, 척 또는 
적용되어질 다른 평면 등 유용한 
작업공간을 정하기위하여 공작기계 와 
관련된 스펙과 같이 검토 되어야 
합니다. 공작물 라인공정을 보고 
가공될 공작물의 수량 또는 공작물의 
허용공간이 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 
만약에 공간상에 문제가 있으면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초기 계획단계에서 부터 
적절한 측정장치 및 작업자와 장치의
안전에 필요한 장치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2 단계    

 제작 싸이클 중에 발생할 
이벤트의 순서의 전체 아웃라인을 
준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객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계 
제어장치와 연결된 외부 제어장치와 
함께 고객이 필요하게 될 특수한 
시퀜스 밸즈 의 형식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3 단계
 가공공정에서 발생되는 절삭력을
계산하고 이러한 힘이 공작물에 
작용하는 방향에 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에 수동 클램핑 시스템의 
리트로 피트를 계획 한다면, 현재 
사용되고있는 토오크값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워크 홀딩 장치의 
사이즈를 정할 때 해당 안전율을 
주어야 할 경우의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사전 계산되어지는 
절삭력이라면 이 힘을 적용할 것을 
적극 추천 합니다. 많은 공작기계의 
작동 매뉴얼에는 가공절삭력이나 
이러한 힘을 계산하는 간단한 
공식들이 테이블 형태로 제공되어 
집니다.

4 단계
 픽스쳐에는 절삭의 주분력에 
견딜수 있는 고정 스탑을 가지도록 
계획하고 주요 공작물의 위치, 
특징등을 활용하여 공작물의 정확한 

위치 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5 단계
 고객의 픽스쳐에 초기작업으로
유압실린더를 시용하여 위치 결정을 
한다면 픽스쳐 스탑에 반 되는 
방향으로 공작물을 이동 시키고 
공작물의 중량과 마찰등을 능가하는 
힘이 작용할 경우에는 이 힘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단계
 기계에서 절삭력이 결정된다면 
픽스쳐나 테이블에 놓여진 공작물을 
클램핑하는 힘을 계산하는것은 
쉽습니다. 고객이
가공하려고 하는 재질에 한 절삭력 
계산은 간단한 공식에 의하여 계산 
되어 집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7 단계
 공작물을 클램프 하기 위하여 
또는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에 접촉하는 클램프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 가를 결정하고 
기계작동에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제작공정과 간섭을 
피하기 위한 위치를 찾을 수 없는 
클램프는 제작 시퀜스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부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밖의 다른 
위치로 옮겨 줍니다. 이 경우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밸브를이용하여 
이동된 장치들을 독립적으로 제어 
하여야 합니다.

8 단계
 워크 홀딩 장치의 형식이나 
수량의 결정은 소요되는 전체 
클램핑력과 고객이 선택한 클램핑 
위치,공작물의 크기, 형상, 그 강도 와 

기계 작동에 근거하여 결정 합니다.

9 단계
 고객이 필요로 하는 파워소스의 
용량결정은 고객이 선정한 장치의 
전체 유압변위량을 합계하여계산 
합니다. 다음공식에 의거 용량을 
계산하되 한정된클램핑 타임 내에 
시스템을 작동시키려고 결정한다면 
파워소스의 용량을계산값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용량으로
선택한다.

(Device Cap.) ÷ (L. P. Flow) =  
Position Time

여기서...
 L. P. Flow는 저압 펌프의 흐름 
유량으로분당 세제곱센티미터 (cm3/
minute)이다.Device Cap.(장치의 
용량)은 전체 장치의유량으로써 
세제곱 센티미터(cm3)이다.Position 

Time은 1분의 소수점 표기의
단위로 위치를 잡는 시간을 말합니다

(x.xx minute).

여기서...
 만약 계산된 전체 클램핑 시간이 
필요한 싸이클 타임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장치의 한계점 내에서 큰 
파워소스 용량을 갖는 쪽으로 타겟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작은 
용량의 파워소스를 선택하고 만족되는 
클램핑 싸이클 타임이 나올 때 까지 
위의 계산을 반복 하여야 합니다.
 만약 처음에 계산된 전체 클램핑 
시간이필요한 싸이클 타임내에 현저히 
작을경우는 초기에 선정한 파워소스의 
용량이 너무 큰 것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작은 용량의 파워소스를 
선정하여 위의 계산을 되풀이 하여 
클램핑 싸이클 타임이 나올때 까지 
계속 합니다. 만약에 작은 파워
공급이 안될 경우에는 유량제어를 
장치의 위치결정 속도의 한계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치의 
성능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바운스(일종의 채터링 현상) 
또는 과다유량에 의한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가적인 팩터로써 공장의 
바닥면적과기계 레이아웃, 파워소스의 
선호도(공기압 vs 전원)를 감안하여 
파워소스를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치의 성능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바운스
(일종의 채터링 현상) 또는 
과다유량에 의한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각각의 독립적 
장치의 작동 시간과 시퀜스는 
파워소스의 용량에 맞도록 위에 
계산식에 준하여 계산하여 오더를 
내야 합니다.

10 단계
 밸브와 다른 컨트롤 부품들은 2
단계에서계산한 방식에 맞춰 선택 

합니다. 밸브선택은 본

11 단계
 적절한 안전제어 메커니즘을 
선정합니다. 모든 VektorFlo® 
전원모듈은 언제나지속적인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압 압력스위치를 
표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입력 파워들이 각 시스템에 분산되어
공급될 경우 각 시스템은 각각의
압력감시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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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ffCam™ 스윙 
클램프 캠 팔로워 
디자인과 클락킹 
특징( C  참조)

러그 회전 특징이 레버 위치를 
360도 이동 가능 (E 참조)

12 단계
 마지막으로 배관부품들은 
파워소스에 연결된 장치와 밸브에 
맞는 부품을선정하여야 합니다. 
시스템의 사양과정격용량, 사이즈, 그 
길이 등에 맞는레이아웃이 되도록 
점검합니다.

13 단계
 전화를 하여 도움을 청 하십시오. 
폐사의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들은 
픽스쳐를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유압 
클램프를성공적으로 사용하시도록 
도움을 주는일을 하는 사람들 입니다. 
기존의 픽스쳐를 리트로피트 
하신다거나 새로운 공작물의 클램핑 
개념이 필요하시거나 고객께서 설계한 
디자인의 검토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VektorFlo® 고객을 위하여 항시 
기다리겠습니다.

미국외 지역에서는 다음 
번호로 전화주십시. 

+001-913-365-1045 

워크홀딩의 모든 것을 제공 합니다. 
얼마나 쉽게, 경제적으로 고효율의 
파워 워크홀딩이 한번의 전화로 
가능하실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객의 질문에 기쁘게

A-3

기획

계획 12-13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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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있는 질문들은 고객 
여러분께서 “ 왜 나는 아직도 
그것을 몰랐었지?”
 라고 질문 내용을 모은 것 입니다.
장치를 오더하시기 전에, 픽스쳐를 
만드셨거나,고객께서 설계가 막 
끝나셨을 때라도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만나게 되는 
문제들은 체크리스트를 보
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실린더의 장점은 무엇인가?
 복동 실린더는 작은 구멍(
오리피스)이나 긴 배관으로 도입되는 
곳과 같은 제한을 받는 곳 시스템 
일지라도 기본적인 시간내의 실린더 
행정복귀를 확실하게 하여 주는데 
사용합니다. 복동 실린더는 특히 일부 
CNC 시스템에서 실린더의 행정복귀 
시간이 시간을 다툴 경우에 
유효합니다.

피팅류, 배관과 호스를 선정 할 때 
무엇을 살펴봐야 하 는가?  
 Vektek을 통하지 않고 현지에서 
시용되는 피팅류나 호스들은 유압이 
흐르는데 제한을 는 극히 작은 구멍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G 1/8 또는 더 
작은 팅류들은 이러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제약사항은 주 
배관라인의 도입부 같은 곳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피팅류와 
많은 호스에서도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배관길이는 오일컬럼을 상당히 
길게 생성 시킬수 있습니다. 
 배관과 호스를 통과하는 오일의 
마찰 생성은 오일컬럼의 관성의 
원인으로 응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회귀오일의 배압을 증 시키기도 
합니다. 주배관라인과 장치에 
공급되는 라인에 적용되는 피팅류는 
알맞은 사이즈가 되어 적절한 유량 
배분 매니폴드가 그 역할을 완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치의 피팅류는 G 1/4 또는  G 
1/8 이 적당하고 주배관라인은 제약을 
피하려면 최소한 8mm는 되어야 
합니다.

배관시 장애물이나 
오염물로부터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튜브는 항상 절단한 뒤에는 
플러싱을 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공장에서 절단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미 오기전에 절단된 것은 반드시
플러싱을 하여야 합니다. 칩, 
거스르기,먼지 와 다른 오염물이 
튜브의 내부와 드릴구멍이 
뚤린곳에서는 모여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오염물 들이 장치의 씰을 갉아 
먹고 밸브 씰링면에 손상을 줍니다. 

또한 부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픽스쳐의 시작동작 전에 청소를 해 
주지 않는다면 서비스 수명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알맞지 않은 피팅류의 사용도 
방해와 제한을 줍니다. 비규격품을 
사용하는것도 방해의.

펌프는 적절한 사이즈 인가? 
그것의 정격은 _____l/min 또는
_____cm3/min인가? 내가 선정한 
장치는 움직이는 데 총 _____cc의 
오일이 필  요한가?
 다수의 표준사이즈의 픽스쳐는 
펌프의정격용량을 8 l/min이상 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펌프사이즈가 4 l/min이상의 
정격용량이라면 클램프의 손상이 없고 
교체 목적으로 재구매할 필요가 
없도록 추천을 해 드릴 수 있습니
다. 귀사의 시스템에 추천된 유량의 
흐름이상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검토 
요청을 하십시오

펌프가 쉼없이 연속적으로 
가동이되고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펌프타입인가?
 전화 주십시오. 펌프는 종종 그런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수정작업이 필요할 지 
모릅니다.

덤프 펌프(가압형으로 차단과 릴리 
즈를 자동으로 되는) 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펌프는 워크 홀딩 
장치에 합한 것인가?
 올바로 회로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면 적합 합니다. 작업을 올바르게 
하려면 약간의 회로 수정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픽스쳐에 여러 개의 순차적인
공정을 수행 하려고 하는데 3-4 
개의 시퀀스 밸브를 시리즈로 
적용할 수 있나?
 추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퀀스 
벨브는 주 유압 공급라인으로부터 
직접 작동이 되는것이 더 좋습니다. 
각기 다른 압력으로 세팅을 하여야 
합니다. 그 압력차이는 1MPa를 
추천합니다.

가공물 위에 다이얼 
인디케이터를 놓고 클램핑을 
하면 구부려지는데 왜 그런가?
 클램프는 고정 로케이터, 유압 
써포트 또는 다른 지지요소 들과 
반 방향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픽스쳐의 한 부품으로써 
강체의 솔리드 부위이거나 올바른 
사이즈의 유압 워크 서포트 같은 
프로팅 로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품에 클램프가 힘을 가하면 
그 힘이 솔리드 스탑에 바로 전달되지 
않고 부품을 뒤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클램핑의 각도가 잘못

되었거나 과다한 힘의 작용이 부품의
뒤틀림을 가져오는 머쉬룸 현상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사면의 모서리 전부에 솔리드
로케이터로 공작물을 고정하고
있는데 고정을 풀 경우 스프링과
같이 튀어나와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데 왜 그런가?
 우선 픽스쳐내 같은 평면에서 4
개의로케이팅 포인트로 모두 고정하는 
것을실제로 불가능 합니다. (픽스쳐 
디자인책에서 3-2-1 개념의 설명을 
보세요.) 그 다음, 그렇다면 4개의 
로케이팅 포인트로 고정하면 뒤틀림이 
발생하고 가공한 후에 가공물이 
자유롭게 변형되는 것은 응력제거 가 
되면서 발생하는 것 입니다.

유압 순차회로에서 압력에 제한을
두고 싶을 때 최우선적으로 어떤
밸브를 장착해야 하는가?
 가능하다면 한 개의 밸브에 한가지 
이상의 기능을 부여 하지 마십시오. 꼭 
그렇게 하여야 한다면 시퀜스 밸브 
다음에 압력제어 밸브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시퀜스 
회로가 완전히 작동되기전에 압력제어 
밸브가 차단되는 것을 피하여 줄 수 
있습니다.

클램프 방향과 반 되는 
방향으로직접 가공을 하고자 할 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특수한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절삭력의 
방향은 항상 고정스탑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정스탑은 공작물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인데 
클램프의 위치나 클램프력은 
고정스탑의 반 편에 작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클램프의 반 방향으로 
가공하려면 클램프는 절삭력을 견딜 
수 있고 절삭력에 의하여 공작물이 
들리지 않도록 견실한 사이즈여야 
합니다.

저희는 제품상에 다수의 황동
피팅류를 사용합니다. 이것들을 
7 MPa 유압 클램프에 사용을 
하여도 되는가?
 복동 실린더는 작은 구멍(오리피스)
이나 긴 배관으로 도입되는 곳과 같은 
제한을 받는 곳 시스템 일지라도 
기본적인 시간내의 실린더 행정복귀를 
확실하게 하여 주는데 사용합니다. 
복동 실린더는 특히 일부 CNC 
시스템에서 실린더의 행정복귀 시간이 
시간을 다툴 경우에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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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픽스쳐를 3개월 사용하고, 
6 개월 보관하고 나서 라인에
재사용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잘 
작동 될까?
 예방점검. 픽스쳐를 보관하기전에 
절삭유,절삭유 침전물 등을 없애고 
청소한 다음 건조 시키세요. 방청유를 
가볍게 발라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건조하고 선선하고 청정한 환경에서 
보관 하세요.

우리는 주철을 연마할 때 클램프를 
사용하는데 냉각수가 방청유가 
아니므로 픽스쳐 플레이트가 녹이 
슬었습니다. 클램프가 이 환경을 
견뎌 낼까?
 100% 보장이란 있을 수 없지요. 
우리클램프는 크롬 경도금 된 
플레이트와스테인레스 스틸 과 방청의 
BHC™으로 되어 있어 녹에 하여 
최상의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각각의 공정은 아주 격한 
환경에서도 거의 문제없이 장기간 
사용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수백만 싸이클의 가공시간 중 
최상의 성능을 휘하는 유압시스템과 
그 구성품을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점검은 필수 입니다. 일년에 한번 
전체 시스템의 플러싱작업을 
시행하시고 아주 오염된 환경에서는 
일년에 여러 번 플러싱 작업을 해 
주어야 합니다.

클램프를 잘 보면 나사구멍이 
있고 레이블이 “P”
”ADVANCE”RETRACT”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뜻 인가?
 이 나사 구멍을 포트라고 부릅니다. 
레이블 “P” 또는 “ADVANCE” 포트는 
공작물을 클램프 할 때 보통 쓰입니다. 
“RETRACT” 는 클램프를 
언클램프로사용하거나 리트렉트로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나는 복귀형 로케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공작물이
로딩되고나서 그것이 
“DISAPPEAR”가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복동 실린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당히 정 한 위치결정이 
필요하시면 그것을 위해 가이드 
부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공제품 판매점에서 
“water-glycol”을 유압유로
추천을 해 주었는데 이 유압유의
장점은 무엇이고 사용해도
되겠는가?
 워터 글리콜은 전통적인 유압유가 
아닙니다. 유압유는 석유베이스의 
유압유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사용하도록 개발된 것으로써
불착화성을 요구하는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유압유는 
종종 장치의 씰, 밸브, 펌프류에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우리는 이 
유압유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서 씰 컴파운드와 함께
조건부로 장치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얼마나 온도가 높으면 유압유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나?   
 177C^0 이상이 되면 유압유와 
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표준씰들은 4C^0 에서 71C^0 까지의 
온도에서 사용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플르로카본계의 씰도 
177C^0 이상에서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높은 온도하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할 경우
Vektek의 기술부로 문의 하시면 바로 
도움을 주겠습니다.

실린더를 펌프에 연결하고자
연장한 후 복귀가 안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방향제어 밸브가 회로에 있습니까? 
없다면 필요합니다.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사진이나 스케치 또는 
간단한 계통도를 보내주시면 해결 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게이지를 읽어야 하고 그 
값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시스템의 모든 압력을 릴리즈
시킵니다. 올바른 작동을 위한 
게이지을 체크 합니다. 게이지가 “0”
으로 가 있는 것을 확인 합니다. 
시스템에 압력을 가하고 그 값을 
게이지에서 읽습니다. 현재의 게이지 
읽음값이 회로분기에서 제한된 압력이 
없다면 클렘프 시스템에 가해지는 
압력을 가르킵니다. (나머지 모든 
시스템에 이 압력이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정적인 클램핑 
조건에서는 압력차 ΔP 는 무시될 수 
있습니다.)

나는 150mm의 긴 로드가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L1-4025-00L의
클램프가 필요한데 수급 
가능한가?
 아마도 가능 할 것 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특수한 것도 조달합니다. 문의 
해주세요. 리는 종종 특수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현재 개발 중인 신상품일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한 수요가 
있으시면 문의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요구하는 특수한
수요를 개발아이템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가가 
비싸서생산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것은 생산하기전에 단한 것일 
수도 있고 상 적으로 쉬운 것 일 수도 
있습니다.
 특수한 것은 우리가 재고를 교체할 
수 없으므로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귀사에서 기계가 충돌을 
하여 급하게스페어파트가 필요하거나 
특별 생산을하여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주문시에는오리지날 오더와 
함게 스페어를 같이오더하여 
주십시오. 복잡한 특수부품의 경우 
초기 오더 시 가격보다 5배내지 10배 
비쌀 수도 있으니 좀더 앞을 내다 
본다면 미리 오더 내 는게 이익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답을 드립니다.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어느것이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VektorFlo® 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 하실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1-913-365-1045

koreasales@vektek.com

www.vekt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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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ktorFlo® 유압 고정물 설치 문서 및 워크시트 문제 해결

픽스쳐 디자인 담당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픽스쳐 설계 담당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설계 목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픽스쳐 serial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모든 압력 게이지값을 확인하고 작동 압력이 “0” 인지를  확인합니 다.       Yes         No

2. 클램핑 시스템 펌프 상에서 설치될 게이지에서 부터 주요 시스템 작동 압력 값   _____________________ MPa (bar) 

 혹은 부스터에서의 에어 게이지로 부터의  주입 압  ______  MPa (bar), 부스터 비율 _____:______.

3. 픽스쳐 게이지 상의 픽스쳐 작동  압력 값   ______  MPa (bar).

4. 픽스쳐 게이지 상의 픽스쳐 작동 압력 값   ____ __  Mpa(bar), 측면 A 와 _____Mpa(bar)  측면B  

5. 제한 압력 순환  확인:

  Side A  ______  MPa (bar)  부품 & 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de A  ______  MPa (bar)  부품 & 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de A   ______  MPa (bar)  부품 & 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de B ______  MPa (bar)  C부품 & 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de B ______  MPa (bar)  부품 & 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de B ______  MPa (bar)  부품 & 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스퀸스 작동 설정:

  Side A ______  MPa (bar) 부품 & 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de A ______  MPa (bar)  부품 & 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Side A ______  MPa (bar)  부품 & 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Side B ______  MPa (bar)  부품 & 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de B ______  MPa (bar)  부품 & 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de B ______  MPa (bar)  C부품 & 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피팅 확인, 안정성, 누유 여부, 적절한 타입인지, 작동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        Yes    No

8. 배선도 첨부

9. 부품 구성표( 유압 부품) 첨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디자이너 / 빌더 또는 완전한 위의 단계 1-9 및 팩스 +1-816-364-
0471 모든 추가 페이지와이 시트에 문의하십시오. 우리는 봉사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6 Vektek는 주식이 설명서 시트는 VektorFlo® 브랜드의 유압   클램프를 사용하여 기본 비품을 문서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트는 저작권 보호 상 자료이며 Vektek의 단독 재산이긴하지만, Inc는 원래의 형태로이 문서 시트 또는 
변경된 상태의 사용은 비 Vektek 제품과 비품을 문서에 할당된 권한의 위반입니다.

기획

고정물 설치 문서 및 워크시트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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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매니폴드를  VektorFlo®부품에  
 설치 시, 접합면은 0.08mm
 이하로 평평해야 하며 적절한 
 씰링을 위하여 최  표면 조도는 
 1.6 µ m Ra 이여야 합니다.
 (특별한 언급 없을시 카달로그
  참조) 

■  카달로그에 특별한 정보 없을시, 
 VektorFlo® 7MPa 장치  최소 필요
 압력은 1.0MPa (10 bar)입니다. 

■   모든 VektorFlo® 특별 기능  
 밸브에 최  시스템 유량은 
 5.7 ㅣ/m  입니다.  유량 초과  
 사용시, 워런티에서 제외됩니다. 

■  포켓의 디버링 혹은 캐비티(공동)
 은씰의 손상으로 부터  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 유체 여과가 칩을 잡아 샘 현상 
 부품의 샘 현상을 막고, 부품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  유지보수 예방을 위하여 수백만의  
 사이클을 통한 최상의 상태로 
 실행하여 유압 시스템과 부품을
 유지하는게 필요로 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번 전체 시스템을
 씻어내며,  오염된 환경에서는 더 
 자주 실행합니다.

■  유압 부품 수명 연장: 
 * 유압 유체는 바꿔 줘야  하며, 
  저장소는 년마다 청소하여야 
  합니다.
 * 만약 풀 가동시(1교 근무): 
  유체 년 2번 교체
 * 2 교  근무: 년 3번 교체
 * 3 교  근무: 년 4회 교체 
 * 열악한 환경(주조 공장): 유압 
  유체를 달마다 교체
 * 씰과 장비는  4-71도에 
  사용가능 

워크 서포트 정보

■  6개의 포인트 소캣만을  
 설치합니다.다른 타입의 렌지는  
 워크 서포트의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스윙 클램프 정보

스윙 클램프

■  암 회전시에 스위클램프 암이 
 작업물에 연결되는 것을금합니다.

■  스윙 제한 장치는 30 45 와 60도
 앵글에서 가능합니다. 리점에  
 오더하거나 특별 주문하세요.  
 다른스윙제한 앵글은특별 요구
 암 /레버

TuffCam™  스윙 

클램프 암

■ When installing a swing clamp  
 arm, restrict the arm to prevent  
 rotational torque to the plunger  
 and potential internal cam 
 damage. You may then tighten
 the locking features to
 specifi cation without damage to
 your clamp. 

배관 정보

■    표준 고무 호스와 엔드 피팅은  
지나친 엔드 피팅 제한으로 
인하여  많은 장치의 동작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지에서 호스를 구매시, 과도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 직경과 
앤드 피팅을 선택하세요.

속도 제어

■유동 제어는 종종 적정 속도에서
 워크 서포트와 스윙 클램프  
 기능을 요구합니다. 카달로그에 
 추천하는것보다 클램핑  
 중심라인으로 부터 거리가 더 길  
 경우 큰  스윙 암에 의하여  
 스윙클램프가 손상을 입을수  
 있습니다. 워크 서포트는  
 예상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부품의 표면의  
 상태를 보고 , 잠김이전에  
 스피링은 기계적으로 재연장
 이 가능합니다.

■  일 부분 속도 제어는 필요합니다.
 모든 워크 홀딩 장치는 인 라인
 혹은인 포트 유동 제어와 함께
 프리 유동복귀처럼 “공급조절  
 방식( Meter in)”장비와 함께 
 유동이 제어됩니다.
 니들 벨브 혹은 “배기 조절 방식
 (meter out)” 유동 제어는
 공압에서자주 쓰이며, 압력 증
 방지를 위하여 쓸 수 없으며, “ 
 배기 조절 방식(meter-out)” 유압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됩니다.

웹 사이트 

■  자세한 사항은 www.vektek.com 
을 방문하세요.

■ 기술적인 정보와 편리한 온라인 
 도움을 위하여 유지보수 비디오를
 확인하여 주세요.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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