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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 pull 장치는 무엇입니까?
	 원경조정형 메케니즘으로 클램프	
플레이트에서 또는	“C”워셔-수동	
조립,	자동 구동	pull	클램프 에서		
밀어내는 장치입니다.	

회전하지 않는 모델을 원하는데 
어떻게 pull 실린더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까? 
	 스윙 클램프 페이지	(	C-21	to	
C-28)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필요한	
스윙클램프 사이즈를 직선라인	
가이드 트렉 상에서 오더합니다.	다른	
어플리케이션 조건이 필요시 외부형	
가이드를 추가 합니다.	

Wedge를 이동시키고 싶지 만 
유압 wedge의 기계 장 치의 
해제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 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복동 푸 시	/	
실린더 당겨 사용하여	wedge를 그릴	
것입니다.	이렇 게하면 약	2:1	쐐기	
작용에 관 련된 기계적 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충분한 힘을 제공 밀어	
능 력을 제공합니다.

소재 로케이터를 없애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동또는 복동	Push/Pull		
실린더를 장착합니다.	만약 가이드	
부싱이나,	다른 마찰장치,	또는	
신속하게 확장이 필요할 때,	그때는	
항상 복동	Push/Pull		실린더를	
사용합니다.	확장시켯을 때 사용자의	
로케이터는 소재 위치 잡는일을	
도울것입니다.		위치장착후 사용자의	
Pull		실린더와 로케이터를	

탈착시킵니다

스프링 플런저가 복귀할 때 
픽스츄어의 고정 스토퍼(STOPPER)
에 가공물이 붙어 있도할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해진 위치에 가공물이	
위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동	Pull	
실린더를 사용합니다.	사각몸체 복동	
Pull		실린더는 복동 사각몸체에	
실린더와 동일합니다.	이런	
복동기능이 필요하시다면 단순히	
복동 실린더를 주문하십시오.		
스윙클램프의 수동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회전량는 파트에서	
파트까지 의 파트변화 공차가 없어야	
합니다.	약간의 여분의 스트로크를	
사용할수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더블 액팅 블록 풀 실린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더블 액팅 블록 풀 실린더는	
더블액팅 블록 실린더와 같습니다.	이	
경우 더블 액팅 블록 실린더를	
오더하세요.	다른 모델은 다른 번호로	
특정한 구성에 바로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윙 클램프를 수도으로 
인덱스해야합니다. 파트마다 
회피하기 위한 회전이 다릅니다. 
약간의 추가 스트로크를 사용 
해야 합니다. 어떡하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의	

접점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면
싱글 액팅 풀 실린더를 수동 인덱스	
스윙 클램프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가이드 되지 않느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추가
스트로크는 작업자가 실린더를	
언클램프 위치에서 납작하게 스윙할	
때 최대 실린더
스트로크가 나옵니다.	더블 액팅은	
압이 작용할 때 스윙하기
어려우니 피하십시요.

표준 사양
특수 설계,제작된 견고한 와이퍼(Seal)은 이물이나 칩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줍니다.	

경질 크롬 도금된 합금강 플런저(Plunger)는 타사의	
제품보다 마모가 작아 오랫동안 사용할수있습니다.	

청동(filter)가 취부된 벤트포트(vent	port).	는 칩이나	
이물의 침투를 막아줍니다.	(복동 실린더는 언클램프
(un-clamp)용 포트로 사용)

실린더 바디의 위하여 경질 블랙코팅(BHC™)은 실린더	
외면의 기스나 긁힘을 방지합니다.	

씰(seal)의 적합설계는 누유를 감소시키고 씰수명을 증가	
시킵니다.

푸시/풀 실린더

자주 묻는 질문, 표준 사양 픽스츄어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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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동 Pull 실린더
	 단지 이러한	"무승부"액션 실린더를		 	
	 고정 위치에 볼트
	 최소~최대 유압사용 범위에서		 	 	
	 공급유압을 조정함으로써 클램핑힘을		 	
	 조정할수있습니다.
	 일반 연장 피스톤은 클램핑 메커니즘,	장치		 	
	 사용 또는 스프링 크라우더를 사라지게 하는		
	 장치입니다.

나사형 플런져 끝은 고객용 장착물 연결이 용이하며 볼트	
"C"	형 워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롬합금강 플런져는 타사제품보다 긁힘 방지효과가	
뛰어납니다.

청동 입구 포트는 실린더의 호흡구이며 와이퍼 아래로	
흘러나온 오염물과 칩 제거에 용이합니다.	

특수 디자인된 스프링은 별도 관리 없이도 오랜 수명을	
보장합니다.

**		 실린더 용량은 최대 작동압력의	350	bar	(35	MPa)	이며 출력 압은 유압 시스템		 	
	 압력에따라 조절 가능합니다.	적절한 출력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스톤영역에		 	
	 고객님의 시스템 작동 압력을 곱합니다.	실제 힘은 마찰손실,	와이퍼 드래그 및		 	
	 스프링 복귀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양

모델번호

실린
더능력**

(kN)
 스트로크

(mm)
몸통 크기

(mm)
확장 높이 

(mm)

피스톤영역
(cm2)

오일 용량
(cm3)

후진 후진 후진

단동(S/A)실린더, 단방향 유압 작동, 리턴 스프링.

42-5111-01 5.9 25.5 44.5	x	51 109 1.7 4.4
42-5111-02 51 163.5 8.8
42-5111-51 17.5 25.5 51	x	63.5 111 5.0 12.7
42-5111-52 51 165 25.4

G-2

푸시/풀 실린더

블록 풀 실린더(Block Pull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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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치수는 mm 있습니다.

치수
모델번호 A B C D E F G H JJ K LL

단동(S/A)실린더, 단방향 유압 작동, 리턴 스프링.

42-5111-01 35 109 69.5 33.5 8 N/A 27 20.64 M8	x	1.25		
x	11 8.7

2242-5111-02 163.5 98.5 59 41.3
42-5111-51 44.5 111 69.5 35.5 8 N/A 27 28.58 M12	x	1.75	

	x	13 25.542-5111-52 165.5 98.5 61 41.3
모델번호 M N P Q R S T V W X Y Z

단동(S/A)실린더, 단방향 유압 작동, 리턴 스프링.

42-5111-01 25.5	
51 38.1 44.5 7.1 19 14.5 51 25.5 17 16 41 12.542-5111-02 70

42-5111-51 25.5	
51 50.8 51 8.7 24 17.5 63.5 32 25 18 41 12.542-5111-52 70

G-3

푸시/풀 실린더

블록 풀 실린더(Block Pull Cylin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