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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E 표준 계열 REACH 죠 커플링

특징

장점

작고 콤팩트한 구조, 가벼운 무게, 뛰어난 트랜스미션 토크가 조합되어 품질과 안정성의 측면에서 기계적 특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동력 기계의 균일하지 않은 작동으로

부터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합니다. 기계의 기능을 보호하고 동작 중에 나타나는 진동과 충격을 저감시키며 축 방향/편심/각도상의 설치 및 그 편차를 보정합니다.

우리는 오랜 연구개발 끝에 국내외의 업계 리더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량 생산을 실현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금속 부품과 엘레멘트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독일 품질 규격을 통과한 TPU를

도입하였습니다. 폭발 방지 인증을 통과하였습니다. 토크가 일시적으로 최대 수준의 50%를

초과할 때의 전달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고온과 저온에서 수명 테스트를 통과하였으며 부하가

최대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서비스 수명을 보장합니다. 테스트벤치의 적용이 향상되었습니다.

커플링의 연결 방식: 클램핑, 테이퍼, 키ㆍ고정나사 타입

종류: 백래시가 있는 커플링 (GR) 백래시가 없는 커플링 (GS)

응용: 범용 동력전달 (GR) 산업 및 정밀 동력전달 및 위치결정 (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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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코팅

60

표준형 : A, B, C                                                            플랜지 커플링 : FA, FB, FC, FD, FE, FF

  

커플링, 싱글-클램핑 : DK                                           테이퍼 커플링 :  ZT                                     브레이킹 커플링 : ZD

커플링, 더블-클램핑 : KC                                            2 - 섹션 커플링 : SJ

기능 – 교정 및 파라미터

축 방향 편차 편심 편차 각도 편차

n = 1500 rpm/시간

64SHD 엘레멘트에 의한 교정



조립 치수

RGE 표준 계열 REACH 죠 커플링

커플링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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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토크의 계산

기동 토크에 의한 부하의 검사 및 확인

MA: 모터 끝 단의 관성모멘트

온도계수 St

시작 주파수 계수 (Sz)

주파수 횟수/ 시간(h)

순간 부하 계수

기동토크계수 (SA/SL)

적음

일반

큼
위에 언급된 파라미터를 주의 깊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선택된 커플링에 대하여 최대 토크 Tmax는 Tkmax를 초과해야 합니다.



RGE 표준 계열 REACH 죠 커플링

62

엘레멘트 파라미터

엘레멘트

모델

토크
비틀림 각

정격             최대             교번 정격             최대             교번 정격             최대             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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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기본형 죠 커플링 – 라운드 홀

규격 재료

부품
번호

예비구멍
(보링되지
않음)

라운드 홀 구경의 허용오차 (mm) : 키 DIN6885/1(JS9), 고정 나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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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E 표준 계열 REACH 죠 커플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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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및 유압 환경 등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폴리우레탄과 함께 강철을 사용하여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차에 대해 완충 및 진동을 흡수하여 보상합니다.
더 뛰어난 절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 방향으로 삽입함으로써 설치가 더 쉽습니다.
구경 허용오차 : ISO H7, 키홈 허용오차 : DIN6885/1 Js9
옵션으로서 테이퍼 및 인치 보어가 설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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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특별히 재료를 요구하지 않은 주문의 경우, 38~90의 규격에 대해서는 HT250, 100~180의 규격에 대해서는 QT400을 계산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주: 구경 Dh7 (키홈 DIN6885/1 (GB/T1095-79) JS9 및 고정 나사 (GB77-85); 125 이상의 규격의 경우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정 나사를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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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E 범용 계열 REACH 5점형 엘레멘트 죠 커플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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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시의 매우 큰 편차를 보상

3파트의 2섹션으로 이루어진 구조

진동 완화를 통해 소음 저감

더욱 뛰어난 절연 특성 편차에 따른 복원력이 매우 작음

인접 부품들(베어링과 씰링 부품 등)의 긴 사용 수명 구경 허용오차: ISO H7; 키홈 허용오차: N6885/1 Js9

옵션으로서 테이퍼 & 인치 보어 설계

표준형
참조

주: 구경이 Dh7인 제품 (키홈 DIN 6885/1 (GB/T1095-79) 및 고정나사 (GB 77-85))의 경우,
고객은 원하는 대로 이를 조합하여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A+A, A+B. B+B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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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E - FL 범용 계열 REACH 5점형 엘레멘트 죠 커플링

특징
중장비에 필요한 경우에 FLA와 FLB 구조가 적용됩니다.

손쉬운 분해 : 편심 설치를 위해 플랜지 제거. 모터 끝 단과 작동 축의 장비를 이동하지 않고 엘레멘트를 교체

재료 : 4N 강, 3Na 강 및 GGG - 40 주철

축 방향으로 삽입하는 손쉬운 조립 구경 허용오차 : ISO H7 ; 키홈 허용오차 : DIN6885 / 1 Js9

옵션으로서 테이퍼 및 인치 보어가 설계됩니다.



예  

규격 주조 구조 탬퍼링 (뜨임)

FB형 FB형

FC형 FD형

FE형 FF형

흑역법 구경 구경 비고엘레멘트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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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E - FL 범용 계열 REACH 5점형 엘레멘트 플랜지 - 죠 커플링 (2 - 섹션)



예  

규격 주조

모델

주조 강철 수량

치수엘레멘트 정격 토크 원가공 보어

구조 탬퍼링 (뜨임) 흑역법 구경

A형

B형

구경 비고엘레멘트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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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E - ZD 범용 계열 REACH 브레이크드럼 / 제동식 플랜지 - 죠 커플링

특징
브레이크드럼이 장착된 축 커플링

두 개의 외부 브레이크드럼이 마찰을 통해 제동하도록 설계됩니다.

조(jaw) 형 브레이크를 위해 설계된 제동 디스크를 사용하는 커플링

브레이크 드럼 또는 브레이크 디스크는 관성모멘트가 가장 큰 축 끝단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최대 제동 토크는 커플링의 최대 토크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구경 허용오차: ISO H7 키홈 폭: DIN 6885/1, 허용오차 JS9



모델

예

완가공 보어

최대

치수

규격

규격

규격 주조 구조 탬퍼링 (뜨임) 흑역법 구경 구경 키홈 비고
엘레멘트 경도 다이내믹 밸런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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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E - DK 범용 계열 REACH 5점형 엘레멘트 죠 커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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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RGE(GS) 無 백래시 계열 REACH 5점형 엘레멘트 클램핑 죠 커플링 (GS-KC) 5점형 엘레멘트 절개

주 축 동력전달, 벤치리프팅 및 기계 툴 동력전달 등을 위한 백래시 없는 연결

클램핑 후 클램핑을 위해 나사를 사용함으로써 갭을 제거

진동을 흡수하여 편심, 각도 방향, 축 방향 편차를 보상

구경 허용오차: ISO H7 키홈 허용오차: DIN6885/1 JS9

축 슬리브

KC형

축 슬리브

엘레멘트
육각 소켓헤드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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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E(GS)-ZT 無 백래시 계열 REACH 5점형 엘레멘트 테이퍼 죠 커플링 (GS-KC) 5점형 엘레멘트 테이퍼

특징
기계 툴, 메인 축, 프레싱 머신 및 롤러 동력전달을 위한 내부 잠금 장치와의 백래시 없는 연결

높은 민감도와 높은 전달 토크에 의한 안정적인 운전

진동을 흡수하고 편심, 각도방향, 축 방향 편차를 보상

정방향과 역방향 전달이 동일함

주: 관성모멘트와 중량은 최대 구경에 따라 계산됩니다.

규격

모델

모델

최대 속도

최대 속도

각 허브 엘레멘트 각 허브 엘레멘트

최대 보어에서 허브당
관성질량 모멘트양

최대 보어에서 허브당
관성질량 모멘트양엘레멘트 엘레멘트

기술 파라미터

기술 파라미터

기본 치수 단위

기본 치수 단위

외형 치수

외형 치수

나사

나사

체결 토크

체결 토크

광성 모멘트

광성 모멘트

중량

중량

예

알루미늄 구조
패시베이션
(부동태화)

양극산화 구경 구경 키홈 비고엘레멘트 경도 다이내믹 밸런스 여부

주 : 재료: 42이상의 규격은 강철을 사용하고 그 외의 규격은 알루미늄을 사용; 관성모멘트와 중량은 최대 구경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 

규격 알루미늄 양극 산화 구경 구경 키홈 비고엘레멘트 경도 다이내믹 밸런스 여부구조 패시베이션
(부동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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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축 슬리브 내경 및 전달 가능한 마찰 토크

재료 : 42 이상의 규격은 강철 재질 축 슬리브, 그 밖의 규격은 알루미늄이 사용됩니다. 모든 제품에서 강철로 만들어진 잠금 장치가 사용됩니다.
(고객은 알루미늄 재질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19, 24, 28, 38 규격에서도 강철 재질의 축 슬리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