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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탈착기 록킹 클램프 전면 플렌지 오링 교체 방법.
1. 록킹 클램프 실린더.
① 실린더 양쪽의 스넵링과 와셔을 분리한다.
② 두개의 8mm 에어 호스를 분리한다.

2. 록킹 클램프 전면 플렌지 오링
☞ 교체 할 록킹 클램프 전면 플렌지 오링

( 에어 호스를 먼저 누른 후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
닛뿔의 끝을 누른 후 에어 호스를 잡아 당겨 분리한다. )

3. 육각 렌치를 이용 4개의 실린더 고정
트를 분리한다.

4. * 주 의 *
볼트 분리 후 전면 플렌지를 샤프트
홀이 파인 쪽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오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5. 샤프트 홈이 파인 부분을 큰 드라이버로

6.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화살표 방향으로

고정 후 19mm 렌치로 고무 피스톤 고정

부품을 너트, 고무 피스톤, 전면 플렌지

너트를 풀러 고무 피스톤을 분리합니다.

순으로 분리하십시오.

7. 작은 일자드라이버를 이용 중앙 홀 끝의

8. C링 분리 완성

홈에 삽입 후 C 링을 분리합니다.

9. 전면 플렌지 오링의 안착 자리 홀을 깨끗
히 청소 후 홀과 교체할 오링에 그리스를

10. 오링의 내측과 외측에 적당히 그리스
도포.

도포해 주십시오.

11. 전면 플렌지에 오링을 삽입합니다.

13. 다음과 같이 샤프트 나사선이있는 방향으로
전면 플렌지를 삽입하여 주십시오!

12. C링을 삽입하여 오링을 고정합니다.
- 주의 C링이 고정 홈에 잘 위치하도록 하시고,
곡 확인해 주십니오! 이탈될 수 있습니다.

14 . -주의나선 방향이 아닌 반대 샤프트 홀의 방향으로
삽입 시 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15. 샤프트 홀에 일자드라이버 삽입 후 고무
피스톤을 삽입 너트로 완전 고정합니다.

17. 다음과 같이 샤프트 나사선이있는 방향으로
전면 플렌지를 삽입하여 주십시오!

19. 샤프트 홀에 일자드라이버 삽입 후 고무
피스톤을 삽입 너트로 완전 고정합니다.

21. 조립된 샤프트와 피스톤을 실린더에
삽입합니다.

16. 피소톤에 그리스를 도포하여 주십니오.

18 . -주의나선 방향이 아닌 반대 샤프트 홀의 방향으로
삽입 시 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20. 피소톤에 그리스를 도포하여 주십니오.

22. 4개의 볼트를 고정합니다. - 주의 표시된 에너 닛뿔의 위치를 확인 후 전면
전면 플렌지를 조립하십시오!
에어닛뿔의 위치는 양쪽 끝이 하단 6시 방향
에 위치합니다.

23. 4개의 볼트로 전면 플렌지를 고정합니다.

24. 실린더를 제품에 장착합니다.
① 와셔 삽입 후 스넵링으로 고정.
② 에어 호스 닛뿔에 삽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