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k Coupling
1: 특징

BMDC32C10-12

double disk type

BMDC32A10-10

single disk type

디스크 카플링은 서로닿거나 마찰진동부분이 없으므로 윤활유가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소음 진동이 작고 특히 마모가없어 에너지 손실이 낮으며 분위기가 매우 청결합니다
또한 정밀 카플링의 필수 조건인 backlash가 없고 크기대비 high torque 의 동력을 전달할수
있으며 비틀림 강성이 커서 서브모타 동력 전달용으로 아주 적합한 카플링 입니다
디스크 카플링의 구조의 핵심은 element 에 있습니다
형상은 사각형이며 sus 304 재질의 스프링판을 전달 토르크에 대응하여 한장 또는 여러장을
적층한것입니다
허용되는 편각은 1도에서2도까지 수용 됩니다
디스크 카플링은 정확한 setting으로 초기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아주 긴 수명을 유지할수가
있으며 매우 쾌적하게 시스템에 적을 할수 가 있습니다

Disk Coupling
2: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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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토오크
Kw = 전달 동력
Hp = 전달마력
N = 회전수
S.F = 안전계수

- 위식에 의거 설계 토오크를 산출한다
- 스페이스(공간) 길이를 결정한후 가장 적합한 형식을 선정한다
- 다음의 조건을 확인 한다
공간의 제약
축경의 최대
축의 유동을
모타의 적정

관계를 확인 한다
축경 범위내에 있는지 확인 한다
확인 한다
회전수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single disk type
BMDC32A10-10

BM6000

BM1200

BM6000

큰 연직(Radial Load) 하중을 허용하며 세개의 베어링이 지지될 경우에 적합 합니다
편각과 축 의 유동오차을 흡수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직선로보트 와 같이 볼스큐류와 서브 모타를
백레쉬 없이 연결할경우 사용 됩니다
**싱글타입의 카플링을 편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double disk type
BMDC32C10-12

BM6000

BM6000

0006MB

0006MB

각축에 2개의 베어링이 지지될 경우에 사용되며 편심 편각및 축의 유동 오차를 흡수합니다
지지되는 베어링은 커플링의 허브에 대해서 적절한 거리내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Disk Coupling

3: 취부(엘레멘트 분리형)

- 축 및 카플링의 내경을 조사하여 이물질이 없음을 확인한다

BM6000

BM6000

0006MB

0006MB

- 편각을 확인한다
1. 다이얼 게이지를 한축에 고정하고 그 허브를 회전시켜 다이얼 게이지의 최소 수치를 읽고
제로에 (0) 맞춘다
2. 다시 다이얼 게이지측의 허브를 360도 회전시켜 다이얼게이지의 흔들림을 읽어 최소가 될때
까지 조정한다

BM6000

BM6000

0006MB

0006MB

- 편심을 확인한다
1. 디스크 카플링의 약점은 편심 허용량이 극히 작습니다
해서 두축의 편심량을 최소로 해주셔야 카플링의 기대수명을 향상시킬수 있습니다
2. 방법은 구동축의 허브에 다이얼 게이지를 고정하고 구동축을 서서히 회전시키면서피동축
허브의 외경다이얼게이지의 수치를 체크합니다
3. 브라겟이나 써포트 유닛을 움직이거나 얇은 심을 이용하여 게이지의 눈금을 확인해가며
최대한 정밀하게 맞추어 줍니다

Disk Coupling

4: 취부(조립 완성품)

제품의 좌우 내경의 동심도는 전용지그를 이용해서 조립되어 있으므로 고정밀도가 확보되어
납품 됩니다 만일 제품에 강한 충격을 가하거나 규정치를 넘어가는 부하가 걸리거나하면 제품의
조립정밀도가 유지되지 않아 사용중에 파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 취급시에는 충분히
주의하십시오
-- 크램핑 볼트가 풀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축및 커플링의 내경의 먼지 이물 기름 을 제거
하십시오 (기름은 걸래등으로 잘 닦아 내거나 필요에 따라 탈지작업을 실시 하십시오)
-- 축에 카플링을 삽입할때 엘레먼트 부분이 압축 인장등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
하십 시오 특히 모터에 카플링을 설치한 다음에 상대방 축에 커플링을 삽입할경우는 과대한
압축력이 가해지는 경우 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삽입하셔야 합니다
--2개의 크램프 볼트를 푼 상태에서 커플링이 축방향 및 회전방향으로 가볍게 움직이는지
확인 하십시오
카플링의 내경은 H7급으로 가공되어 있으므로 흔들림이 없으면서도 가볍게 닿아서 움직인다는
느낌이 오도록 조립되어져야 합니다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2축의 중심축 조정을 다시 실시 하여원활해질때까지
조정하여주십시오
이방법은 좌우의 동심도를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확인
방법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계부품의 정밀도 관리 기타 측정 방법을 이용해서 설치
정밀도를 확인 하십시오
축 방향
BMDC42C10-10

회전 방향

축 방향으로 압축 인장등 힘이 작용되있는지 확인 한 후에 크램프 허브의 총길이가
양축 축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크램프 볼트를 정해진 토크로 체부 하십시오
크램프 볼트 잠금 토크는 아래도표에 의거 적정 체부 토크 일람을 참조 하십시오

품명

크램프 볼트

잠금토크(N.m)

DC 25

M 2.6

1.0

DC 32

M3

1.5

DC 42

M4

3.4

DC 48

M5

7.0

DC 54

M6

14.0

DC 68

M6

14.0

Disk Coupling
5: 파손및 수명

- 카플링에 파손부위 엘리먼트
재질: SUS 304
형태: 사각형에 얇은 스프링 판
기능: 카플링의 양쪽 허브사이에서 두축의 편심 편각 축방향 또는 회전 방향으로 미세하게
변위되어진 틀어짐을 흡수하면서 수축. 탄성. 이완 등의 피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모타의 회전 토오크 를 부하측에 전달한다
편심
편각

축 변위

- 축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편심및 편각이 발생한다
열변동 베어링 마모 진동 채결의 흐트러짐 등으로 인하여 축정렬이 정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커플링에 과부하가 발생하며 편심 응력을 흡수할 여력이 없어져 기대한 운전 수명을 갖지
못하게 된다
위 그림은 편심및 편각 축의 유동오차변위를 구분해서 도시한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모든 변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 모타의 발진과 공진
** 서브모타의 발진 현상은 주로 반송나사 시스템전체의 고유진동수와 전기제어계의 문제에
기인 합니다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커플링 및 반송나사 부분의 비틀림강성 관성등 시스템 전체의
조정이 필요하며 설계단계부터의 재검토가 필요할수도 있으며
서브모터에 있어서의 전기적 제어의 튜닝기능 (필터링)과 개인 조정으로 발진 현상을
회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스테핑 모타의 공진 현상은 스텝핑 모타의 진동 주파수와 시스템 전체의 비틀림 고유
진동수로 인하여 어떤 특정사용 회전 속도 역에서 발생되는 현상 입니다
공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공진 회전 속도를 아예피하거나 비틀림 고유 진동수를
설계단계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카플링에 걸리는 부하
피동축에 걸리는 피크로드는 기계이 오작동에 의한 충돌
피동축에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 이물질 유입 불충분한 윤활 열변형으로 인한 낌현상
순간적인 설계치 이상으로 상승된 과부하
피동측에서 역으로 걸리는 관성 등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관리를 해주어야만 기대 수명을 높일수 있습니다
어떤원인 이발생되면 초기의 정밀하게 조립된 정도가 흐트러지고 단기간사용에도 카플링이
파손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