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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모델번호 스윙 
방향

실린더 
능력* 
(kN) 

수직 클램프 
스트로크**

(mm)

전체 
스트로크  

(스윙 +수직) 
(mm)

피스톤영역 
(cm2)

오일 용량*** 

(cm3)

Port X Depth
for Optional

In-Port
Valves****전진 후진 전진 후진

단동(S/A)실린더, 단방향 유압 작동, 리턴 스프링.

41-4202-11 오른쪽 2 5.5 14 0.63 N/A 0.92 G1/8 x 15.1641-4202-12 왼쪽 
41-4205-11 오른쪽 4.9 8 20 1.90 N/A 3.82 G1/8 x 15.1641-4205-12 왼쪽 
41-4211-11 오른쪽 11.6 13 29.5 4.04 N/A 11.9 G1/4 x 18.7241-4211-12 왼쪽 

복동(D/A)실린더, 쌍방향 유압 작동.

41-4202-21 오른쪽 2 5.5 14 0.63 2.3 0.92 G1/8 x 15.1641-4202-22 왼쪽 
41-4205-21 오른쪽 4.9 8 20 1.90 7.8 3.82 G1/8 x 15.1641-4205-22 왼쪽 
41-4211-21 오른쪽 11.6 13 29.5 4.04 23 11.9 G1/4 x 18.7241-4211-22 왼쪽 

단동과 복동
	2 kN,4.9 kN, 11.6 kN 용량 가능
 보다 정밀한 암 위치를 위한 세개의   
 캠, 원활한 회전, 캠   
 표면의  낮은 접촉 압력
 회전기능 향상,캠 팔로워 연결, 
 역학과 정지마찰 감소를    
 위한 특허받은 볼 시트 
	실린더 손상 방지와 워런티 유지를   
 위하여 추천하는 제한 유량과  C-2에   
 시간 계산표를 준수하여 주십시오.
  표준 형광카본 와이퍼를 통해 
  개선된 절삭유 호환성
		볼 소재는 텅스텐 카본으로 강하고 마모가     

적습니다. 
		표준 VektorFlo® 메트릭 스윙 클램프와  

 같은 외형 
 TuffCam™ 클락킹 기능(page C-2)   
 는암은 표준길이를 사용
	표준 모델의 회전은  90도이며     
 흐름제어장치를 상용하여서  회전각도는   
 90도 이하입니다. 회전 90도 이상은 특별   
 제작입니다. 
 암은 별도 주문 - 섹션  O 참조
	버텀 플랜지 TuffCam™  스윙 클램프에    
 매니폴드 장착 혹은  표준 배관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BHC™ 긁힘 방지를 위한 경질 블랙 코팅이 된 실린더 
바디

스윙 클램프 플런져는 
연장LH 캠 위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ILMV414201 REV F

복동단동

U.S. Patent 
Nos.

7,032,897

경고 : 회전시 스윙 암이 가공물 혹은 픽스쳐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표준 길이 VektorFlo 암이 설치된 경우 실린더 의 최대 운전압력은 
 350 bar (35 MPa)입니다. 복동 실린더의 최소 운전 압력은 35 bar (3.5 MPa)이며, 
 단동 실린더은 52 bar (5.2 MPa)입니다. 시스템유압유에 따라 클램핑력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 대략적인 압력의 아웃풋 계산공식 : 
 실린더 능력을 350 (35)으로 나눈 값후 사용 시스템 운전 유압으로 곱한다. 
 (외팔보 로딩, 마찰 손실, 리턴스프링 복구력에 의해 실제 가압되는 힘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가공물의 높이 범위를 소화하기 위해서 수직 이송을 최대 수직 스트로크의 
 50%에 셋팅 하시기바랍니다.
***  최대 서비스 수명과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C-2 페이지 의 "클램프 시간 과 유량 레이트"를 
 참고하여유량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 설치된 포트의 유량 제어는  매니폴드가 장착된 포트 사용이 요구됩니다.

TuffCam™  스윙 클램프

하단 플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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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모델번호 A B C D E F G H J K L M N P Q R S T

단동(S/A)실린더, 단방향 유압 작동, 리턴 스프링.

41-4202-11 26.5 109.5 103 71 76 26.5 13.5 11.13 M6 x 1
x 7 6 10.5 5.5 14 45 20 10 31 4741-4202-12

41-4205-11 38 145 135.5 92.5 97.5 25 15 15.88 M10 x 1.5
x 12 7 20.5 8 20 57 25 12.5 33.5 5441-4205-12

41-4211-11 45.5 186.5 173.5 112.5 118.5 28.5 16.5 22.23 M12 x 1.75
x 13 9 11.9 13 29.5 55.5 29.7 21 42 7141-4211-12

복동(D/A)실린더, 쌍방향 유압 작동.

41-4202-21 26.5 109.5 103 71 76 26.5 13.5 11.13 M6 x 1
x 7 6 10.5 5.5 14 45 20 10 31 4741-4202-22

41-4205-21 38 145 135.5 92.5 97.5 25 15 15.88 M10 x 1.5
x 12 7 20.5 8 20 57 25 12.5 33.5 5441-4205-22

41-4211-21 45.5 186.5 173.5 112.5 118.5 28.5 16.5 22.23 M12 x 1.75
x 13 9 11.9 13 29.5 55.5 29.7 21 42 7141-4211-22

모델번호 V W X Y Z AB 
(O-ring)

AC AD

단동(S/A)실린더, 단방향 유압 작동, 리턴 스프링.

41-4202-11 15.5 N/A 17.3 18.2 30 Ø7.65  
x 1.78 G 1/8 3.241-4202-12

41-4205-11 19 N/A 21.7 14.3 30 Ø7.65  
x 1.78 G 1/8 4.841-4205-12

41-4211-11 27.5 21 21 28.6 22.5 Ø7.65  
x 1.78 G 1/4 4.841-4211-12

복동(D/A)실린더, 쌍방향 유압 작동.

41-4202-21 15.5 N/A 17.3 18.2 30 Ø7.65  
x 1.78 G 1/8 3.241-4202-22

41-4205-21 19 N/A 21.7 14.3 30 Ø7.65  
x 1.78 G 1/8 4.841-4205-22

41-4211-21 27.5 21 21 28.6 22.5 Ø7.65  
x 1.78 G 1/4 4.841-4211-22

설치 치수
TuffCam™ 하단 플랜지 스윙 클램프
모델번호 K L Q R W X Y
41-4202-11

M5 10.5 20 10 N/A 17.3 18.241-4202-12
41-4202-21
41-4202-22
41-4205-11

M6 20.5 25 12.5 N/A 21.7 14.341-4205-12
41-4205-21
41-4205-22
41-4211-11

M8 11.9 29.7 21 21 21 28.641-4211-12
41-4211-21
41-4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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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MV414202 REV F
SWING CLAMP PLUNGER SHOWN IN THE EXTENDED LH CAM POSITION

J PLUNGER
THREAD

6x AD x 90
ARM CLOCKING
FEATURE

ORDER ARMS
SEPARATELY

AB
O-RING,
MANIFOLD
MOUNT

K
11.6 KN ONLY

AC PORT
UNCLAMP D/A

   VENT S/A
BREATHER
PROVIDED

AC CLAMP OR
PORT DEVICE

적합한 실링을 위하여, 표면의 
평탄도는 0.08 mm이내여야 
하며 표면 최대 거칠기는1.6 
μm Ra

TuffCam™  스윙 클램프

하단 플랜지 

C-8



© Vektek 2019년8월 Koreasales@vektek.com www.vektek.com

*TuffCam™ is a trademark of Vektek.

참고:  암의 길이와 앞력의 제한은  
````````   Page O-3을 참고하세요.

n 보다 정밀한 암 위치를 위한   
 세개의 캠,원활한 회전, 캠   
 표면의  낮은 접촉 압력
n	로터리 기능을 위한 특허    
 등록된 스테인레스 볼 시트,   
 캠  팔로워 와 동/정지    
 마찰감소
	

n 향상된 캠 홈 연결힘이    
 스테인레스 스틸 스프링에   
 힘을 싣는다
n 볼의 소재인 탄화 텅스텐은    
 현존하는 강한 소재중 하나   
 입니다

Tuffcam™ 로우  프로파일 스윙 
클램프 캠 팔로워 디자인

 Vektek 의 Tuffcam™ 로우 프로파일 스윙 
클램프는 요구하는 스피드와 정밀한 위치 ,무거운
암 적용 과 혹은 클램핑 용량이 33 kN까지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러한  로우 프로파일 트라이- 
캠 디자인 클램프는, 특허받은 캠 플로워 시트와 함께 
위치를 잡고 클램프 하신 시간이 일초이거나 그보다 
더 빠릅니다. 큰 암을 조정할때에  쉽우며 클락킹 특색이
 반영이 되어 유지보수와,교체, 고정등의 설정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Tuffcam 핵심 혁신은 특허받은 캠 볼 시트이며,
내구성 강화 및 마모성을 절감시켜줍니다. Vektek 의 
V - 그루브 기술을 접목한 스테인레스 스 틸 볼 
시트 와 스테인레 스 스틸 스프링이 클램프의 
고정마찰을 줄여 클램프 브레이크웨이 와 사용기간을 
연장시켜 줍니다.

n 가능한 바디 스타일 
-  상단 플랜지

  -  상단 플랜지 롱 스트로크 (복동 전용)
  -  하단 플랜지
     -  로우 프로파일 로드 위치 감지
  -  로우 프로파일 자석 위치 감지
n 단동 과 복동  모델 가능 단동모델은 더 높은 배압     
지원으로확동을 위한 향상된 스프링 힘을 갖는다.
n BHC™ 긁힘 방지를 위한 경질 블랙 코팅이 된 실린더 바디
n 표준 플루오로 카본와이어는 개선된 절삭유 호환성
n 클락킹 특징은  표준 Vektek 암 사용

Tuffcam™ 로우 
프로파일 스윙 클램프

* 더욱 강력해진 캠
* 더욱 강해진 단동 스프링
* 정밀한 스윙 각도
* 클락킹

TuffCam™ 스윙 클램프

로우 프로파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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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ffCam™ Low Profile Swing Clamp Arm Clocking Feature

Views shown apply to Double and Single Acting TuffCam™ Top and Bottom Flange models.
�

Three counter sunk Ø 4.8 x 90° clocking feature drill points are shown in the clamped position.
�

The three clocking features are equally spaced 120° apart.

TuffCam™클락킹
 Vektek 클램프 라인에 3개 이상의 클락킹 특색을 추가하였습니다. 
고객이 암 교체시간의 단축과 기능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클락킹의 
기능을 위하여 요청해 왔습니다.

Vektek 요청을 적극 반영...

  드릴은  각 클램프의 위치는  암 로케이션의 특정 위치에 표준화 
되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 차 오리엔테이션 드릴 포인트는 해당 
특정위치와 각각의 위치 부터 120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암의 후면과 
측면에서 포지셔닝을 할 수 있어 사용자가  필요한 개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각 각의 암은 고유 사양이 있습니다.  

Vektek
Swing 
Restrictors
Page C-29
 

45º

60º

30º

90º

CLAMP
POSITION

TuffCam™ 스윙 클램프의 클램프 
시간 및 유량

스윙 클램프
 용량 
(kN)

표준 암 연장 암

클램프 허용 
최고 속도

(sec.)

최대 허용
 유량율 

(cm³/min)

클램프 허용 
최고 속도

(sec.)

최대 허용
 유량율 

(cm³/min)

2 0.2 276 0.5 110
5 0.3 764 0.7 327
11 0.4 1785 0.8 893

로우 프로파일 TuffCam™

22 0.5 2544 1.0 1272
33 0.5 4116 1.0 2058

ILMV150203  REV E
참고: 암 길이와 압력 제한은  페이지 를O-3을 참고하세요.

아래의 유량값은  권장 최대치이며, 
클램프 속도는 권장 최소치입니다.
 -  상단과 더블 암의  경우 연장 암 값을   
 참고하십시오
 -  커스텀 암을 사용할 경우 연장 암의 유량  
  값과 속도는 단순한 참고치 입니다.
 -  커스텀 암의 구조에 따라 클램프의 실제  
  위치 속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사용자  
  테스트를 통하여 적정 속도를 정해야   
  합니다.  

TuffCam™ 스윙 클램프

로우 프로파일 클락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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