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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공기 여과 시스템 안전 지침

경고: 이 안전 지침은 위험한 상황 및/또는 장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제공됩니다.

기계와 장비는 반드시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이 조작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 언급된 제품은 잘못 취급할 경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Renishaw 제품을 포함한 기계 또는 장비의 조립과 조작 및 유지보수는 관련 교육을 받고 경험이 있는 작업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설치, 정비 또는 수리 전 압축 공기 공급장치를 분리하고 시스템의 압력을 해제하십시오.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제품 및 기계/장비를 정비하거나 제거하지 마십시오. 구동 중인 물체가 떨어지거나 제어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한 후에만 기계/장비를 검사하고 
유지보수하십시오. 제품을 제거할 때에는 위에 설명된 대로 안전 조치를 이행했고 해당 전원이 차단되었는지 확인한 후 모든 제품 관련 주의 사항을 꼼꼼하게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기계/장비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예기치 않은 작동이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십시오.

배출구가 아랫 방향을 향하게 수직으로 설치하십시오. 폐수가 수거되어 현지 규제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배출구는 적절한 용기로 향해야 합니다.

주: 오작동할 수 있으므로 배출구가 수평 또는 윗방향으로 돌아간 채 사용하지 마십시오.

치수 및 공차(mm)

≤ 10 bar

≤ 1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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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제품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운반 중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어셈블리는 미리 패키징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패키지에서 꺼내 운송 중 손상되거나 느슨해진 구성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느슨해진 구성품은 다시 조입니다. 
구성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가까운 Renishaw 지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추가 장착 피팅 품목 10, 11, 12는 큰 상자 내부에 개별 상자에 담아 제공되며 설치에 필요한 배출구와 유입구에 적합하도록 품목 2 대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 설치되는 Renishaw 엔코더 수가 많을수록 필요한 공기 사용량이 많아집니다. 그에 맞게 배관 크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설치 및 셋업

2
2

10 11 12
치수 및 공차(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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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제품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운반 중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공기 방향을“ 1 ”(입력)과“ 2 ”(출력) 방향으로 유지하면서 공기 필터를 연결합니다. 배관의 오염물질이 제품 손상이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연결 전에 배관을 불어내거나 닦아내서 절삭 파편, 절삭유 및 고체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주: 어셈블리는 완성된 형태로 제공되며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분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반 중 손상된 부품이나 느슨해진 구성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느슨해진 구성품은 다시 
조입니다. 구성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가까운 Renishaw 지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경고: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압력 조절기 노브가 손상될 수 있으며 출력 압력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압력 조절기 노브를 당겨 잠금을 해제합니다. 노브 사이에 나타나는 ‘주황색 마크’를 사용해서 노브 잠금이 해제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합니다.

압력 조절기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출력 압력을 높입니다. 부착된 게이지에서 압력이 높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 압력을 줄이려면, 게이지 수치가 0으로 떨어질 때까지 노브를 완전히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후 필요한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압력을 높입니다.

압력 조절기 노브를 밀어서 잠급니다. 노브가 쉽게 잠기지 않으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조금씩 돌린 후 밀어줍니다. 노브가 잠겼는지 눈으로 확인합니다. 
잠기면 노브 사이의 ‘주황색 마크’가 사라집니다.

주: 출력 압력은 항상 입력 압력보다 작아야 합니다. 출력 압력에 도달하지 않으면 현장의 입력 압력을 확인합니다.

엔코더의 실제 압력이 조절기에 설정된 압력과 다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거리로 인해 배관 내에서 압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코더의 압력이 
너무 낮으면 조절기의 출력 압력을 더 높게 설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지점이 많으면 전체 압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여러 엔코더에 사용되는 
공기 공급 시스템에도 이 방법이 적용됩니다.

설치 및 셋업(계속)

7 bar(0.7 MPa)

(최소 4 bar / 최대 10 bar)

1 2

1 2

주황색 
마크

출력 압력 
높이기

출력 압력 
내리기

치수 및 공차(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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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서 압력 강하가 가능하도록 공기 압력을 조절하는 방법

긴 공기 파이프가 사용되거나 여러 엔코더가 하나의 공기 필터 어셈블리에 연결된 경우, 엔코더의 압력이 조절기의 압력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엔코더의 실제 압력을 확인하려면 압축 공기 피드를 끄고 공기 압력이 
해제되도록 합니다. 엔코더에 가장 가까운 연결(보통 스트레이트 피팅)을 제거하거나 엔코더 부근의 공기 라인을 잘라냅니다.

인라인 압력 게이지 어셈블리(A-9768-4409)를 스트레이트 피팅 위치 또는 절삭된 공기 라인 위치에 장착합니다.

압축 공기 공급장치를 켜고, 인라인 압력 게이지 어셈블리(A-9768-4409)가 0.1 MPa를 표시할 때까지 공기 필터 시스템 조절기를 조정합니다. 

주: 공기 필터 어셈블리에 있는 조절기의 출력 압력은 0.1 MPa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엔코더에서 0.1 MPa에 도달할 수 없으면 공기 라인에 누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조절이 끝나면 압축 공기 피드를 끄고 공기 압력이 해제되도록 합니다. 인라인 공기 압력 게이지 어셈블리(A-9768-4409)를 제거하고 스트레이트 피팅을 다시 장착합니다. 
Renishaw 관련 원터치 스트레이트 피팅(A-9768-4400)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설치 및 셋업(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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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연결 어댑터

공기 라인 크기를 작게 유지하면서 공기 공급장치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두 개의 어댑터가 제공됩니다. 어댑터는 항상 매끄러운 공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초크가 포함된 표준 공기 연결 피팅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공기 공급장치가 반대편에서 판독 헤드의 연결 지점으로 연결된 경우 보통 180도 공기 회전 어셈블리(A-9768-4416)가 FORTiS-N 엔코더에 사용됩니다.

범용 엘보(A-9768-4391)는 공기 공급장치를 90도 회전시키며 FORTiS-S 또는 FORTiS-N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엘보는 판독 헤드 또는 압축부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주: 공기 퍼지 장치는 판독 헤드 또는 압출부에 연결할 수 있으며, 둘 모두에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치 및 셋업(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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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터 소모품 교체 시 유지보수 공간이 필요합니다.

치수 및 공차(mm)
일반 크기 공기 필터 치수 도면

(10.6) (10.6)

6.5

43.284.8

245.8

흐름 방향

5.5

33

107

29.8 30

3.5

2

28

24

24
30

유지보수 공간 40 mm

(A-9768-4353)

M5 × 3.8 깊이 배수 포트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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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형 공기 필터 치수 도면
치수 및 공차(mm)

(10.6) (10.6)

6.5

43.2

84.8

202.6

5.5

33

107

29.8 30

3.5

2

28

24

24 30

흐름 방향

유지보수 공간 40 mm

(A-9768-4354)

M5 × 3.8 깊이 배수 포트

59.8

주: 필터 소모품 교체 시 유지보수 공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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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수지 보울에서 균열이나 결함 또는 기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손상된 경우에는 새 보울로 교체합니다. 수지 보울에 오염물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필요하면 중성 세제로 보울을 세척합니다. 오염이 과도하면 새 보울로 교체합니다.

엘리먼트는 2년마다 또는 초기 배출 압력 기준으로 압력 강하가 0.1 MPa에 도달하거나 엘리먼트가 파손된 
경우에 교체합니다.

유지보수

유지 보수를 시도하기 전에 압력이 꺼져 있고 
다운스트림이 배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테이지 1 필터(A-9768-4353 일반 크기 공기 필터 어셈블리만 해당)

1.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제품에서 분리해 보울 어셈블리를 해제합니다. 보울 어셈블리가 너무 
세게 조여져 있어 제거할 수 없으면 손으로 느슨하게 만들 수 있을 때까지 후크 스패너를 
사용합니다.

2. 디플렉터의 두 스냅 피트 간 바깥쪽 가장자리를 잡고 위로 당겨서 엘리먼트 어셈블리를 
분리합니다.

3. 배플을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서 엘리먼트를 분리합니다.

스테이지 2 / 3 필터
스테이지 1 필터

(A-9768-4353만 해당)

1 bar(0.1 MPa) 
이상의 초기 
설정에서 압력 강하

반대 순서로 재조립

1. 디플렉터에 엘리먼트를 부착하고 시계 방향으로 90° 돌려 제자리에 장착합니다.

2. 엘리먼트 어셈블리가 케이스 어셈블리에 부착된 상태에서, ‘톡’ 소리가 날 때까지 
디플렉터의 스냅 피트를 보울 어셈블리에 부착합니다.

3. 보울 어셈블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제품에 고정시킵니다. 2.2 Nm 토크까지 손으로 
조입니다.

경고: 항상 중성 세제를 사용하십시오. 다른 세제를 사용하면 보울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치수 및 공차(mm)

치수 및 공차(mm)

엘리먼트 어셈블리 디플렉터

스냅 피트 
(두 곳)

배플

엘리먼트

보울 어셈블리

스냅 피트 
(두 곳)

위로 당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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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 2 및 스테이지 3 필터

1.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제품에서 분리해 보울 어셈블리를 해제합니다. 보울 어셈블리가 너무 세게 
조여져 있어 제거할 수 없으면 손으로 느슨하게 만들 수 있을 때까지 후크 스패너를 사용합니다.

2. 엘리먼트를 제거하려면 7 mm 렌치로 엘리먼트를 잡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주: 일반 크기 공기 필터(A-9768-4353)에는 Renishaw 서비스 키트(Renishaw 품목 번호 A-9768-4385)
를 사용하고 축소형 공기 필터(A-9768-4354)에는 Renishaw 서비스 키트(Renishaw 품목 번호 
A-9768-4386)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지보수(계속)

반대 순서로 재조립

1. 스패너로 엘리먼트를 잡고 0.49 Nm(+/− 0.05 Nm)의 토크로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2. 보울 어셈블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제품에 고정시킵니다. 2.2 Nm 토크까지 손으로 
조입니다.

치수 및 공차(mm)

보울 어셈블리

엘리먼트 어셈블리



연락처 정보는 www.renishaw.co.kr/contact를 참조하십시오.

품목 번호: M-9768-9497-01-A
발행일: 12.2021

*M-9768-9497-01*
Renishaw plc. 영국과 웨일즈에 등록됨. 기업 번호: 1106260.
등록된 사무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즈센터1차 1314호

전화 +82 2 2108 2830
팩스 +82 2 2108 2835
전자 메일 korea@renishaw.com

www.renishaw.co.kr

Renishaw Korea Ltd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즈센터1차 1314호

https://www.renishaw.co.kr/contacts/ko/%EC%A0%84%EC%84%B8%EA%B3%84-%EC%97%B0%EB%9D%BD%EC%B2%98-%EC%A0%95%EB%B3%B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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