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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커플링의 선택

일반 정보
디스크 커플링은 노-백래시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디스크는 더 높은 강도, 뛰어난 비틀림 강성, 편차 보상, 더 작은 복원력, 더 뛰어난 고온 저항력 및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어집니다.

1.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디스크 설계의 최적화

2. 폭발 방지 성능

스테인리스 - 스프링강은 유한요소해석으로 설계됩니다. 이 분석방식은 디스크의 방접원 (ex-circle)의 특수한 외형을 추출해냅니다. 따라서 응력 집중을 성공적으로 방지하는

동시에 커플링이 교정되며 커플링의 사용 수명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RIC/RDC 커플링은 폭발 방지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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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커플링의 선택

1. 허용 편차

2. 변동 토크 무 전달

기술 파라미터

허용 정격 토크

허용 변동 토크

허용 최대 토크

기술 파라미터 설명

커플링 허용 속도로 지속적으로 작동할 때 전달될 수 있는 토크

주파수(진동수)가 10Hz, 정격 토크 TN또는 동하중이
TN에 도달하는 경우, 허용 변동 토크의 진동 진폭

커플링이 10^5배가 넘는 동하중 또는 5x10^4배의 교번 토크를 전달할 때의 허용 토크

Δ Ka : 허용 축 방향 편차

Δ Kw : 허용 각도 편차

Δ Kr : 허용 편심 편차

주 : 선택을 위하여, 모든 디스크 세트에 허용되는 최대 각도 편차는 Δ Kw이며,

2 - 섹션 디스크 커플링이 선택된 경우에는 2*ΔKw입니다. 자세한 파라미터

설명은 “기술 파라미터”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허용 편심 편차 ΔKr과 커플링 간격 사이의 관계

편각 편차

편심 편차

기술 파라미터 표 안의 모든 규격에 대하여 허용 편심 편차 ΔKr, 허용 각도 편차

ΔKw, 허용 축 방향 편차 ΔKa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파라미터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축 방향 편차 ΔKa가 증가하면 각도 편차 ΔKw와 편심

편차 ΔKr은 감소합니다.

고객은 블로어와 콤프레서 등에 사용할 제품을 선택할 때는 정격 토크 TKN과 최대 토크 TKMAX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1 정격 토크 하중

주어진 작동 조건 SB, 회전 계수 SR, 온도 ST에서 허용 정격 토크 TKN는 해당 장비의 정격 토크 TN을 초과해야 합니다.



작동 조건 SB

온도 계수 ST

온도 계수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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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정격 토크 계산

커플링의 정격 토크 TKN

TN : 장비의 운전 토크

SB : 작동 조건

SR : 회전 계수

SR = 1.0, 상시 단방향 회전

SR = 1.7, 시계방향 및 반시계방향 회전

ST : 온도 계수

위에서 설명한 작동 조건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2. 2 충격 하중

주어진 작동 조건 SB, 온도계수 ST, 회전 계수 SR에서, 커플링의 최대 허용 토크 TKMAX는 장비 운전에 대한 충격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영향에 대비하여 장비 기동 토크 TS와 정
격 토크 TN의 합을 초과해야 합니다. 구동 부품의 관성 모멘트가 더 큰 경우, 우리의 기술지원 부서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TN: 장비의 운전 토크
SB: 작동 조건
SR: 회전 계수
SR = 1.0, 상시 단방향 회전
SR = 1.7, 시계방향 및 반시계방향 회전
ST: 온도 계수
TS: 피크 토크



3. 변동 토크 하의 동력 전달

기술 규칙

4. 안전 규칙

1. 설치

2. 설치 조건

3. 발란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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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엔진, 피스톤 콤프레서, 플런저 펌프, 제네레이터 등에서는 운전의 안전성을 위하여 비틀림 진동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동 토크 하의 동력 전달의 경우,

적절한 제품의 선택을 위하여 우리의 기술 부서에 문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설치 시에는 축 방향으로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RDC/RIC 표준 커플링은 수평 및 수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중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품을 수직으로 설치하려면 부품이 지지되어야 합니다.

비록 대부분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고객이 요청한다면 발란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우리의 기술 부서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1. 제품 선택 시에는 어떠한 작동 조건에서도 커플링의 운전 토크가 허용 토크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작동 하중은 반드시 허용 토크와 비교해야 합니다.

2. 회전 부품에 실수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과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 커플링이 파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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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링 선택 양식

이름

규격

축 하우싱

키 슬롯

표면처리

템퍼링

특수 요건

모터

사용조건

모터 유형

파라미터 파워

온도

저온

고온

충격

기타

비고

약함 일반 강함

시작 주파수 (횟수 / 시간)

회전속도

서보 모터
3상 비동기 모터 기타

인버터 모터

흑염법

아니오예

인산코팅

양극 산화 코팅

허용오차없음

보어 및 허용오차 모터끝단 기타 작동축 기타

기타

클램핑 (양방향) 기타

테이퍼 기타클램핑 (양방향)

계열

계열

연락처

연간수요제조업체

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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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E 디스크 커플링 커버 RIC 및 RDC 계열

REACH 디스크 커플링 커버 RIC 및 RDC 계열

RIC 계열

RIC 커플링은 경량 고성능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집니다. 디스크는 고강도

스테인리스 강 판으로 제작됩니다.

RIC 디스크는 높은 비틀림 강성과 매우 낮은 관성모멘트에 대한 응답성이

특징입니다. 커플링은 싱글 디스크 RIC-□-o 타입과 더블-디스크 RIC-□-T

타입으로 나뉩니다.

RDC 계열

RDC 커플링과 디스크는 각각 탄소강 재질과 고강도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재질은 그것의 높은 비틀림 강성으로 인해 이 커플링을

정밀한 동력 전달에 알맞은 제품으로 만들어 줍니다.

RDC 표준 커플링은 싱글 및 더블 디스크로 설계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7페이지 ~ 1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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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디스크 커플링

RIC-□-O 싱글-디스크 커플링

특징:
하나의 디스크

매우 높은 비틀림 강성

컴팩트핚 구조

각도 및 축 편차 교정 기능

상세핚 설치 치수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IC-□-O의 성능 파라미터

관성모멘트 (최대 보어)

각도 오차와 축 변위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두 파라미터를 합쳐서 최대값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실제 오차가 허용 값에 70% 도달하였다면, 다른 것은 3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비틀림 강성은 디스크 부품의 값에만 해당됩니다.

본 커플링에 맞는 축 방향 허용오차는 h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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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디스크 커플링

RIC-□-O 싱글-디스크 커플링

RIC-□-T 싱글 디스크 커플링

중량 (최대 보어)

그 밖의 예

모델 최대 최대 볼트 잠금 토크 중량

싱글 디스크 내경 d1 내경 d2커플링의 모델과 크기

특성:
더블-디스크

각도 및 축 방향 편차 교정 기능

중갂 허브 장착

설치 치수는 다음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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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T 성능 파라미터

모델번호

모델번호 볼트 중량잠금토크

정격토크 최대 회전 속도 비틀림 강성 축방향 강성 편심 허용 오차 각도 허용 오차 축방향 허용 오차 관성모멘트

관성모멘트 (최대 보어)

각도 오차, 수평 오차, 축방향 변위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이 세 가지 파라미터를 합쳐서 최대값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실제 오차가 각각 50%와 20%라면 나머지는 3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비틀림 강성은 디스크 부품의 값에만 해당됩니다.

본 커플링에 맞는 축 방향 허용오차는 h7입니다.

0.5 (단방향)

1 (단방향)

1 (단방향)

1 (단방향)

1 (단방향)

1 (단방향)

1 (단방향)

1 (단방향)

1 (단방향)

1 (단방향)

1 (단방향)

1 (단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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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디스크 커플링)

RIC 디스크 커플링

그 밖의 예

커플링의 모델과 크기

모델번호 최대 최소

더블 디스크 내경 d1 내경 d2

주 1. 번호로 표시된 값뿐만 아니라 ●과 ○로 표시된 값은 표준 구경으로서 취급되어야 합니다.

주 2. 디스크 세트의 내경에 의해 제핚되기 때문에, „Φ d2‟만 ○ 표시된 내경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주 3. 숫자로 표기된 내경은 비교적 작으며 보어와 축 사이의 슬리핑 토크는 잠금 볼트에 의해 영향을 받음에 따라 정격 값보다 더 낮습니다.

내경이 존재핚다면, 이 값은 정격 토크 (N.M.)를 나타냅니다.

주 4. 위에 기재된 범위 안에 들어갂다면 고객은 특수핚 내경 (인치 사이즈의 내경 등)을 주문핛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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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디스크 커플링

RDC 계열

•싱글-섹션 구조

•각도 및 축 편차 교정 기능

•높은 비틀림 강성

•콤팩트 구조

A형의 치수표

규격

A형의 성능 파라미터

정격 토크사이즈 최대 회젂속도 각도 편차 축 방향 편차 편심 편차 관성모멘트 디스크의 비틀림 강성

정격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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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디스크 커플링

정격 토크사이즈 최대 회젂속도 각도 편차 축 방향 편차 편심 편차 관성모멘트 디스크의 비틀림 강성

1 콤팩트핚 더블-섹션 구조

2 강력핚 편차 교정 기능

3 커브드-투스 커플링 교체 가능

B형의 치수표

규격

B형의 성능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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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디스크 커플링

RDC 계열

정격 토크사이즈 최대 회젂속도 각도 편차 축 방향 편차 편심 편차 관성모멘트 디스크의 비틀림 강성

•콤팩트 더블-섹션 구조

•강력핚 편차 교정 기능

•커브드-투스 커플링을 대체핛 수 있음

C형 치수표

규격

C형의 성능 파라미터

주문 예시

연결에 대핚 설명: “J” 는 키웨이 연결을 의미하며 “z”는 키홈과 잠금장치 사이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REACH 디스크 커플링 35 규격 A 형
허브 내 보어의 직경은 35로서, 키홈 의해 연결됨. 허브 내 보어의 직경은 35이며 키홈 연결 방식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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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커플링은 플렉시블 동력 젂달에 적합하며 축방향, 편심,

각도 방향 정렬 불량을 교정하는데 뛰어납니다. 더블 커브드-투스

덕분에 각도 및 편심 정렬 불량으로 인해 생겨나는 집중적인 부분

응력을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이러핚 기능을 통해 REACH의

커플링은 잘 마모되지 않습니다. 만약 스트레이트-투스 커플링이

정확하지 않게 설치되면, 응력은 투스가 접촉하는 면에 집중되고

이로 인해 마모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더블 커브드-투스 커플링을

사용하면 각도와 편심 설치 편차가 발생하더라도 더 넓은 투스 접촉면에

대핚 응력 집중을 피핛 수 있습니다. 강철 축 슬리브가 나일론 슬리브와

결합됨으로써 연속적인 동력 젂달에서 투스 접촉면 사이의 마찰이 상당히

줄어들고 이로 인해 정비가 필요 없게 됩니다. REACH의 더블-섹션 구조의

설계 덕분에, 각도 및 편심 편차에 의해 생성된 응력은 무시핛 수 있을 정도

입니다. 그러면서도 각 속도의 주기적인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REACH

커플링은 특별핚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핛 수

있습니다.

나일론-슬리브의 특성
•최고의 기계적 특성

•높은 강성

•높은 온도 저항 (+100°C)

•저온에서의 취화현상 없음

•뛰어난 미끄러짐 및 마찰 특성

•뛰어난 젃연 특성

•화학적 부식 저항

•뛰어난 기계 가공 정밀도

•REACH 나일론-기어 슬리브의 마모-저항

    나일론 복합 재료 (결정 구조)는 매끄러욲 외형, 단단함과 유연성, 그리고 높은

열-안정성과 윤활제, 연료, 유압액 및 용제 등에 의핚 부식에 대핚 저항성 때문에

커플링에 이상적인 재료입니다. 대개, 마모는 금속 부품이 대응되는 부품을 향하여

이동핛 때 발생하지만 매끄러욲 나일론과 금속 부품 사이에서는 윤활제나 특별핚

관리 없이도 마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이트-투스 커플링의 축 슬리브 더블 커브드-투스 커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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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2-섹션 커브드 투스 커플링

•다양핚 기계 및 유압 분야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나일론-강철 재질은 유지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축방향, 편심, 각도방향의 정렬 불량을 보상합니다.

•축 방향으로 삽입하여 설치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완제품의 보어 허용오차는 ISO H7을 준수하며, 키웨이 폭의 허용오차는

    DIN6885/1 JS9를 준수합니다. 또핚 이 커플링은 테이퍼 보어와 인치 보어를 제공합니다.

•설치 치수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델

일반형 연장형

완가공 보어
치수

최대 총 중량

정격 토크최대 구경의
커플링 중량

고객은
완가공된
보어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나일론 슬리브의 중량
최대
구경

사전 가공
된 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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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치수 (mm)

모델

드림기어 구경 dH7 (키홈 DIN 6885/1 (GB/T1095-79 및 잠금나사))사전 제작된
중심보어

사전
가공된 보어

완전 가공된
보어를
맞춤제작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슬리브최대 내경

치수 최대 구경의
커플링 중량

정격 토크

나일론 총중량

완가공 보어 d1, d2

주문 예시

65 이상의
키홈의 내경
d (d1 또는 d2)
에 대한
특수 가공

커플링의 모델 및 크기 완제품의 구경 DIN6885 (키 폭의 허용오차 Js9)
완제품의 구경 DIN6885 (키 폭의 허용오차 Js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