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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letized Fixture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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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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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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Handed Operating Handle with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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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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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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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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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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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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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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0.49

55.51

111.02

104.29

A
16.43

115.14

47.63

95.25

Approx. 2m
Cordset

2X 90.47

4X 7.14

2X 38.1

ILMV560030 REV B

PROXIMITY SWITCH PIN OUT: EXTENSION CABLE PIN OUT:

PROXIMITY SWITCH
WITH M12
MALE END

FEMALE M12 TO PIGTAIL END
EXTENSION CABLE

1/4 NPT

MOUNTING HOLES
FOR M6 BOLTS

PIN 1
PIN 2

PIN 3

PIN 4 M12 MALE
CONNECTION

PIN 1
PIN 2

PIN 3

PIN 4

PIN 5
M12 FEMALE
CONNECTION

SENSOR FEATURE:
   NORMALLY OPEN CONTACT
   LED INDICATOR LIGHT
   10 TO 36 VDC OPERATING RANGE
   100 mA OPERATING CURRENT

PIN 1: BROWN (+)
PIN 2: WHITE (NOT CONNECTED)
PIN 4: BLACK (N/O) 
PIN 3: BLUE  (NOT CONNECTED)
PIN 5: GREEN/YELLOW (NOT CONNECTED)

PROXIMITY SWITCH WIRE DIAGRAM

4 BLACK

1 BROWN

LOAD

Handle Docking Station
with optional feedback sensor
 A Docking Station is now available for the 
1-Handed and 2-Handed Automatic Shutoff Pallet 
Decoupler Handles. This handy device provides  
a standard contamination-free location for  
quick-disconnect handle storage. The Handle 
Docking Station has a drain pan to keep your  
work area free of slip and fall hazards 
created by dripping disconnects.  

 The optional Proximity Switch 
 confirms the decoupler handle 
 and hoses are connected to the 
 docking station. The pallet can then
 be safely shuttled into the machine.
 Adjustable five positions ensure    
the Docking Station is ergonomically 
 friendly for operators.
  Couplers are BHC™ treated for long life. 
 Flexible mounting allows for vertical,    
horizontal or pole applications. 
 Mounting holes for M6 Diameter bolts.

Available without 
Proximity Switch.

Metric Docking Station
Model No. Proximity 

Switch
Handle 

Size
A Proximity 

Switch Height
B Dock 
Width

45-6005-28 No Two-Hand N/A 111.1
45-6005-29 Yes Two-Hand 26.31 111.1
45-6008-01 No One-Hand N/A 74.93
45-6008-02 Yes One-Hand 17.32 74.93

20.7°

18.4°

ILMV560012 REV B

POLE MOUNTING

HORIZONTAL MOUNTING

VERTICAL MOUNTING

B

50.49

55.51

111.02

104.29

A
16.43

115.14

47.63

95.25

Approx. 2m
Cordset

2X 90.47

4X 7.14

2X 38.1

ILMV560030 REV B

PROXIMITY SWITCH PIN OUT: EXTENSION CABLE PIN OUT:

PROXIMITY SWITCH
WITH M12
MALE END

FEMALE M12 TO PIGTAIL END
EXTENSION CABLE

1/4 NPT

MOUNTING HOLES
FOR M6 BOLTS

PIN 1
PIN 2

PIN 3

PIN 4 M12 MALE
CONNECTION

PIN 1
PIN 2

PIN 3

PIN 4

PIN 5
M12 FEMALE
CONNECTION

SENSOR FEATURE:
   NORMALLY OPEN CONTACT
   LED INDICATOR LIGHT
   10 TO 36 VDC OPERATING RANGE
   100 mA OPERATING CURRENT

PIN 1: BROWN (+)
PIN 2: WHITE (NOT CONNECTED)
PIN 4: BLACK (N/O) 
PIN 3: BLUE  (NOT CONNECTED)
PIN 5: GREEN/YELLOW (NOT CONNECTED)

PROXIMITY SWITCH WIRE DIAGRAM

4 BLACK

1 BROWN

LOAD

Mounting hardware 
not included.

픽스츄어 악세서리

도킹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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