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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트와 툼스톤 클램핑 시스템에	
대해서 초보자와 숙련자들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래의	
답변들은 팔레트 사용 유압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것입니다.VEKTEK
에 문의하여 디커플드 픽스처나 펌프에	
연결된 채로 펌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세요.

팔렛 디커플러는 무엇이며 클램핑 
시스템 내에서 그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팔렛 디커플러는 고정된 펌프와	
움직이는 팔렛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또한	
펌프로부터 호스가 연결되는 장소이며	
팔렛으로부터 연결이 해지되는	
부분입니다.	디커플러는 팔렛을 따라	
움직이며(ride	along)	클램핑 서킷을	
위해 유압액에 압력을 주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만 펌프로부터는	
결렬되어 있습니다.	
		 디커플러는 클램핑 서킷내에서	
펌프로부터 밀어닥치는 액체를	
막기위해 밸브를 잠금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팔렛으로부터	
연결되지 않은 호스사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디커플러는 또한 호스를	
연결하기 위한 커플러를 유지하여야	
하며 팔렛 유압 서킷과 팔렛이 계에	
사용되는 동안 클램핑 서킷에 압력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밀려도는 유압액을	
저장해두는 어큐머레이터에 들어가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터	
스크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디커플러는 팔렛 유압서킷의 연결을	
위해 포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압력	
가우지와 과압력방지 밸브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팔렛 디커플러의 기본타입은 
무엇인가?

팔렛 디커플러는 잠금밸브가 자동/
수동인가에 따라서 두가지타입으로	
나뉩니다.	수동으로 밸브가 잠기는 경우	
디커플러는 사용자가 팔렛상 압력을	
막아주기 위하여 밸브를 수동으로	
잠급니다,	또한 팔렛으로부터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수동으로 열어야 합니다(
파트를 클램프에서 해제)	수동 잠금밸브	
디커플러의 사용자는 팔렛에 압력을	
주거나 연결해제를 위해 압력을 가하는	
펌프를 제어해야만 합니다.	사용의	
편이를 위하여 대부분의 수동 잠금밸브	
디커플러는 싱글 작동 클램프 서킷과	
함께 사용됩니다.	
			자동 잠금밸브 디커플러는 펌프만	
제어하면 되는 사용자와 펌프로부터	
클램프와 언플램프 압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자동 잠금밸브	
디커플러는 싱글 작동 서킷과 더블 작동	
서킷 양쪽모두를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팔렛 디커플러와 타워 바이스 탑 
팔렛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타워 바이스 탑 팔렛은 수동	
잠금밸브 디커플러의 확장형입니다.	
디커플러는 하나의 팔렛 서킷을	
제어하기 위해 하나의 잠금 밸브를	
가집니다.	타워바이스 탑 플레이트는	
버팀대가 펌프로부터 연결이	
해제되었을 때에 모든 서킷이 압력을	
받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싱글 작동 서킷(페이스)	와 흔한	
어큐머레이터를 가집니다.	더블 작동	
클램핑 서킷을 요구하는 타워 바이스는	
하나의 페이스 혹은 서킷당 하나의 자동	
잠금밸브 디커플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어큐머레이터상에서 디커플러 
(혹은 탑 플레이트)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가지지 못한 경우, 
잠금밸브와 연결해제 커플러를 
사용할 수 있는가? 

절대로 안됩니다.	모든 유압 클램핑	
팔렛과 타워 바이스는 안전을 위해	
축적장치는 필수입니다!	저희는 사이즈	
최소화를 위해 일체화된(혹은 필수)	
축적장치와 함께 디커플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커플러와 탑	
플레이트는 더욱 공간이 넓어진 팔렛과	
타워 바이스상에	

머레이터가 위치하도록 해줍니다.	
더하여,	저희는 여러분의	
공간제약이라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만족시켜드리기 위한 디커플링	
시스템의 사용을 위해 요구되는 개별	
부품 역시 제공합니다.

디커플러와 tombstone 탑 
플레이트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펌프는 어떤 타입인가?

수동 잠금밸브 디커플러와 타워	
바이스 탑 플레이트는	2포지션	3포트	
직접 컨트롤 밸브와 매치되는 호스가	
딸려나오는 커플러를 포함하는 사용자	
주문형식의 펌프가 필요로 합니다.	

자동 잠금밸브 디커플러는	2포지션	4
포트 직접 컨트롤 밸브와 매치되는	
호스가 딸려나오는 커플러와 압력을	
주는 중앙 직접 콘트롤 밸브,	적합한	
호스가 딸려나오는 디커플러 구동	
핸들을 포함하는 사용자 주문형식의	
펌프를 필요로 합니다.	

팔레트로 운반되는 구조물을 위한	
펌프는 연결 및 연결해제를 위해 호스에	
압력을 빼주기 위하여 반드시	
구성되어야 합니다.	아래 페이지의	
각각의 디커플러 타입을 위한 베이직	
펌프 추천부분을 봐주십시요	

펌프들은 수동 잠금 및 자동 잠금	
밸브 디커플러 그리고 탑 플레이트의	
어떤 조합이든 구동되도록 구성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콘트롤되는	
펜던트,	장착된 펌프,	그리고 전기 제어	
밸브(디커플링 구동을 위한)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펌프들은 전자	
리모트나 수동 콘트롤 밸브,	그리고	
기계 콘트롤 혹은 가공 셀	PLC에	
통합을 위한 밸브를 위해 구성됩니다.
펌프들은 자동압력 모니터링 시스템과	
함께 구성되는데 이는 팔렛과	
타워바이스가 기계에 들어오기 전에	
적절하게 압력을 받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펌프는 각각의 팔렛과	
타워바이스에 다른 구동 압력을	
전달하고 더블 구동 서킷의 클램프/
언클램프(클램프되지 않은)	사이드에	
다른 압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습니다.	
펌프들은 여러분의	
팔렛 운송 시스템에	
맞추고 요구사항을	
콘트롤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습니다.	Vektek
의 기술지원팀에	
문의해 주십시요	

픽스츄어 악세서리

자주 묻는 질문

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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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연간 유지보수 체크 시 축압기의 가스
        프리차지를 확인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문의하세요.

단동 시스템의 수동 차단 밸브 
Decoupler
 이 시스템의 decoupler 블록은 빠른 연결 커플링,     
 수동 폐쇠형 밸브,완충장치,필터스크 린,     
 압력게이지, 오버-압력보충 밸브 등을 패키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어형 또는 복동 팔레트 서키트를 위해 여분의 
 포트 를 포함 하고있습니다.
  외장형 완충장치는 수평 또는 수직형으로 위치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연결 암놈 1/4, 모델번호 49-5600-00 에     
 연결합니다 별도 주문

Female Quick 
Disconnect

모델번호
49-5600-00

주: 수동형 폐쇠 벨브 디커플러는 2-포지션/3-포
트, 솔레노이드 밸브를 단동 서키트 사용할
수 있는 펌프를 사용해야 만 합니다.

``````     수동 셧오프 밸브 디커플러 사용시
 하나의 싱글 액팅 회로에서 작동하기 위해  
 2- 위치/3-포트, 방향제어밸브를 포함하는 적절한  
 펌프와 함께 사용 되어야 합니다.더블액팅 회로에서  
 사용시VEKTEK에 문의하세요.

디커플러 블럭

모델 번호
시스템

 압력을 운영
Precharged 
Accumulator

45-6001-01 140-350 bar (14-35 MPa) 52 cm3

45-6001-02 70-250 bar (7-25 MPa) 59 cm3

45-6001-03 30-100 bar (3-10 MPa) 62 cm3

38.1
16

50.4

133.3

9.5
9.5

175.6

90.5 104.1

101.6

90.5

127

ILMV101101 REV D

B1 A1

SAE 6 PORT (THRU
FEED TO OPPOSITE SIDE
FOR D/A DEVICES)

SAE 6 PORT
(ALTERNATE
ACCUMULATOR PORT)

VALVE SHOWN
IN CLAMPED
POSITION.
ROTATE 90 CW
TO UNCLAMP

G1/4 OUTLET
PRESSURE PORT

MALE CONNECTOR
(30-7727-66) PROVIDED.
ORDER FEMALE
SEPARATELY
(30-7827-66).2x MACHINED FOR

M6 SHCS

픽스츄어 악세서리

디커플러 블럭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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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A1B1

A2B2
A4B4

A3B3
PLUG "B" PORT

FOR S/A SYSTEMS

MINIMUM OF 20%
CLAMP PRESSURE
MUST BE APPLIED

TO UNCLAMP

Dimensions
Model 
No..

Pressure  
Range  

Bar

Accumulator
Capacity
(cu. cm.)

In-Line
Filter

Cartridge

Filter Plate
(For Manifold

Mount)
45-6007-20

30-100  
(3-10 MPa)

62

47-0048-81

47-0842-05  
(Bottom A4 & B4)

or  
47-0842-06  

(Rear A3 & B3)

45-6007-21
70-250  

(7-25 MPa)
59

45-6007-22
140-350  

(14-35 MPa)
52

NOTE:
These automatic shutoff valve decouplers and operating handle  
must be used with a suitable pump which includes a 4 port/3 position, P-blocked center 
(“A” & “B” connected to tank) directional control valve for operation of single or double 
acting systems. One automatic shutoff valve decoupler can be used to operate only one 
double acting or one single acting circuit. For operation of a single acting circuit, plug the 
decoupler outlet port “B” (as shown in the schematic).

One-Handed  
Operating Handle

Model No. 45-6005-00

For use with Decoupler Model Numbers
45-6007-20, 45-6007-21, 45-6007-22,
45-6007-23, 45-6007-24, 45-6007-25

45-6007-26

For use with Operating Handle Model No. 45-6005-00.

30

77.1

73.3

63.5

88.9
27

27

41.4 62.3

44.557.9

117.3

5.6

32.9

4.8

31.8

54

31.557.5

4.8108

28.6

64.3

31.5

57.520.2 21.1

4.8

ILMV560015 REV B

C1 B2
A1B1

B4 A4

B3 A3

DRILLED 
FOR M6 
SHCS (3X)

"A1" QUICK CONNECTOR CLAMP
"B1" QUICK CONNECTOR UNCLAMP

G1/4 MANIFOLD MOUNT PORT

DRILLED FOR M6 SHCS (4X)

G1/4 MANIFOLD PORT

SAE 6 PORT 
PLUG 
INSTALLED

G1/4 PORT 
ADAPTER. USE IN 
END PORT IF 
REQUIRED 
(SHIPPED LOOSE)

SPACER - DISCARD IF 
BOTTOM MANIFOLD 
MOUNTED. FOR 
FILTRATION ADD 11.4 
THICK FILTER PLATE

G1/4 PORT 
BOTH ENDS 

(WITH ADAPTER)

177

41.4
79.2

30.5

89.4

58.5

ILMV560016 REV A

"B1" QUICK 
CONNECTOR 

"UNCLAMP"

"A1" QUICK 
CONNECT 

"CLAMP"

G1/4 PORT

Palletized Fixture Accessories

Automatic Shutoff Valve Decouplers for Single 
and Double Acting Systems 
n	Decouplers are a complete, self contained package for disconnecting  
 a fixture from its power supply while machining. 
n	Everything is there for you: Quick connect coupling, accumulator, filters, pilot operated check  
 valve and over-pressure relief valve! 
n	Robust pilot operated check valve with 1 to 5 ratio of pilot to check pressure for proven long
 term reliability. 
n	Internal 25 micron filters for added protection of pilot operated check valve thru ports A1, A2, A3,  
 A4 & C1. Additional filtration provided at port B1. (filtration for A3, B3 or A4, B4 available by  
 purchasing Vektek filter block 47-0842-05 or 47-0842-06 depending on mounting orientation.)	
n	G1/4 ports and manifold mounting (bottom and rear) connections on all models. 
n	Single acting pallet circuits require 2 hoses to the operating handle for pressure release. For  
 single hose systems see the Manual Shutoff Valve Decoupler.

NEW 

One-Handed Operating Handle
n	Maximum working pressure - 350 bar (35 MPa) 
n	Provides a fast, positive connection to the decoupler. 
n	Ergonomic design reduces operator fatigue. 
n	The One-Handed Handle may be used with the  
 optional Handle Docking Module to assure that  
 the hoses are disconnected from the pallet before  
 it is shuttled into the machine. 
n	SAFETY: See Docking Station -(End of Section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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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letized Fixture Accessories

NOTE:
These automatic shutoff valve decouplers and  
operating handle must be used with a suitable 
pump which includes a 4 port/3 position, P-blocked 
center (“A” & “B” connected to tank) directional
control valve for operation of single or double
acting systems. One automatic shutoff valve
decoupler can be used to operate only one double 
acting or one single acting circuit. For operation 
of a single acting circuit, plug the decoupler outlet 
port “B” (as shown in the schematic).

For use with Operating Handle Model No. 45-6005-00.

119.3
139.5

57.2

50.8

27

27

63.5

30 73.3

77.1

5.6

32.9

44.5
57.9

4.8

31.8

54
31.5

57.5

4.8108

28.6

28.3 57.5
117.3

4.8

ILMV560017 REV B

B2
C1A1B1

A5B5

A4B4

DRILLED FOR 
M6 SHCS (3X)

G1/4 
MANIFOLD 

MOUNT

DRILLED FOR 
M6 SHCS (4X)

G1/4 PORT 
ADAPTER. USE IN 
END PORT IF 
REQUIRED. 
(SHIPPED LOOSE)

SAE 6 PORT 
PLUG 
INSTALLED.

G1/4 
MANIFOLD 

MOUNT

G1/4 PORT 
BOTH ENDS 
(WITH 
ADAPTER)

SPACER - DISCARD IF 
BOTTOM MANIFOLD 
MOUNTED. FOR 
FILTRATION ADD 11.4 
THICK FILTER PLATE.

Pallet Decoupler Cover

Model 
No. A For use with Decoupler 

Models

45-6008-03 8.9

45-6007-20,45-6007-21,
45-6007-22,45-6007-23,
45-6007-24,45-6007-25,

and 45-6007-26

n	Customers that have previously bought a decoupler can 
purchase a new cover for their old decoupler. New orders of 
decouplers will come with cover. 

ILMV560031 REV A

39.4

40.6

A

ILMV560031 REV A

39.4

40.6

A

C1A1B1

A2B2
A5B5

A4B4PLUG "B" PORT
FOR S/A SYSTEMS A3

B3

MINIMUM OF 20% CLAMP
PRESSURE MUST BE

APPLIED TO UNCLAMP

Dimensions
Model 
No..

Pressure  
Range  

Bar

Accumulator
Capacity
(cu. cm.)

In-Line
Filter

Cartridge

Filter Plate
(For Manifold

Mount)
45-6007-23 NO ACCUMULATOR 350 BAR MAX

47-0048-81

47-0842-05  
(Bottom A4 & B4)

or  
47-0842-06  

(Rear A3 & B3)

45-6007-24 30-100 (3-10MPa) 62

45-6007-25 70-250 (7-25 MPa) 59

45-6007-26 140-350 (14-35 MPa) 52

Automatic Shutoff Valve Decouplers for Single and 
Double Acting Systems 
n	Decouplers are a complete, self contained package for disconnecting a fixture from its power   
 supply while machining. 
n	Everything is there for you: Quick connect coupling, accumulator, filters, pilot operated check
 valve and over-pressure relief valve! 
n	Robust pilot operated check valve with 1 to 5 ratio of pilot to check pressure for proven long
 term reliability. 
n	Internal 25 micron filters for added protection of pilot operated check valve thru ports A1, A2,   
 A3, A4 & C1. Additional filtration provided at port B1. (filtration for A3, B3 or A4, B4 available   
 by purchasing Vektek filter block 47-0842-05 or 47-0842-06 depending on mounting orientation.)	
n	G1/4 ports and manifold mounting (bottom and rear) connections on all models. 
n	Single acting pallet circuits require 2 hoses to the operating handle for pressure release. For single  
 hose systems see the Manual Shutoff Valve Decoupler.

100 lb. Tensil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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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letized Fixture Accessories

NEW 
Automatic Shutoff Valve
Decouplers for Single and
Double Acting Systems
n	Decouplers are a complete, self contained package
 for disconnecting a fixture from its power supply
 while machining. 
n	Everything is there for you: Quick connect coupling,
 accumulator, filters, pilot operated check valve and
 over-pressure relief valve! 
n	Robust pilot operated check valve with 1 to 5 ratio of
 pilot to check pressure for proven long term reliability. 
n	Internal 25 micron filters for added protection of pilot
 operated check valve thru ports A1, A2, A3, A4 & C1.
 Additional filtration provided at port B1 (filtration for
 A3, B3 or A4, B4 available by purchasing Vektek
 filter block 47-0842-05 or 47-0842-06 depending
 on mounting orientation.)	
n	G1/4 ports and manifold mounting (bottom and rear)  
 connections on all models. 
n	Single acting pallet circuits require 2 hoses to the
 operating handle for pressure release. For single
 hose systems see the Manual Shutoff Valve Decoupler.

Dimensions
Model 
No..

Pressure  
Range  

Bar

Accumulator
Capacity
(cu. cm)

In-Line
Filter

Cartridge

Filter Plate
(For Manifold

Mount)
45-6007-27

30-100  
(3-10 MPa)

62

47-0048-81

47-0842-05  
(Bottom A4 & B4)

or  
47-0842-06  

(Rear A3 & B3)

45-6007-28
70-250  

(7-25 MPa)
59

45-6007-29
140-350  

(14-35 MPa)
52

NOTE:
These automatic shutoff valve decouplers and operating 
handle must be used with a suitable pump which includes  
a 4 port/3 position, P-blocked center (“A” & “B” connected  
to tank) directional control valve for operation of single  
or double acting systems. One automatic shutoff valve  
decoupler can be used to operate only one double  
acting or one single acting circuit. For operation of a  
single acting circuit, plug the decoupler outlet port “B”  
(as shown in the schematic).

For use with Operating Handle Model No. 45-6005-04.

C1 A1B1

A2B2
A4B4

A3B3

PLUG "B" PORT
FOR S/A SYSTEMS

MINIMUM OF 20%
CLAMP PRESSURE
MUST BE APPLIED
TO UNCLAMP

4,8

31,8

54

4,8 108

28,3 57,5

67,1

63,5

27

88,9

28,6
55,6

27

63,5

119,4

117,3

15 57,9

5,6

32,9

57,5 31,5

28,6

20,2

21,1

4,8

ILMV560018 REV A

B2A1C1B1

A4B4

A3B3

"A1" QUICK 
CONNECTOR 
CLAMP"B1" QUICK 

CONNECTOR 
UNCLAMP

G1/4 
MANIFOLD 
MOUNT

DRILLED 
FOR M6 

SHCS (4X)

DRILLED 
FOR M6 
SHCS (3X)

SPACER. DISCARD IF 
BOTTOM MANIFOLD 
MOUNTED. FOR 
FILTRATION ADD 11,4 
THICK FILTER PLATE

G1/4 PORT 
BOTH ENDS 

(WITH 
ADAPTER)

G1/4 PORT 
ADAPTER. USE IN 
END PORT IF 
REQUIRED. 
(SHIPPED LOOSE)

SAE 6 PORT. 
PLUG 

INSTALLED.

G1/4 
MANIFOLD 

MOUNT

ILMV560007 REV E

B1- Unclamp,
Quick Coupler

A1- Clamp,
Quick Coupler

G1/4

Two-Handed  
Operating Handle

Model No. 45-6005-04

For use with Decoupler Model Number
45-6007-27, 45-6007-28, 45-6007-29,

45-6007-03, 45-6007-30, 45-6007-31, 45-6007-32

Two-Handed Operating Handle 
n	Maximum working pressure - 350 bar (35 MPa) 
n	Provides a fast, positive connection to the decoupler. 
n	Ergonomic design reduces operator fatigue. 
n	The Two-Handed Handle may be used with the  
 optional Handle Docking Module to assure that the  
 hoses are disconnected from the pallet before it is  
 shuttled into the machine. 
n	SAFETY: See Docking Station -(End of Section K)

ILMV560007 REV E

B1- Unclamp,
Quick Coupler

A1- Clamp,
Quick Coupler

G1/4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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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스템의 디커플러블록은 쉬운  
 장착형 커플링, 수동형 폐쇠형 벨브,
 완충장치, 필터스크린, 압력게이지,  
 오버-압력보충 벨브 등을 패키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암놈  1/4 외장형포트와메니폴더를  
 연결합니다. (바닥면또는뒷면) 
 제품 수명을 늘리기 위해선   
 1:5 압으로 체크벨크를
 조절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체크밸브를 보호하기위해서는 내장형   
 25-마이크론 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동 팔레트 서키트는 유압유 방출시 2 
 개의 호스가 필요합니다. 관련 정보는  
 K-2 페이지 참조
	옵션형 외장 어큐머레이터는 두   
 가지의 압력범위에서사용 가능하며  
 단품판매가가능합니다. 

단동과 복동 시스템의  자동 차단 밸브 
Decouplers

모델번호 시스템작동압
어큐뮬레이

터 용량

In-Line  
Filter  

Cartridge

Filter Plate 
(For Manifold 

Mount)
45-6007-03 NO ACCUMULATOR 350 BAR MAX

47-0048-81

47-0842-05
(Bottom A5 & B5)

or
47-0842-06

(Rear A4 & B4)

45-6007-30 30-100 (3-10 MPa) 62 cm3

45-6007-31 70-250 (7-25 MPa) 59 cm3

45-6007-32 140-350 (14-35 MPa) 52 cm3

31,557,5
117,3

28,6

67,1 22

4,8

54

31,5

4,8108

57,5

31,8

5,6

32,9

44,557,9

28,6

19 (8X)

57,2

119,3
139,5

50,8

63,5 4,8

ILMV560011 REV F

B2A1C1B1

A5B5

A4B4

C1 A1B1

A2B2
A5B5

A4B4

PLUG "B" PORT
FOR S/A SYSTEMS

MINIMUM OF 20%
CLAMP PRESSURE
MUST BE APPLIED
TO UNCLAMP

A3

B3
"B1" QUICK

CONNECTOR
UNCLAMP "A1" QUICK

CONNECTOR
CLAMP

G1/4
MANIFOLD

MOUNT

DRILLED
FOR M6

SHCS 
(4X)

DRILLED FOR
M6 SHCS (3X)

G1/4 PORT
BOTH ENDS

(WITH ADAPTER)

SPACER - DISCARD IF BOTTOM
MANIFOLD MOUNTED. FOR
FILTRATION ADD 11,4
THICK FILTER PLATE

G1/4 PORT ADAPTER.
USE IN END PORT IF
REQUIRED. (SHIPPED
LOOSE).

G1/4
MANIFOLD

MOUNT

ILMV560007 REV E

B1- Unclamp,
Quick Coupler

A1- Clamp,
Quick Coupler

G1/4

For use with Operating Handle Model No. 45-6005-04.

Two-Handed  
Operating Handle

Model No. 45-6005-04

For use with Decoupler Model Number
45-6007-27, 45-6007-28, 45-6007-29,
45-6007-03, 45-6007-30, 45-6007-31, 

45-6007-32

Two-Handed Operating Handle  
	Maximum working pressure - 350 bar (35 MPa) 
	Provides a fast, positive connection to the decoupler. 
	Ergonomic design reduces operator fatigue. 
	The Two-Handed Handle may be used with the 
 optional Handle Docking Module to assure that the  
 hoses are disconnected from the pallet before it is  
 shuttled into the machine. 
	SAFETY: See Docking Station -(End of Section K)

NOTE:
These automatic shutoff valve decouplers and operating 
handle must be used with a suitable pump which includes 
a 4 port/3 position, P-blocked center (“A” & “B” 
connected to tank) directional control valve for operation 
of single or double acting systems. One automatic shutoff 
valve decoupler can be used to operate only one double 
acting or one single acting circuit. For operation of a 
single acting circuit, plug the decoupler outlet port “B” 
(as shown in the schematic).

픽스츄어 악세서리

자동 폐쇄 밸브 디커플러 및 이중 작동 장치 (Two-handed Operation Handle)

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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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letized Fixture Accessories

57.2

119.3

139.5

50.8

21

28.6

63.5

27
27

28.3

61.6

85.8
28.617.2

28.3

61.6

85.8

4.8
108

117.3

55.9

4.8

54

27

31.8

5.6 21

28.6

28.3
61.6

95.3

4.8

32.9

1557.9

ILMV560019 REV A

A2B4AIRA4

B5AIRA5

B1

AIR

A1

"B1" QUICK CONNECTOR UNCLAMP
AIR QUICK CONNECT

"A1" QUICK CONNECTOR CLAMP

4X
DRILLED FOR
M6 SHCS

G1/4 
MANIFOLD 

MOUNT

AIR 1/8 NPT
& MANIFOLD

MOUNT

3X
DRILL FOR
M6 SHCS

G1/4 PORT
ADAPTER. USE
IN END PORT
IF REQUIRED

(SHIPPED LOOSE)

G1/4
MANIFOLD

MOUNT

AIR 1/8 NPT & 
MANIFOLD 
MOUNT

SPACER; DISCARD IF 
BOTTOM MANIFOLD 

MOUNTED. FOR FILTRATION 
ADD 11,4 THICK FILTER PLATE

G1/4 PORT
BOTH ENDS

(WITH ADAPTER)

For use with Operating Handle Model No. 45-6007-01.

Dimensions
Model 
No..

Pressure  
Range  

Bar

Accumulator
Capacity
(cu. cm.)

In-Line
Filter

Cartridge

Filter Plate
(For Manifold

Mount)
45-6007-33 30-100 (3-10 MPa) 62

47-0048-81

47-0842-05  
(Bottom A4 & B4)

or  
47-0842-06  

(Rear A3 & B3)

45-6007-34 70-250 (7-25 MPa) 59

45-6007-35 140-350 (14-35 MPa) 52

C1 A1B1

A2B2
A5B5

A4B4PLUG "B" PORT
FOR S/A SYSTEMS

B
3

A3
AIR

AIR

MINIMUM OF 20% CLAMP
PRESSURE MUST BE

APPLIED TO UNCLAMP

NOTE:
These automatic shutoff valve decouplers and
operating handle must be used with a suitable 
pump which includes a 4 port/3 position, 
P-blocked center (“A” & “B” connected to tank) 
directional control valve for operation
of single or double acting systems. One
automatic shutoff valve decoupler can be 
used to operate only one double acting or 
one single acting circuit. For operation of a 
single acting circuit, plug the decoupler outlet 
port “B” (as shown in the schematic).

	Customers that have previously bought a decoupler can 
purchase a new cover for their old decoupler. New orders 
of decouplers will come with cover. 

ILMV560031 REV A

39.4

40.6

A

Two-Handed Operating Handle with Air 
	Maximum working pressure - 350 bar (35 MPa) 
	Provides a fast, positive connection to the decoupler. 
	Ergonomic design reduces operator fatigue. 
	The Two-Handed Handle may be used with the optional Handle  
 Docking Module to assure that the hoses are disconnected from
 the pallet before it is shuttled into the machine. 
	SAFETY: See Docking Station -(End of Section K)

Two-Handed Operating  
Handle With Air

Model No. 45-6007-01

For use with Decoupler Model Number
45-6007-33, 45-6007-34, 45-6007-35

243.8

76.2105.4

ILMV560020 REV A

G1/4

"A1"
CLAMP
QUICK

COUPLER

"B1"
UNCLAMP

QUICK
COUPLER

PNEUMATIC
QUICK

COUPLER

Automatic Shutoff Valve
Decouplers for Single and
Double Acting Systems
	Decouplers are a complete, self contained package
 for disconnecting a fixture from its power supply
 while machining. 
	Everything is there for you: Quick connect coupling,
 accumulator, filters, pilot operated check valve and
 over-pressure relief valve! 
	Robust pilot operated check valve with 1 to 5 ratio of
 pilot to check pressure for proven long term reliability. 
	Internal 25 micron filters for added protection of pilot
 operated check valve thru ports A1, A2, A3, A4 & C1.
 Additional filtration provided at port B1 (filtration for
 A3, B3 or A4, B4 available by purchasing Vektek
 filter block 47-0842-05 or 47-0842-06 depending
 on mounting orientation.)	
	G1/4 ports and manifold mounting (bottom and rear)  
 connections on all models. 
	Single acting pallet circuits require 2 hoses to the
 operating handle for pressure release. For single
 hose systems see the Manual Shutoff Valve Decoupler.

ILMV560031 REV A

39.4

40.6

A Pallet Decoupler Cover

Model 
No. A For use with Decoupler 

Models

45-6007-05 12.7
45-6007-27, 45-6007-28,
45-6007-29,45-6007-33,

45-6007-34 and 45-6007-35

Also use with Decoupler 
with Air (next page) 

45-6007-03, 45-6007-30,
45-6007-31and 45-6007-32

100 lb. Tensile Strength

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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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mulators*
	펌프가 디커플러 또는 타워 바이스 위쪽 플레이트를 사용시, 

팔레트 또는 타워 바이스가 분리될때 서키트의 압량을 
유지합니다.

	피스톤-타입, 불활성기체 가스가 들어있는 어큐머레이터는 기 
계작동시 팔레트압을 변경해 줍니다. 

	압축된 가스를 60 cm3까지 충진 가능합니다.
	스레드 G 1/4

유압은 서키트가 압이 일정해 질때까지, 피스톤 맞은편으로 
불활성기체 가스에 압을 가합니다.

 
압력을 받은 가스는 회로에 추가적 유체를 제공하여 팔레트나 
툼스톤이 있는 장비에서 작은 십에서의 압력 변화나 열 
팽창, 수축을 감소시킵니다. 140 bar (14 MPa)에서 350 
bar (35 MPa)의 작동 압력 모델은 100 bar       로 가스를 
프리차지합니다. 70 bar (7 MPa)에서
250 bar (25 MPa)의 작동 압력 모델은 50 bar로 가스를 
프리차지합니다. 각각의 축압기와 동봉된 안내를 참고하여 연간 
유지보수를 실시하세요. 연간 유지보수 안내서를 요청하거나 
현장에서 연간 유지보수를 신청할 시 Vektek 에 문의하세요

주의: 모든 어큐머레이터는 안정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 정기 유지보수관리 시, 어큐머레이터에   
 가스가 사전에 충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이심기술로 연락바랍니다.

어큐머레이
터 모델번호 시스템작동압 사용가능최대압

49-0114-01 140 bar - 350 bar 
( 14-35 MPa) 16 cm3

49-0114-02 70 bar - 250 bar
(7-25 MPa) 16 cm3

49-0116-01 140 bar - 350 bar 
( 14-35 MPa) 52 cm3

49-0116-02 70 bar - 250 bar
(7-25 MPa) 59 cm3

49-0116-05 20 bar-100 bar
(2-10 MPa) 62 cm3

픽스츄어 악세서리

Accumulators

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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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참조:  오염침투로부터 커플링을 연결하기 전에 에어로 사전에 커플링   
 부품의 표면을 청소합니다.두개의 구성품은 약 2-3mm 가이드되어야  
 합니다. 수평 포지셔닝 오차와 함께 실링의 표면을 연결을연결합니다.

Tools

모델번호
Spanner 

Tool
Seal 
Tool

45-6101-30 AT-5613-00 AT-5603-0045-6102-30
45-6101-50 AT-5615-00 AT-5605-0045-6102-50
45-6111-30 AT-5613-00 N/A45-6112-30
45-6111-50 AT-5615-00 N/A45-6112-50

커플링이 포함된 나사 요소
커플링은  누유에서 자유로운 연결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짐-압력을 주거나 주지 않을 시 모두 해당 
 2 유량 비율은 작은 직경 사이즈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소형 
디자인은 커플링 을 픽스쳐 플레이트로 함몰형이 가능합니다. 
스텐레스 스틸 구조로 긴 수명과 face seal 교체가 가능합니다.
 
 커플링 니쁠과 커플링 기계구조 사이의  수직 face seal
 두 요소는 씰링 표면에 연결되기 전에 공차 사양 안에서 `  
 규정되고 위치 되어야 함
 face seal 교체 가능
  커플링 힘은 모델에 따라서 작동 범위에서 0-33 과   

 0-7.7kN
  스패너 와 교체 씰 설치 공구 가능

사양

모델번호 End  
Type

Coupling 
 Type

Nom.
Dia. 나사 최대 가동 

압력

최대 유량 
범위 

(l/min)

커플링 스
트로크 
(mm)

Min. 
Coupling 
Force at 0 

Bar

Axial  
Pos.  
Tol.

Ra-
dial 
Pos.  
Tol.

Permit  
Angle 
Tol.

45-6101-30 Mech. 가압 3 M20 x  
1.5 350 Bar 8 4.5 94 N +0.5 ± 0.3 ± 145-6102-30 감압

45-6101-50 Mech. 가압 5 M24 x 
1.5 500 Bar 12 4.5 98 N +0.5 ± 0.3 ± 145-6102-50 감압

45-6111-30 Nipple 가압 3 M20 x  
1.5 350 Bar 8 4.5 94 N +0.5 ± 0.3 ± 145-6112-30 감압

45-6111-50 Nipple 가압 5 M24 x 
1.5 500 Bar 12 4.5 98 N +0.5 ± 0.3 ± 145-6112-50 감압

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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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링이 포함된 나사 사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