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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모터
AIR MOTOR

MODEL : VA SERIES
사용설명서

Manufactured by Sanei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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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산에이의 VA 에어모터는 압축공기로 작동하는 회전식 밴 타입 에어모터 입니다.
시계방향과 반시계 방향 타입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올바른 작동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니, 모터의 최대성능에 대해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

2. Specifications
(정격 압력이 5kgf/㎠)

주목 : 이런 사양에서는 에어 배기구를 열고 급기구 앞 오른쪽 방향에서 압력을 측정한다.
머플러가 장착됐거나 에어기구가 파이프라이에 인스톨 됐을 때, 성능은 대략 70%까지 떨어
질 것이다. 한계를 고려해 적절한 타입을 선택한다.

3. 마운팅
(1) 마운팅 방향이 자유로움 – 위, 아래, 오른쪽, 왼쪽
(2) Face, Flange, Base 마운팅 타입이 있다.
(3) 에어모터회전 방향은 고정된다. “L”과 “R”타입의 회전방향, “IN”과 “OUT” 포트의
사이의 관계는 오른쪽으로 보여진다. 파이핑 전에 이를 확인한다.
(4) 아웃풋샤프트(Output shaft)의 허용 래디얼 로드와 스러스트 로드는 오른쪽 테이블
에 있는 밸브보다 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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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이핑
(1) 직경이 작은 파이프와 긴 배관 거리는 압력 손실을 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제공된
성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파이프는 에어모터 커넥션 포트보다 한 사이즈
정도 크거나 같아야 한다.
(2) 습기을 많이 포함한 압축 공기는 구조물을 녹슬게 하거나 머플러를 얼게 하며, 성
능을 떨어뜨린다. 파이프 라인에 습기 제거기(water separator) 나 에프터 쿨러
(after-cooler)를 설치한다.
(3) 파이프 안의 먼지나 습기는 고장의 원인이 된다. 에어필터를 설치한다.
(4) 레귤레이터와 스피드 컨트롤러는 에어모터의 회전과 토르크의 수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에어공급 쪽(meter in circuit) 파이프라인에 필수적으로 그것들을 설치한
다. 에어기구 같은 커넥션 사이즈는 또한 에어모터 포트보다 한 사이즈 크거나 같
아야 한다.
(5) 에어모터에 파이프를 연결하기 전에, 에어를 불어넣어 파이프의 먼지를 제거한다.
(6) 소음이 제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머플러를 장치한다. 머플러 성능은 충분 해
야 한다. 불충분한 성능은 압력을 소비하고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5. 윤활
윤활 오일은 밴 모터의 에어 서플라이에 넣어야 한다. 라인 오일러를 장치한다.
JIS K2213 터빈 오일 타입2(ISO VG32)에 상당하는 윤활류를 사용한다.

<윤활유 리스트>

<라인 오일러 오일 방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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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 시 주의할 점
(1) 처음 작동 전, 윤활류 5방울 정도를 에어 급기구에 떨어뜨린 후 파이프와 연결한다.
(라인 오일러를 장치하는 곳의 경우도 이와 같다.)
(2) 장시간 무부하 상태에서의 고속 작동은 실제로 에어모터의 수명을 줄인다. 가능하
면 모터 스피드는 2000R.P.M. 이거나 그 이하 이여야 한다.
(3) 지나친 저속 운행은 맥동의 원인이 되거나 모터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4) 시작 토르크는 대략 정격의 1.2배이다. 지나친 과부하는 모터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5) 주변 온도는 –10℃ 에서 +70℃여야 한다.

7. 유지보수
7-1 보관
모터가 장시간동안 휴면상태라면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녹방지 오일을 넣고 에어 급기구와 배기구를 틀어막는다.
(2) 습기가 없는 장소에 모터를 보관한다.
(3) 비나 이슬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7-2. 분해
VA 모터의 분해와 조립은 전문기술을 요한다.
밴을 교체하거나 모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회사나 대리점에 연락하십시오.

PAR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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