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워록 KE 시리즈 무전해 니켈 도금 사양(KP) 

취급설명서 
안전 주의 사항 

 

●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취급설명서와 기타 부속서류를 모두 숙독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기기의 지식, 

안전상의 정보, 주의 사항을 모두 숙지한 후에 사용해 주십시오. 다 읽은 후에는 사용자가 언제든 볼 수 있는 

곳에 반드시 보관해 주십시오. 
● 이 취급설명서에는 안전 주의 사항의 등급을 “ 경고” , “ 주의” 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 로 표시된 사항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경고 

(전반) 

• 인원수송용 장치에 사용할 경우에는 장치 측에 안전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 승강 장치에 사용할 경우에는 장치 측에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승강 낙하로 인한 

인신사고와 장치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 노동안전위생규칙 제 2편 제 1장 제 1절의 일반기준을 엄수해 주십시오. 

주의 

(제품 수령 시) 

• 물품이 주문한 대로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잘못된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 부상 및 장치 파손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부착) 

• 반드시 토크 렌치를 사용하여, 본 취급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체결 요령과 최종 체결 토크를 지키면서 부착해 

주십시오. 손으로 체결하는 작업은 부정확하여 파워록의 어긋남과 변형 등의 사고 원인이 됩니다. 

• 본 시리즈 파워록은 부착 시에 축과 보스 내면 등 파워록의 체결부에 윤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본 제품에 부속된 볼트 이외의 것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볼트의 파손 등,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 파워록을 축과 보스에 삽입할 때에는 해머 등으로 절대로 강타하지 마십시오. 파워록이 변형되거나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탈착) 

• 보스와 축에 토크와 스러스트 하중 등이 걸렸을 경우, 파워록의 체결 볼트를 풀면, 순간적으로 록이 해제되어 

회전하거나 튀어 나가는 원인이 됩니다. 보스 및 축에 토크와 스러스트 등이 걸려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탈착해 주십시오. 

• 특히 승강 장치에 사용할 경우에는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파워록의 체결 볼트를 풀지 마십시오. 

낙하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재사용에 대해) 

• 재사용 시에는 파워록의 각 부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조립해 주십시오. 

• 제품에는 제품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 보시고, 정확히 사용해 주십시오. 

•  승강 낙하로 인한 인신사고와 장치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 취급설명서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고객께서 소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고 

주의 

： 취급을 잘못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 취급을 잘못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여, 중간 정도의 장해와 경상을 입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및 물적 손해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  



언제나 후원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워록 KE 시리즈 무전해 니켈 도금 사양은 키를 사용하지 않고 축과 보스를 강력하게 체결하는 

기계요소입니다.  단지 체결 볼트를 체결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전달 

토크는 축과 보스의 체결면에 작용하는 접촉압과 마찰에 의해 결정되므로, 부착할 때에는 

부착면의 상태와 체결 볼트의 올바른 체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취급설명서를 숙독한 후에 올바르게 부착 및 탈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착 

1. 보스 내면, 축 표면의 이물질을 닦아 주십시오. 

2. 파워록의 체결 볼트를 분리하고, 보스와 축처럼 접촉면을 닦아 주십시오. 

 체결 볼트에는 윤활 효과가 있는 DISGO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오일 그리스를 도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다음으로, 파워록을 가조립해 주십시오.  

가조립할 때, 이너링의 탈착용 나사 구멍의 

위치에 주의해 주십시오. (그림 1 참조) 

 

4. 가조립 후, 보스를 축에 삽입하고 파워록 

체결 볼트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조인 

상태에서 칼라 부분이 보스 단면에 밀착할 

때까지 손으로 눌러 주십시오.  잘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체결 볼트를 조금 

풀어 주십시오. 

해머 등으로 절대로 두드리지 마십시오. 

 

5.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한 후, 보스와 축의 

상대 위치(원주상, 축선상)를 정하고, 토크 

렌치 눈금을 체결 토크 MA(체결 토크 

MA는 표 1을 참조)의 1/4 정도에 맞추고, 

체결 볼트를 거의 대각선상에서 차례대로 

체결해 주십시오. (그림 2, 3 참조) 

6. 체결 토크를 MA의 1/2 정도로 올리고, 5)항과 같은 순서로 체결해 주십시오. 

 

7. 체결 토크를 MA로 하고 5)항과 같은 순서로 체결해 주십시오. 

8. 마지막으로 점검 차원에서 MA 의 체결 토크로 모든 체결 볼트를 체결하고 균등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론 시계 방향 순서로 모든 볼트가 MA의 체결 토크에서 

회전하지 않을 때까지 균등하게 체결해 주십시오. 

 

 

그림 3  볼트의 체결 순서 예 

토크 렌치 

그림 2  부착 

보스 

축 

그림 1 부품 명칭 

탈착용 나사 구멍 

1: 이너링 

2: 아우터링 

3: 체결 볼트 



 

표 1 체결 볼트 사이즈와 체결 토크 MA 

파워록 

축 지름 
체결 

볼트 사이즈 

체결 볼트 MA 

Ｎ・ｍ   ｛ｋｇｆ・ｍ｝ 

φ ５～φ ６ Ｍ ３ １．８６   ｛０．１９｝ 

φ ８～φ １９ Ｍ ４ ４．８０   ｛０．４９｝ 

φ ２０～φ ３２ Ｍ ５ ９．８０   ｛ １．０｝ 

φ ３５～φ ６５ Ｍ ６ １６．７   ｛ １．７｝ 

φ ７０～φ ８５ Ｍ ８ ４０．２   ｛ ４．１｝ 

φ ９０～φ １００ Ｍ１０ ８１．３   ｛ ８．３｝ 

 

■탈착 

1. 보스와 축 등에 토크 및 스러스트 하중 등이 작용하지 않은지 확인해 주십시오. 

특히 보스, 축의 자체 무게가 클 경우와 체인 등이 걸려 있을 경우에는 탈착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 하중을 제거한 후에 파워록을 탈착해 주십시오.  

 체결 볼트를 풀면, 순간적으로 록이 해제되어 장치가 회전하거나 튀어 나가는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2. 1)항을 확인한 후, 차례대로 체결 볼트를 

풀어주십시오.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몇 번에 나누어서 천천히 

풀어냅니다. 

 

3. 모든 볼트를 풀어도 체결 상태인 채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탈착용 나사 

구멍(그림 1)에 볼트를 넣어서 조여 나가면 

록이 풀리게 됩니다. (그림 4 참조) 
 

일반 주의 사항 

1. 윤활유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체결 볼트 체결에는 반드시 토크 렌치를 사용해 주십시오.  토크 조정 눈금이 없는 렌치와 

육각봉 스패너 등을 사용해 손으로 체결하는 것은 부정확 및 트러블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체결 볼트는 본 제품에 부속된 볼트 이외의 것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분실 및 교체 

등으로 새로운 볼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판매점 또는 당사 CS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4. 체결 볼트의 재사용 시에는 볼트 선단부에 변형이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변형된 채 

억지로 끼우면, 암나사를 손상하는 원인이 됩니다.  나사부의 변형이 확인되었다면 새로운 

볼트로 교체하십시오. 

5.  토크 조정 눈금이 없는 렌치와 육각봉 스패너 등을 사용해 손으로 체결하는 것은 부정확 및 

트러블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소정의 전달 토크 Mt 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균등한 체결이 필요합니다. 
 

 

 

 

육각봉 스패너 

그림 4  탈착 



오카야마공장 우 708-1205 오카야마현 쓰야마시 니노히가시 1515 

고객 문의 창구 TEL (0120) 251-602 FAX (0120) 251-603 

 

■보증 

1． 무상보증기간 

공장 출하 후 18 개월 간 또는 사용개시 후(고객의 장치에 당사 제품의 장착이 완료되었을 때부터 

기산합니다) 12개월 간의 기간 중 짧은 기간이 당사의 무상보증기간이 됩니다.     

2． 보증 범위 

무상보증 기간에 고객 측에서 취급설명서에 준거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설치, 사용, 보수관리하였을 

경우에 당사 제품에서 발생한 고장은 당사 제품을 당사에 반납해 주시면 그 고장 부분의 교환 또는 

수리를 무상으로 실시합니다. 

단, 무상보증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고객에게 납품한 당사 제품 단품에 대한 것이며, 이하의 비용은 

보증범위 외에 해당합니다. 

(1) 고객의 장치에서 당사 제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기 위해 탈착하거나 부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또는 그것에 부대되는 공사비용. 

(2) 고객의 장치를 고객이 수리 공장 등으로 운송할 때 필요한 비용. 

(3) 고장과 수리로 인해 발생하는 고객의 일실이익 및 기타 확대손해액 

3． 유상보증 

무상보증기간 중일지라도 아래의 항목이 원인이 되어 당사 제품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유상으로 조사나 수리를 합니다. 

(1) 고객이 취급설명서대로 당사 제품을 올바르게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2) 고객의 보수관리가 불충분하여 올바르게 취급하지 않았을 경우. 

(3) 당사 제품과 다른 장치와의 연결로 문제가 발생하여 고장 난 경우. 

(4) 고객 측에서 개조를 하는 등 당사 제품의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5) 당사 또는 당사 지정 공장 이외에서 수리했을 경우. 

(6) 취급설명서에 따른 올바른 운전 환경 이외에서 당사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 

(7) 재해 등의 불가항력 또는 제삼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장이 난 경우. 

(8) 고객의 장치의 문제가 원인이 되어, 당사 제품에 이차적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9) 고객이 지급하여 조립한 부품이나 고객의 지정하여 사용한 

 부품 등이 원인이 되어 고장이 났을 경우 

(10) 고객 측의 배선 문제와 파라미터 설정 잘못으로 고장이 났을 경우. 

(11) 사용 조건에 따라 정상적인 제품 수명에 달한 경우. 

(12) 기타 당사의 책임 이외의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4． 당사 기술자의 파견 

당사 제품의 조사, 조정, 시운전 등을 위한 기술자 파견 등의 서비스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DKP1005.04TS 

 

취급설명서 전반에 관한 문의는 고객 문의 창구를 이용해 주십시오. 
 

당사 영업소, 출장소의 주소 및 전화번호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TSUBAKIMOTO CHAIN CO. 

01.10.17 발행 

©TSUBAKIMOTO CHAIN 

 

홈페이지 주소：http://www.tsubakimo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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