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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oClamp Inside 

RotoClamp Inside의 타입명칭이 설치하려는 RotoClamp와 일치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로토 클
램프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로토 클램프의 손상은 작동시의 안전성을 떨어트리며 보증이 무효화 됩니다.

설치시 비틀림이 없도록하고 카달로그에 명시 된 최대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RotoClamp Inside를 고정시 특성 클래스 12.9의 나사를 사용하십시요.

규정 된 토크로 고정 나사를 조입니다 (페이지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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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O CLAMP INSIDE 설치 메뉴얼

1.설치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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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oC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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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instructions

샤프트 시트의 축끼워맞춤 공차등급은 g6 이어야 합니다. 샤프트 플랜지는 평면 접촉면쪽을 먼저 설
치하고, 동심도에 맞춰 정렬 한 다음 가능한 최대 토크로 제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고정 및 클램핑 표면이 깨끗하고 평평한지 확인 하십시오. 로토 클램프를 설치하기 전에 솔벤트
(예:Weicon Reiniger» S« )를 이용하여 클램핑 영역의 씰링 컴파운드와 오일을 세척해야 합니다.

공압을 연결부에 연결하십시오.

RotoClamp Inside Standard는 » OPEN« 연결부에서 4 bar (+0.5 bar) 또는 6 bar (+0.5 bar)의
공압을 가하여 OPEN 상태가 되게 한후 샤프트에 삽입 할 수 있습니다.

RotoClamp Inside를 지정된 부착 위치에 정렬한 후 감소된 조임 토크로 제 위치에 고정 시킵니
다.

RotoClamp Inside를 설치 한 후 RotoClamp Inside가 샤프트의 중심부에 정렬 될때까지 공압을
0 bar로 줄이십시오. 이 단계는 회전 부분의 다른 각도의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
다.

신뢰할수 있는 센터링을 위해서는 RotoClamp Inside의 외경에서 약 1mm의 레이디얼(반경방향)
클리어런스가 필요합니다. 로토클램프의 내경과 외경은 동심원이 아닙니다.

RotoClamp Inside Standard의 식각면의 반대편인 접촉면은 정밀한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
다.

RotoClamp Inside가 계획된 위치의 중심에 오면 고정 나사를 규정된 조임 토크(표 1, 9 페이
지)에 따라 2~3 회에 걸쳐 십자형으로 완전히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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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Roto Clamp의 접촉범위:
직경 D3-60mm

설치된 상태(플랜지 포함)

RotoClamp Inside Standard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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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toClamp Inside 

» OPEN« 및 » CLOSE« 연결부에서 빨간색 플러그를 뽑습니다.

RotoClamp Inside Standard 설치를 위한 단계별 절차

공압 연결부가 식각면의 반대편이라면, I부터 IV까지의 단계 (5 페이지)를 선행 후 다음 설명대로
계속하십시오.

모든 RotoClamp Inside 장치가 평면 접촉 하우징면(일련 번호가없는 반대면)과 머쉰의 지정된 부
착면에 나사로 조여졌는지 확인 하십시오.

압축 공기를 » OPEN« 연결부에 연결하고 모델에 따라 정격 압력을 4 bar (+0.5 bar) 또는 6 bar
(+0.5 bar)로 설정하십시오.

로토 클램프를 설치할 때, 4 bar 와 6 bar 모델의 최대 작동 압력은 각각 4.5 bar 와 6.5 bar가 권
장됩니다.

참고 : Y 타입은 » OPEN« 과 » CLOSE« 에 각각 2개의 연결부가 있습니다.

RotoClamp Inside Standard는 작동 압력 없이 설치할 수 없습니다.

RotoClamp Inside Standard는 작동 압력이 4 bar (+0.5 bar) 또는 6 bar (+0.5 bar)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RotoClamp Inside Standard를 평평하게 위치시키고 정렬 한 다음, 올바르게 안착 할때까지 특
성 클래스 12.9의 나사를 손으로 조입니다. 반드시 12.9 나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조임 토크에
대해서는 표 1 (9 페이지)을 참조 하십시오.

KN
3



 

 

3. 4.

5.

6.

Operating instructions

공압을 제거 하면 시스템이 스스로 중심을 맞춥니다. 정의 된 최종 값으로 여러 번에 걸쳐 십자형
으로 진행하면서 계산 된 토크로 나사를 조입니다. 예 : 처음 20Nm, 그 다음 50Nm, 그 다음
70Nm.

작동 압력을 가하고 샤프트가 자유롭게 회전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설치 과정을 반
복 하십시오.

중요: 에어 옵션(부스터기능)이 추가 된 RotoClamp Inside - » CLOSE« 연결부에 압축 공기를 연
결하고 기밀 점검과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점검 하십시오.

탠덤 타입(2개의 로토 클램프)은 공기 통로, 조임 토크 및 그 순서를 고려하여 위 설명과 유사하게
설치합니다.

중요 : 다음과 같은 추가 단계는 식각면의 반대편에서 공기 공급을 요할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이 경
우 부품 세트를 별도로 주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6 페이지 참조).

반대편 방향에서 공압 공급을 위한 추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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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RotoClamp Inside 

설치 순서 :

RotoClamp Inside 용 설치 키트를 준비 하십시오. 빨간색 보호 캡을 RotoClamp Inside의 »
OPEN« 및 » CLOSE« 연결부에서 제거 하십시오.

N, L, Y 시리즈 - 식각면의 » OPEN« 연결부에서 넓적끝 (DIN EN 24766 M6 × 8)을 지닌 고정 나
사를 제거하고 식각되지 않은면의 » CLOSE« 연결부의 도색되지 않은 G1/8" 나사 플러그를 제거
하십시오. S series - M5 나사 플러그를 식각되지 않은 면의 » OPEN« 및 » CLOSE« 연결부에서
분리하십시오.

최초 설치시 그리고 제거시에 설치 킷 사용.

중요! : N / L 타입의 나사 플러그의 공압부 연결은 5.5 mm 이상 삽입해서는 안 됩니다. (6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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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nstallation kit for S types Installation kit for N, L and Y types
article no.: 10028159 article no.: 10026841
installation pin installation pin 
(St 37-2 as per drawing): 1 pce (St 37-2 as per drawing): 1 pce
O ring (70 Shore, 4 x 1.5): 2 pcs O ring (70 Shore, 12 x 1.5): 2 pcs
plug screw (M5 x 4): 3 pcs plug screw (G1/8" x 5): 3 pcs

Installation kit for XS types on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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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instructions

min 0.1 - max 0.4 mm

5.5 max.

<3.2

OPEN

Detail C Detail D

min 0.1 - max 0.4 mmmin 0.1 - max 0.4 mm

CLOSE

5.5 max.
5.5 max.

식각면의 "OPEN" 연결부에 있는 설치 핀을 나사로 조이고 필요한 경우 나사를 밀봉 하십시오. 설
치 핀(G1/8" 나사)을 식각면의 » OPEN« 연결부에 돌려서 고정한 후 알맞은 호스를 삽입 하십시
오.

RotoClamp Inside를 작동 압력(4 또는 6 bar)으로 가압 하십시오. RotoClamp Inside의 평면 접
촉부와 부착 영역 사이에 » OPEN« 및 » CLOSE« 연결부에 O링을 삽입 하십시오. 원하는 위치에
RotoClamp를 설치 한 다음 공기 공급을 차단하십시오. 그런 다음 공압 연결부와 설치 핀을 제거
하십시오. 빨간색으로 표시된 보호 나사로 » OPEN« 및 » CLOSE« 연결부를 밀봉 하십시오. 이제
반대편 방향에서 공압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RotoClamp를 제거하려면 다음 단계를 역순으로 수행 하십시오. 3 페이지의 1단계를 참조하여
설치를 계속 하십시오.

설치 자재 부속품 키트는 배송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주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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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toClamp Inside 

고정 및 클램핑 표면이 깨끗하고 평평한지 확인 하십시오.

RotoClamp Inside Active는 압축 공기가 없어도 OPEN되어 있으므로 압축 공기없이 샤프트에 삽
입 할 수 있습니다.

RotoClamp Inside Active가 지정된 부착 지점에 정렬후 감소된 토크로 제 위치에 고정 합니다.

RotoClamp Inside Active를 설치 한 후 RotoClamp가 샤프트에 중심을 맞출 때까지 공기 압력을
4 bar (+ 0.5 / -0.3 bar) 또는 6 bar (+ 0.5 / -0.3 bar) (» CLOSE« 연결부)로 올리십시오. 이 단
계는 회전 부분의 다른 각도의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뢰할수 있는 센터링을 위해서는 RotoClamp Inside의 외경에서 약 1mm의 레이디얼(반경방향)
클리어런스가 필요합니다. 로토클램프의 내경과 외경은 동심원이 아닙니다. RotoClamp Inside
Active의 식각면 반대편의 접촉면은 정밀한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RotoClamp Inside가 계획된 위치의 중심에 오면 고정 나사를 규정된 조임 토크(표 1, 9 페이
지)에 따라 2~3 회에 걸쳐 십자형으로 완전히 조입니다.

G1/8" 또는 M5 규격의 공압 연결부를 만들고, 공압 연결부 (RotoClamp Inside » CLOSE« 로 표
시 된)에 최대 4 bar (-0.3 bar)에서 6 bar (+0.5 bar) 압을 가하십시오. 클램프가 CLOSE 상태가
됩니다.

RotoClamp Inside Active (공압주입시 클램핑) 설치를 위한 단계별 절차

» OPEN« 및 » CLOSE« 연결부에서 빨간색 플러그를 뽑습니다.
모든 RotoClamp Inside Active 장치가 평면 접지 하우징면 (일련 번호가없는 반대면)과 함께 머
쉰의 접촉면에 나사로 조여 졌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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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otoClamp Inside Active의 설치



 

2.

4.

3.

Operating instructions

RotoClamp Inside Active는 공압주입 없이 설치가 됩니다.

RotoClamp Inside Active를 평평하게 위치시키고 정렬 한 다음, 올바르게 안착 할때까지 특성
클래스12.9의 나사를 손으로 조입니다. 반드시 12.9 나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공압을 가하면 시스템이 스스로 중심을 맞춥니다. 정의 된 최종 값으로 여러 번에 걸쳐 십자형으
로 진행하면서 계산 된 토크로 나사를 조입니다. 예 : 처음 20Nm, 그 다음 50Nm, 그 다음 70Nm.

작동 공압을 제거하고 샤프트가 자유롭게 회전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설치 과정을
반복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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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otoClamp Inside 

탠덤 타입(2개의 로토 클램프)은 공기 통로, 조임 토크 및 그 순서를 고려하여 위 설명과 유사하
게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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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의 조임토크

다음은 강철의 나사머리 지지대에 적용됩니다. 부드러운 재료의 연결 구조물(예: 알루미늄)에서 나사
체결 토크(특성 클래스 12.9)는 나사 베어링 표면 하부의 최대 전달력과 최대 표면 압력에 기초하여
별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권장 조임토크

표 1 (VOI 2230 참조, 비 체결)

참고 : 12.9 등급의 나사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물성 클래스는 클램핑 력 및 동작에 역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