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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UP CYLINDER / LINEAR GUIDE

PPU-H Series

특

NEW

징

■ 고정도 가이드 내부에 진공관로를 형성시킨 초소형 진공 픽업 실린더

■ 위치결정핀 장착이 가능한 블럭형 Connector 적용으로 높은 위치정밀도 실현
■ Guide Rod 습동부에 Ball Bearing 채택으로 고정도 및 고속응답성 발휘
■ 취부형태의 다양화 (3방향 취부)

■ Picker End 부위에 완충기능 부여 공작물과의 위치결정 및 충격방지 효과
■ 전기소재 및 반도체 칩 등의 소형부품 Handling 시 적합
■ 위치확인용 Auto Switch 부착 가능

주문형식

PPU 06H - 10 - A2 L S
①

① 기본형식

② 실린더경
기 호
06H
④ Auto Switch 사양
기 호

무기호
A2
A2C
A2V
B2
B2B
B3B
B3C

실린더경(mm)
6
Switch 종류
자기감지 유접점
자기감지 유접점
자기감지 유접점
자기감지 무접점
자기감지 무접점
자기감지 무접점
자기감지 무접점

②

④

⑤

⑥

③ 표준행정
기 호 (=표준행정(mm))
05, 10, 15, 20, 25, 30
배 선
배선방식 배선방향
2선식
2선식
2선식
3선식
2선식
2선식
3선식

횡취출
횡취출
종취출
횡취출
횡취출
종취출
종취출

﹡종취출 배선방향 센서 적용 시, 외부 돌출에 주의 바랍니다. (Auto Switch 기술자료 참조)

⑤ Auto Switch 배선 길이
기 호
무기호
L

③

배선 길이
1M
3M

부하전압
DC
Auto Switch 없음
100V
24V
100V
24V
100V
24V
24V (5~28V)
24V (10~28V)
24V (10~28V)
24V (5~28V)
AC

AC

부하전류
DC

5~20mA
5~20mA
5~20mA
-

보호등급 동작시간

5~40mA
5~40mA
5~40mA
50mA 이하
50mA 이하
50mA 이하
50mA 이하

⑥ Auto Switch 수량
기 호
무기호
S

IP 67
IP 67
IP 67
IP 67
IP 67
IP 67
IP 67

1ms
1ms
1ms
1ms
1ms
1ms
1ms

수 량
2개
1개

﹡행정거리 별 장착가능 Auto Switch 수량이 상이하오니 하단 표 내용 참고 바랍니다.
※ 행정거리 별 장착 가능 자기감지 Auto Switch 수량
행정거리(mm)
05, 10, 15, 20
25, 30

수 량
1개
2개

﹡2개의 Auto Switch 장착 시,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장착이 필요합니다. 배선 방향에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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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양

실린더경(mm)
로드경(mm)
표준행정(mm)
이론추력(kgf)

형 식

P : 사용공기압(kgf/㎠)

배관접속구
본체중량(kgf)
충격완충행정(mm)
사용유체
사용압력(kgf/㎠)
사용윤활
사용온도(℃)
작동방식
위치정도(mm)
Guide방식

전진
후진

5

10

15

0.04

0.04

0.05

PPU06H
6
3
0.28×P
0.21×P
M3

20

25

0.05
0.09
2
주1)
청정공기
1.5 ~ 7 (보증 내압력 : 9.2)
주2)
불필요 (급유시 터어빈오일 1종 ISOVG 32)
5 ~ 60
복동형
± 0.01
Linear Guide

30
0.09

주1) 청정공기 : 3~10㎛의 여과도를 거친 99.9%의 액상유분 및 과포화 수분 0.3%의 고형물질을 함유하는 청정도의 공기
주2) 보증 내압력 : 무부하 상태로 1분간 상기압력을 가압했을때 부품에 이상이 발생되지 않는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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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U-H Series

05

10

15

20

25

30

PPU06H-05,10

5

2-M2.5 DP5

+0.02
0
DP3

VACUUM PORT-M3

FORWARD
AIR PORT-M3

MAX:18.5
MIN:8.5

FORWARD :83
BACKWARD:73

12

3

7

47

12

12

8

20

2-Ø3

+0.02
0
DP3

5

10

17.5

2x2-M3 thru

20

24.5

MAX:13.5
MIN:8.5

2-M3 DP3.5

FORWARD :78
BACKWARD:73

PPU06H-05 TYPE

3

3.4

PPU06H-05,10 Auto Switch 장착 예

AUTO SWITCH

AUTO SWITCH

1.3

10

4.5

20.5

6.5~4.5
(CUSHION)

11

14.5

21

25

29
4

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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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Ø2 -0.02

18

Ø1.5 thru

10

2x2-Ø3

2

BACKWARD
AIR PORT-M3

05

10

15

20

25

30

PPU06H-15,20

2x2-Ø3

2x2-M3 DP5

+0.02
0
DP3

VACUUM PORT-M3

9

FORWARD
AIR PORT-M3
21

25

19

11

14.5

17.5

MAX:28.5
MIN:8.5

9

12

26
48

FORWARD :111
BACKWARD:91

12

18

8

26

3

7
10

65

2-Ø3

BACKWARD
AIR PORT-M3

+0.02
0
DP3

5

10

6.5~4.5
(CUSHION)

5

4.5

9

10

4

21

0

29

10

18

Ø1.5 thru

2
Ø2 -0.02

5

2-M2.5 DP5

MAX:23.5
MIN:8.5

2-M3 DP3.5

FORWARD :106
BACKWARD:91

PPU06H-15 TYPE

3

3.4

PPU06H-15,20 Auto Switch 장착 예

AUTO SWITCH

1.3

10

AUTO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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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U-H Series

05

10

15

20

25

30

PPU06H-25,30

6.5~4.5
(CUSHION)

13
17.5

16

36

58

MAX:38.5
MIN:8.5

93

FORWARD :149
BACKWARD:119

20

2-Ø3

+0.02
0
DP3

6

12

18

2x2-M3 DP5

MAX:33.5
MIN:8.5

8

20

20

3-M3 DP3.5

FORWARD :144
BACKWARD:119

PPU06H-25 TYPE

3

4.7

PPU06H-25,30 Auto Switch 장착 예

AUTO SWITCH

AUTO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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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2

14.5

29

FORWARD
AIR PORT-M3
22

27

0

5

22
9
12

6

3

9

4.5

VACUUM PORT-M3

29

18

2

15.5 8.2

Ø1.5 thru

+0.02
0
DP4

Ø2 -0.02

6

10

2-M2.5 DP5

2x2-Ø3

BACKWARD
AIR PORT-M3

취부형태

2. 실린더 몸체 탭 취부형

L

1. 실린더 몸체 탭 취부형

L

사 양

PPU06H

사용볼트

M3×0.5

적정 체결 토오크
kgf·cm

﹡측면 취부 시 센서 돌출에 의한 간섭 주의 바랍니다.

11

최대나사깊이
L (mm)
9

사 양

PPU06H

사용볼트

M3×0.5

적정 체결 토오크
kgf·cm
11

최대나사깊이
L (mm)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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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세요.

공기압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상 주의사항

주의 (Caution)

여기에 나타낸 주의사항은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며 사용자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험한 재해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
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재해나 손해의 크기 등 긴급함의 정도에 따라 다음의 세가지(주의, 경고, 위험)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중요 내용
이므로 주의 깊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Caution)

취급을 잘못하면 경상을 입든지, 또는 물적 손해만이 발생되는 위험한 상태로 여겨지는 경우

위험 (Danger)

긴급한 위험 상태로 만약 피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
또는 물적 손해가 여겨지는 경우

경고 (Warning)

취급을 잘못하면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위험한 상태로 여겨지는 경우

“주의”에 기재한 사항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중대한 결과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중요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전상의 주의사항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점 양해 바랍니다.

경고 (Warning)
❶ 본 제품은 일반 산업용 장치, 부품으로서 설계, 제조 된 제품입
니다. 따라서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진 사람이 취급해 주시길 바
랍니다.
압축 공기는 취급을 잘못하면 매우 위험 합니다. 그러기에 공기압기
기를 사용한 기계 장치의 조립이나 유지관리 등은 충분한 지식과 경
험을 가진 사람이 취급하기 바랍니다.

❷ 제품의 사양 범위 내에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카탈로그에 기재된 제품은 압축 공기 시스템에 있어서만 사용 되
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품 고유의 사양 범위 이외의 압력이나 온도에서는 파손이나 작동
불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❸ 공기압에 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 규격, 법규 등을 준
수 해 주시길 바랍니다.
 S B 6376 (공기압 시스템 통칙)
K
JIS B 8370 (공기압 시스템 통칙)
ISO 4414 (Pneumatic flui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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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사항
❹ 공기압기기는 적합하게 선정해 주십시오.

본 카탈로그에 수록되어 있는 제품은 사용 조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그 시스템의 적합성의 판단은 공기압 시스템 설계자 또는 그 사양을
결정한 책임자에 의해서 분석이나 시험을 한후에 결정해 주시길 바
랍니다.
시스템의 안전성 보증에 관한 책임은 그 사양을 결정한 사람의 책임
에 있습니다.

❺ 안전을 확인할 때 까지는 본 제품의 취급 및 기기의 분해, 해체를
절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공기압기기를 사용한 기계, 장치를 가동 또는 재가동하는 경우, 구동
물체의 낙하방지 대책 및 순간돌출 방지 대책 등 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전에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각 시리즈의 개별 주의 사항도 읽어 주십시오.

공기압 엑추에이터 안전상 주의사항 ❶

경고 (Warning)
■ 공기압 실린더는 기계 습동부의 동작이상 등으로 힘의 변화가 생
길 경우 오동작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손발이 끼는 등 인체에 상해가 발생하거나 장비의 파손이 발
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구동기계를 부드럽게 운동하도록 조정하여 인
체에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인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호 커버 등의 안전
기구물을 부착하여 주십시오.

부하 및 실린더의 운동 부분이 인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체가 그 위험 부분에 직접 닿지 않는 구조로 하여 주십
시오.

■ 실린더의 고정부나 연결부가 풀리지 않도록 확실한 체결을 하여
주십시오.
작동 빈도가 많거나 진동이 큰 장소에서 실린더를 사용할 경우 풀리
지 않도록 확실한 체결을 하여 주십시오.

■ 충격 완충기 및 감속회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하의 이동속도가 빠르거나 질량이 큰 경우에는 실린더의 자체 쿠
션만으로는 충격의 흡수가 곤란하므로 쿠션 직전에 충격 완충기를
설치하거나 감속 회로 등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
계 장치의 강성도 또한 충분히 검토를 하여 주십시오.

■ 정전 등으로 회로 압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고려해 주십시오.

설계상 주의사항
■ 동력원의 고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공기압, 유압, 전기 등의 동력원으로 제어되는 장치들은 이러한 동력
원이 고장이 나는 경우에도 인체나 기계 장치에 상해나 파손이 되지
않는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 부하가 튀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로 하여 주십시오.

배기 센터형의 방향제어 밸브를 사용하여 실린더를 작동시키는 경우
잔압 배기후에 재가동을 하면 실린더내의 공기가 배기된 상태에서
피스톤의 한쪽에 압력이 가해지면 구동물체가 고속으로 돌출되는 경
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손발이 끼는 등 인체에 상해를 주거나 기
계 장치에 파손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손상을 일으
킬 소지가 있는 순간적인 급출발 방지책을 세워 주십시오.

■ 비상 정지시의 작동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인위적으로 정지 시키거나 정전등의 시스템 이상으로 안전장
치가 작동하여 기계 장치가 정지시에 실린더의 작동으로 인체나 기
계장치에 상해 또는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비상 정지, 이상 정지 후에 재가동을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주십
시오.

재가동으로 인하여 인체나 기계 장치에 상해 또는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한 실린더를 처음의 위치로 재셋팅할 필요
가 있는 경우 안전한 수동 제어 장치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클램프 기구에 실린더를 사용할 경우 정전 등으로 회로의 압력이 저
하되면 클램프의 힘이 저하되어 부하가 이탈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
체나 기계 장치에 상해나 파손이 되지 않는 안전장치를 고려하여 설
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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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에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각 시리즈의 개별 주의 사항도 읽어 주십시오.

공기압 엑추에이터 안전상 주의사항 ❷

주의 (Caution)
■ 제품의 충분한 사양 검토를 하여 주십시오.

본 카탈로그나 취급 설명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조건과 환경에서
의 사용을 비롯하여서 항공시설, 연소장치, 레저장비, 안전기구 등의
인체상에 상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경우 등의 특별히 안
전성이 요구되는 용도의 사용을 검토할때는 충분한 사양 검토를 한
후에 적용하여 주십시오.

■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스트로크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본 카탈로그에 명기되어 있는 각 제품의 최대 스트로크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피스톤 로드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최대
스트로크는 본 카탈로그에 명기 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여 주십시오.

선정시 주의사항
■ 스트로크가 긴 실린더에서는 중간에 보강대 등을 설치하여 주십
시오.

실린더의 스트로크가 긴 경우에는 로드와 실린더실의 처짐, 진동이
나 외부의 하중에 의한 로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에 보강대
등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 피스톤이 스트로크 끝에 충돌하여 파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
용하여 주십시오.

관성력을 가진 피스톤이 스트로크 끝에서 커버에 충돌하여 정지시에
는 파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되지 않는 범
위는 실린더의 기종 선정 방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실린더의 구동속도 제어 등은 스피드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주십
시오.
구동속도 제어는 저속에서부터 서서히 증가시켜 원하는 속도로 증가
시켜 주십시오.

경고 (Warning)
■ 제품의 충분한 사양 검토를 하여 주십시오.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제품은 압축 공기원으로만 사용되도록 설계 되
어져 있습니다. 사양 범위 이외의 압력이나 온도 에서는 파손 또는 작
동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또한 압
축공기 이외의 유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당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검토를 하여 주십시오.

실린더를 기계장치의 진동이나 충격 완충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시에는 상해나 기계 장치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위험 (Danger)
■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① 기계장치에서 매우 안정성이 필요로 하는 요소.
② 인체와 인간의 생명을 유지 또는 관리에 관련되는 의학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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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시 주의사항
■ 중간 정지에 대한 검토를 하여 주십시오.

3위치의 배기 센터형의 방향제어 밸브에서 실린더를 중간 정지 시킬
경우에는 공기의 압축성으로 인하여 정확한 중간 제어를 할 수 없습
니다.
또한 밸브나 실린더는 공기의 누설을 완벽하게 보증하지 않으므로
장시간의 정지 위치는 곤란 합니다.
장시간의 중간 정지 위치가 필요시에는 당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선정시 주의사항

사용전에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각 시리즈의 개별 주의 사항도 읽어 주십시오.

공기압 엑추에이터 안전상 주의사항 ❸

주의 (Caution)
■ 피스톤 로드에는 비틀림, 굽힘 강도를 초과하는 과부하는 가해주
지 마십시오.

제품의 수명 저하, 로드, 튜브의 이상 마모 및 파손 등의 원인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 실린더 내경 및 피스톤 로드 운동부에 물건을 부딪히거나 상처,
흠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실린더 내경은 정밀한 공차로 관리되고 있으며 조금의 상처나 변형
에도 작동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피스톤 로드 등의 운동부에 상처나 흠집 등이 있으면 패킹류의
파손을 초래하게 되어 공기의 누설로 인한 작동 불량의 원인을 초래
하게 됩니다.

■ 피스톤 로드에 편심이나 횡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편심이나 횡하중이 실린더의 로드에 직접 작용하게 되면 작동 불량
이나 패킹에 손상에 의한 공기의 누설이 생기게 됩니다.

경고 (Warning)
■ 유지보수 공간을 확보하여 주십시오.

제품을 설치할때 그 주변에 적정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여 주십시오.
공간이 부족하면 일일 점검이나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며 제품 작동 불량이나 피해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 Auto Switch의 리드선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Auto Switch의 리드선에 상처를 내거나 과도하게 구부리면 전류 누
설 또는 연결에 결함이 생겨서 전기적인 쇼크, 화재 또는 비정상적인
동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실린더에 장착되는 Auto Switch는 외부 자기장 영역에 두지 마
십시오.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Auto Switch 작동에 문제가 생기면 예기치
않은 움직임으로 인체에 상해가 발생하거나 기계 장치에 파손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사용전 시험 운전을 하여 주십시오.

장치가 48시간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거나 재고로 오랜 시간 보관되
어 있을 경우 움직임에 이상이 있을수 있으므로 초기 작동시에 동작
을 위한 사용 시험 운전을 하여 주십시오.

설치시 주의사항
■ 외부 가이드를 사용할 경우, 로드 선단부와 부하의 연결은 스트
로크의 모든 위치에서 뒤틀림이 없게 접속해 주십시오.
■ 작업중 주의사항.

제품에 앉거나 밟지 마시고, 다른 물건을 올려 놓지도 마십시오.
떨어지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 작업중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설치시에 예기치 못한 공기나 전기 등을 공급하지 않도록 작업 중을
알려주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갑작스런 사고에 인체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 제품 설명서를 숙지하여 주십시오.

각 시리즈의 제품에 대한 취급 설명서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
여 주십시오.

설치시 주의사항
■ 중량이 무거운 제품 취급시 주의 하십시오.

고중량의 제품 운반이나 취부시에는 중간에 보강대를 설치하여 작업
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실린더 로드에 무리한 횡하중을 가하지 마십시오.

실린더 로드의 부시부에는 실린더 내경 16mm 이하의 경우에는 주
어지는 압력에서 발생하는 실린더 추력의 1/40, 실린더 내경이
20mm이상의 경우에는 주어지는 압력에서 발생하는 실린더 추력의
1/20 이상의 횡하중을 가하지 마십시오.

■ 안전 밸브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실린더에 외부 힘으로 인해 압력이 상승할때 정격 압력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압력 초과로 인하여
실린더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나사 체결 및 체결 토오크를 준수하여 주십시오.

설치시 적정한 토오크로 나사를 체결하여 주십시오.

PICK UP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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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에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각 시리즈의 개별 주의 사항도 읽어 주십시오.

공기압 엑추에이터 안전상 주의사항 ❹
설치시 주의사항

경고 (Warning)
■ 제품에 수분이 닿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제품에 물을 뿌리거나 물로 닦는 경우 또는 수중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오동작으로 인해 인체상의 상해, 전기적인 쇼크, 화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제품을 부착시에는 안전하게 고정 되었는지 필히 확인하여 주십
시오.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불안전한 작동은 인체상의 상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제품이 작동하고 있을때는 손으로 만지거나 접근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작동중에는 내부, 부착된 기구물에 어떤 조절도 하지 마십
시오. 구동기기가 갑자기 움직여 다칠 수도 있습니다.

설치시 주의사항

주의 (Caution)
■ 배관 전의 조치사항.

배관전에는 충분히 에어를 투입하여 세정을 확실히 하여 관내의 칩
찌거기나, 절삭유, 먼지 등을 제거하여 에어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 테프론 테이프 감는 요령.

배관 접속시 테프론 테이프를 감는 요령은 배관의 나사 부분 끝단에
서 2산이상 내측 위치로부터 나사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감아주도록
하십시오. 배관시에 테프론 테이프가 기기에 들어가면 에어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쿠션 조정시 주의사항

주의 (Caution)
■ 쿠션 조정은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재조정하여 주십시오.

실린더의 쿠션 조정은 제품 출하시에 조절되어 있으나 사용 할때는
작업 환경에 따라서 부하의 크기, 실린더의 작동 속도 등에 따라서
쿠션을 재조정해 주십시오.
쿠션 조정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오리피스 홀이 작아져 쿠션

■ 급유 타입의 실린더의 경우

회로중에 루브리케이터를 설치하여 터빈유 1종 ISOVG 32를 급유하
여 주십시오. 스핀들유나 기계유 사용시에는 패킹 손상의 원인이 되
어 공기가 누수될 수 있습니다.

■ Shock Absorber 사용시 주의사항

■ 쿠션 니들은 완전히 닫아 있는 상태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적용되는 패킹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무급유 타입의 실린더의 경우

무급유 상태에서 사용 가능하며, 급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급
유를 할 경우 미리 도포한 윤활제가 유실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속적
인 윤활이 필요합니다. 급유를 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터빈유 1종
ISOVG 32를 급유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Shock Absorber 및 Auto Switch 사용시 주의사항

실린더의 사용 가능 온도(5~60℃)를 준수하여 사용해야 정상적인
충격흡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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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조절후에는 Lock Nut 등을 이용하여 조정된
쿠션 영역이 풀리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급유시 주의사항

주의 (Caution)

주의 (Caution)

테프론 테이프 감는 요령

■ Auto Switch 사용시 주의사항

과도한 외력이나 충격이 발생되거나 절삭유, 분진 등의 환경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사용전에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각 시리즈의 개별 주의 사항도 읽어 주십시오.

공기압 엑추에이터 안전상 주의사항 ❺

주의 (Caution)
■ 에어 필터를 장착하여 주십시오.

여과도 5㎛ 이하의 에어필터를 밸브 근처의 상류측에 부착하여 주십
시오.

■ 에어 드라이어를 장착하여 주십시오.

공기의 질에 관한 주의사항
■ 사용하는 온도에 대해서는 사양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기압기기를 5℃ 이하의 저온에서 사용할 경우 압축공기중의 드레
인이나 수분 등이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 패킹의 손상 및 작동 불량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드레인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압축공기는 공기압기기의 작동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 드라이어 또는 에어 Catch 등을
설치하여 드레인 발생을 감소시켜 주십시오.

경고 (Warning)
■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그 사용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 Auto Switch를 사용할 경우 자성체의 접근에 주의하여 주십
시오.

위험 (Danger)

사용 환경에 관한 주의사항
■ 분진이 많은 장소, 수분이 많은 장소 또는 유분이 많은 장소
에서는 로드 부위에 보호 커버 등의 방지책을 마련하여 주십
시오.

사용 환경에 관한 주의사항

■ 사용 환경에 대한 점검.

이 제품은 폭발에 대한 예방이 증명되어 있지 않으므로 폭발성 분위기의 장소에서는 그 사용을 금하여 주십시오.

경고 (Warning)
■ 보수점검은 취급 순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취급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기계 장치의 파손이나 작동 불량의 원
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취급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보수 전 점검 사항.

부하의 낙하, 처짐 또는 돌출 방지 대처 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압축공기와 전원을 차단하여 시스템 내의 잔압을 배출 한 후 실시해
주십시오. 만약 실린더내에 잔류 공기 압력이 남아 있으면 구동기기
가 갑자기 작동하여 인체상의 상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Caution)

유지 보수시의 주의사항
■ 보수 후 점검 사항.

재가동시에는 돌출 방지 조치를 확인하고 공기압 시스템에 압축 공
기나 전원을 공급하여 적절한 기능 점검 및 누설 검사를 시행하여 주
십시오. 만약에 누설이되어 기기가 작동이 되지 않을 때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실린더의 분해 및 개조 금지.

본 실린더를 사용 목적 이외에 분해 및 개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로 인해 비정상적인 작동을 할 경우 인체상의 상해, 전기적 쇼크, 화
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시의 주의사항

■ 수시 점검 사항.

일상적인 수시 점검을 하여 공기압기기의 내구성과 기능의 저하 등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십시오.

PICK UP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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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에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각 시리즈의 개별 주의 사항도 읽어 주십시오.

PICK UP CYLINDER 공통 주의사항 ❶

주의 (Caution)
■ 레일의 V 홈부는 Ball Bearing이 마찰되는 부분이므로 타격으로
인한 상처 등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실린더 몸체 취부면에는 타격이나 긁힘 등을 입히지 않도록하여
주십시오.

 부면에 상처가 나면 평면도가 나빠져서 흔들림 발생과 마찰 저항
취
등의 증가에 따른 작업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커넥터 조립시 적정 체결 토오크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의 (Caution)
■ 제품 선정시에 부하는 사용한계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선정에서 각 실린더경에서 주어지는 최대 적재 부하율을 기준
으로 선정하여 주십시오. 사용 한계 이상으로 사용하면 가이드부에
편하중이 발생하여 가이드부의 흔들림의 원인, 정도의 악화 등 실린
더 수명에 악영향을 끼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과대한 외력이나 충격을 주게 되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각 시리즈를 선정시에는 본 카탈로그의 사양서를 참조하십시오.

실린더 선정시에는 본 카탈로그의 사양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올바른
사용 온도 및 압력의 범위 내에서 실린더를 사용하게 되면 오작동 및
고장의 원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 (Caution)
■ 진동이나 충격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작동 불량의 원인
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사용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린더 몸체와 회전 방지 플레이트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
도록 하여 주십시오.

에어 투입시 실린더 출력이 크기 때문에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실린더의 개폐 속도 제어는 스피드 콘트롤러를 사용하십시오.

스피드 콘트롤러를 사용할 경우는 낮은 속도에서 점점 원하는 속도
로 제어하여 주십시오.

■ 실린더 내경 및 피스톤 로드 운동부에 물건을 부딪히거나 상처,
흠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실린더 내경은 정밀한 공차로 관리되고 있으며 조금의 상처나 변형
에도 작동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피스톤 로드 등의 운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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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부시 주의사항
■ 실린더 취부시의 나사 체결은 적절한 길이의 나사를 사용하여 적
정 체결 토오크 이하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관련사항은 취부 형
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적정 범위 이상의 치수로 나사를 체결하면 작동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나사 체결 부족은 위치가 어긋나거나 워크물의 낙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석에 영향을 받는 물체는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실린더 내부의 피스톤 부에는 자석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자석에 영
향을 받을 수 있는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등을 가까이 두지 마십
시오.

선정시 주의사항
■제
 품의 구조상 후진(닫힘)시 슬라이더(테이블)이 다소 유격이 있
을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제품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진공 압력 저하에 따른 안전 대책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정전이나 진공기기의 트러블로 인하여 진공 압력이 저하되면 진공
패드가 흡착력을 잃어 버리게 되어 업-다운 이송중에 워크가 낙하하
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하 방지용 가이드 설치 등의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적정한 흡입 유량의 이젝터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젝터의 흡입 유량이 적으면 흡착 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배관이
너무 길거나 굵은 경우는 흡착 응답 시간이 늦어지므로 가장 짧은 직
선의 최단거리로 배관처리하여 주십시오. 또한 배관에 상처가 생기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용 환경 및 취급 주의사항
상처나 흠집 등이 있으면 패킹류의 파손을 초래하게 되어 내부 공기
의 누설로 인한 작동 불량의 원인을 초래하게 됩니다.

■ 주위에 고온의 열원이 있는 경우는 그 복사열로 인하여 제품 온도
가 상승하면서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호 커버 등을 설치
하여 열원을 차단하여 주십시오.
■ Ball Bearing Guide부의 안정성을 위해서 내식성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Guide 부에 물방울이 생길수 있는 습한 환경에서는 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식성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 실린더의 습동부에 정기적으로 윤활제를 보충하여 주십시오.

정기적으로 실린더의 습동부에 윤활제를 보충하여야만 수명을 더욱
연장 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전에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각 시리즈의 개별 주의 사항도 읽어 주십시오.

PICK UP CYLINDER 공통 주의사항 ❷
사용 환경 및 취급 주의사항

주의 (Caution)
■ 실린더 끝단에 워크 픽업시 충격 완충 및 위치 결정 효과에 도움을
주는 압축 Spring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실린더에서 분해하여 사
용하지 마십시오.
Spring은 소모성 부품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흡수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견되면 반드시 교체 사용하여야 합니다.
압축 SPRING 내장

■ 청정공기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진공관로가 이물질이나 분진 등으
로 막혀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청정공기를 사용하십시오.
■ 분진, CHIP 등의 이물질과 절삭유 등의 액체가 직접 뿌려지는 환
경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흔들림 발생 및 마찰저항의 증가, 공기 누설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당사와 협의하여 적정한 보호 커버를 설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터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모터측 케이블이 움직이지 않도록
가급적 고정된 상태에서 작동하여 주십시오.
■ 워크 형상이나 재질에 따라 사용할 진공 패드를 적정히 선정하여
야 합니다.
■ 실린더의 고정부나 연결부가 풀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체결하여
주십시오.
작동빈도가 많거나 진동이 큰 장소에서 실린더를 사용할 경우 풀리
지 않도록 확실한 풀림 방지 체결을 하여 주십시오.

실린더 및 장비의 움직임으로 전선이 흔들리거나 크게 꺾일 경우 전
선(특히 모터 - 케이블 접속 부분)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모터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구동축을 강제로 돌리지 마십시오.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모터축에 외력을 가해 돌리면 보호기능으로
알람이 발생하여 동작을 멈춥니다.
이럴경우 드라이버의 에러클리어 기능을 사용하거나 전원을 재투입
해 주십시오.

Auto Switch 적용시 주의사항

주의 (Caution)

자 성 체

■ 실린더 Auto Switch 근처에 철판 등의 자성체가 있는 경우는 실
린더에 장착된 Auto Switch의 오동작이 일어날 소지가 크므로 실
린더의 표면에서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어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여유공간 10mm 이상 유지)

■ 실린더 조립시 서로 근접하여 있으면 실린더에 장착된 Auto
Switch의 오동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여유 공
간을 두어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불가피하게 적정 치수 미만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철판이나 자기 차
단판을 Auto Switch에 근접한 실린더의 상대위치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에 문의 바라며 이러한 차단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Auto Switch 오동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0mm 이상

■ 실린더에 Auto Switch 적용시 오작동 방지를 위해 반드시 취부용
볼트로 스테인레스 계열의 재질을 사용하시고 부득이 일반볼트를
사용시에는 자성 탈자를 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A

B

※ 실린더 최대근접거리
사 양

PPU06B, PPU12B

PPC06

자기감지
마이크로 포토

PPR10
PPRL10 (A, B타입 교차 사용시)
PPR13
PPRL13 (A, B타입 교차 사용시)

A (mm)
8
8
10.2
0.2

B (mm)
20
28
18
8

8

24

6.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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