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47 2-파트 슈링크 기술 규격
2 - 파트 슈링크 디스크의 특징
•높은 하중에 적합합니다.
•조립과 분해가 편리합니다.
•콤팩트한 구조에 의해 지지되는 높은 회전 속도에 대한 더욱
높은 동축도
•중공축, 슬라이딩 기어, 커플링 등에서 널리 사용되며 중요한
경우에 키 연결을 대체합니다.
•특별한 규격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설계에 3D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

CAE를 사용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유한요소분석을
검증하고 최적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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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47 2-파트 슈링크 디스크의 기술 규격
설명 :
Mt는 정격 전달 토크를 의미합니다 (축 방향 하중 Ft가 0일 때).
Ft는 정격 축 방향 하중을 의미합니다 (비틀림 하중이 Mt가 0일 때).
TS는 잠금 볼트의 조임 토크를 의미합니다.

기술 규격
토크 Mt
전달 토크는 축과 허브 사이의 마찰 계수, 간격, 축의 직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찰계수
표 안의 모든 토크는 축과 허브 사이의 마찰 계수가 0.15일
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오일이 없는 건조 강철 사이의
마찰 계수는 0.15~0.33). 그 외의 경우 전달 토크는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윤활유가 없는 축과 허브 사이의 마찰 계수가
0.12라면 토크는 이에 상응하여 감소될 것입니다.

간격
표 안의 토크의 경우, H7/h6에 따라 축이 허브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160mm 이하의 간격 d가 사용되며, H7/g6에 따라
축과 허브가 결합되면 160mm 이상의 간격 d (최대 간격 포함)가
사용됩니다. 전달 토크는 간격이 더 작아지면 증가하며, 반대로
간격이 더 커지면 전달 토크는 감소됩니다.

축의 직경 dw
동일 규격의 슈링크 디스크의 축의 직경 dw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 안의 두 가지 슈링크 디스크 규격에 포함되는 실제 축 직경에
대하여, 전달 토크는 축의 dw에 상응하는 정격 토크 사이가
될 것입니다.

허브의 재질
허브는 강철 또는 연주철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재질의 항복
강도는 안전 사용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만약 굽힘 모멘트
(회전에 의한 굽힘)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 토크와 허브는 열처
리강 42CrMo4, 고품질 주철 또는 연주철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굽힘 모멘트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주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표면 품질
축과 허브 표면의 조도(거칠기, Ra)는 3.2μm 미만입니다.
REACH 47 슈링크 디스크에 대한 설치 및 해체 설명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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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47 슈링크 디스크
JB/T 7934 Z10 표준과 유사함

치수

잠금 볼트 ISP 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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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부하

치수

잠금 볼트 ISP 4014

126

정격 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