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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를 읽고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관하십시오 
 

 

이 장치에서 작업을 하거나 작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설명서를 주의깊게 읽고 숙지하십시오. 이 
설명서의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이는 고장 없이 안전하게 작동하고 만약 있을지도 모르는 
결함에 대한 클레임에 대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전제조건입니다. 

장치 취급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고, 이 설명서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없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Getriebebau NORD GmbH & Co. KG에 문의하십시오. 

이 설명서의 독일어판이 원본입니다. 독일어 설명서가 항상 기준입니다. 이 설명서가 다른 언어로 
제공되는 경우 원본 설명서의 번역입니다. 

필요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이 설명서를 장치 가까이에 보관하십시오. 
Pos: 5 /Anl eitung en/El ektr onik /FU und Starter/0.  Pr olog/_Pr olog: Anleitung lesen_Ergänzung für all e Ger äte außer Safety [M ot,  Getr. , FU] @ 87\m od_1649858437113_1605122.docx @ 2904593 @  @ 1  
귀사의 장치에는 인도 시점에 적용되는 이 설명서의 버전을 사용하십시오. 현재 적용되는 설명서 
버전은 www.nord.com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Pos: 7 /Anl eitung en/Getriebe/0. Prol og/_Prol og: Anl eitung lesen _Zusatz[B2000, B2050] @ 87\m od_1649859932996_1605122.docx @ 2904707 @  @ 1  
다음 자료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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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판에 기재된 별도의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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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지침 

Pos: 25.2.1 /Anlei tungen/Getriebe/1. Hinw eise/Sicherheitshinw eise/Bestimm ungsg emäße Verw endung 01 [Getriebe MR L/EAC ] @ 79\m od_1630574000235_1605122.docx @ 2819280 @ 2 @ 1  

1.1 규정에 따른 올바른 사용 
이 기어 유닛은 회전 운동을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는 동시에 속도와 토크를 변환합니다. 산업용 
기계와 설비에서 구동시스템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어 유닛은 기계나 설비가 기어 
유닛과 함께 확실하게 가동되는지 확인될 때까지 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기어 유닛이나 기어드 모터의 
고장으로 인해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계나 설비가 현지 
법률 및 지침의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모든 안전 및 보건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계류 가이드라인 2006/42/EG, TR CU 010/2011 및 TR CU 020/2011 은 해당 적용 
영역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Pos: 25.2.3 /Anlei tungen/Getriebe/1. Hinw eise/Sicherheitshinw eise/Bestimm ungsg emäße Verw endung 02 [Getriebe ex ] @ 33\m od_1559642520518_1605122.docx  @ 2538027 @  @ 1 
 

이 기어 유닛은 명판에 기재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폭발 위험 부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어 
유닛은 명판에 기재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TR CU 012/2011 및 2014/34/EU 가이드라인의 폭발 방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기어 유닛은 폭발 위험 부문에 사용이 적합한 컴포넌트와 함께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중 주변 공기에 가스, 증기, 분무 물질(CE: 구역 1 또는 2, G 표시; EAC: 카테고리 IIG) 및 
분진(CE: 구역 21 또는 22, IID 표시; EAC: 카테고리 IIID)이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합 혼합물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기어 유닛 사용 승인이 취소됩니다. 

기어 유닛의 구조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변경한 경우 기어 유닛 사용 승인이 취소됩니다. 
Pos: 25.2.5 /Anlei tungen/Getriebe/1. Hinw eise/Sicherheitshinw eise/Bestimm ungsg emäße Verw endung 03 [Getriebe] @ 33\m od_1559642705569_1605122.docx  @ 2538101 @  @ 1 
 

이 기어 유닛은 반드시 Getriebebau NORD GmbH & Co. KG 에서 제공한 기술 문서의 지침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기어 유닛을 사용·설치 설명서의 지침과 설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어 
유닛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안착부나 기어 고정부는 기어 유닛의 중량과 토크에 맞게 충분한 크기로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모든 고정 요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 기어 유닛에는 냉각 코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기어 유닛은 냉각수 회로가 연결되어 가동될 
때에만 가동해야 합니다. 
Pos: 25.3.1 /Anlei tungen/Getriebe/1. Hinw eise/Sicherheitshinw eise/Sicherheitshinw eise für Expl osionsschutz_01 @ 79\mod_1630574336662_1605122.docx @ 2819355 @ 2 @ 1 
 

1.2 폭발 방지를 위한 안전 지침 
이 기어 유닛은 폭발 위험 부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폭발 방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에 
유의해야 합니다. 

명판에 기재된 기술 데이터에 주의하고 이를 준수하십시오. 명판의 "S"란에 기재된 별도의 설명서와 
장비 및 부착물에 관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Pos: 25.3.2 /Anlei tungen/Getriebe/1. Hinw eise/Sicherheitshinw eise/Sicherheitshinw eise für Expl osionsschutz_02_Ei nsatzgebiet @ 38\m od_1569333977865_1605122.docx @ 2561285 @ 3 @ 1 
 

1.2.1 사용 부문 
• 기어 유닛을 전문적으로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과부하 시에는 부품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서식을 정확하게 작성하십시오. Getriebebau 
NORD GmbH & Co KG는 문의 서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기어 유닛을 구성합니다. 문의 서식 및 
카테고리에 기재된 기어 유닛 선택 관련 주의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폭발 방지 기능은 명판에 기재된 폭발 위험 주변 공기의 유형과 장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부문에서 
사용 시에만 보장됩니다. 기어 유닛 타입과 모든 기술 데이터가 설비 또는 기계 프로젝트의 데이터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 위치에서 사용하는 경우, 어느 한 위치에서도 최대 구동 출력, 토크 또는 
회전속도가 초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어 유닛은 반드시 구조에 적합한 장착 위치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기어 유닛을 장착하기 전에 명판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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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 보관, 설치, 전기 연결, 시동 및 유지관리 작업 시 주변에 폭발성 가스가 없어야 합니다.  
Pos: 25.3.3 /Anlei tungen/Getriebe/1. Hinw eise/Sicherheitshinw eise/Sicherheitshinw eise für Expl osionsschutz_02a_Einsatzgebiet @ 80\m od_1632141362955_1605122.docx @ 2826476 @  @ 1 
 

• 구동 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 대기 조건은 DIN EN ISO 80079-36에 따라 주변 압력 범위는 80kPa ~ 
110kPa, 산소 함량은 약 21%여야 합니다. 

 
Pos: 25.3.4 /Anlei tungen/Getriebe/1. Hinw eise/Sicherheitshinw eise/Sicherheitshinw eise für Expl osionsschutz_03_Anbauten @ 79\m od_1630574684839_1605122.docx @ 2819430 @ 3 @ 1 
 

1.2.2 부착물 및 장비 
• 오일 냉각용으로 설계된 냉각 시스템이 있는 기어 유닛은 윤활제를 냉각하지 않고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윤활제 냉각 기능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허용 온도가 초과된 경우에는 구동 장치가 
정지되어야 합니다. 누설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 기어 유닛에 부착되는 커플링, 벨트 풀리, 냉각 장치, 펌프, 센서 장치 등과 같은 장비와 구동 모터도 
폭발 위험이 있는 주변 공기에서의 사용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비의 ATEX에 따른 표기가 
설비 또는 기계 프로젝트의 데이터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Pos: 25.3.5 /Anlei tungen/Getriebe/1. Hinw eise/Sicherheitshinw eise/Sicherheitshinw eise für Expl osionsschutz_04_Schmi erstoffe @ 79\m od_1630575603686_1605122.docx  @ 2819505 @ 3 @ 1 
 

1.2.3 윤활제 
• 부적합한 오일은 발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명판에 기재된 적합한 오일만 
사용하십시오. 권장 윤활제는 이 설치 및 사용 설명서의 부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Pos: 25.3.6 /Anlei tungen/Getriebe/1. Hinw eise/Sicherheitshinw eise/Sicherheitshinw eise für Expl osionsschutz_05_Betriebsbedi ngungen @ 77\m od_1625773726003_1605122.docx  @ 2805902 @ 3 @ 1 
 

1.2.4 작동 조건 
• 기어 유닛에 백스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단체 리프팅을 위한 최소 회전속도와 최대 회전속도에 
유의하십시오. 구동축에 백스톱이 있는 기어 유닛은 구동축의 최소 회전속도가 900 min-1 900 일 
때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회전속도가 너무 낮으면 마모가 증가되어 온도가 높아집니다. 회전속도가 
너무 높으면 백스톱이 손상됩니다.  

• 기어 유닛이 직사광선이나 이와 유사한 광선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주변 온도 또는 냉각 공기의 
온도를 명판에 따라 허용된 주변 온도 범위 "Tu"의 최대 허용 주변 온도보다 적어도 10 K 이상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 장착 조건이 약간만 달라져도 기어 유닛의 온도가 상당히 변할 수 있습니다. 온도 등급이 T4이거나 
최대 표면 온도가 135 °C 이하인 기어 유닛에는 온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표면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온도 스티커 가운데 점 표시가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이 점 표시가 검은색으로 변한 
경우에는 기어 유닛 작동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Pos: 25.3.8 /Anlei tungen/Getriebe/1. Hinw eise/Sicherheitshinw eise/Sicherheitshinw eise für Expl osionsschutz_06_Radial- und Axi alkräfte @ 79\m od_1630575839634_1605122.docx  @ 2819580 @ 3 @ 1 
 

1.2.5 레디얼 포스 및 액시얼 포스 
• 구동 및 출력 요소는 최대 허용 래디얼 횡력 FR1 및 FR2와 액시얼 포스 FA2만 기어 유닛에 작용해야 
합니다(단락 2.2 "명판" 참조). 

• 이때 특히 벨트와 체인의 올바른 장력에 유의하십시오. 
• 허브의 불균형으로 인한 추가적 부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Pos: 25.3.9 /Anlei tungen/Getriebe/1. Hinw eise/Sicherheitshinw eise/Sicherheitshinw eise für Expl osionsschutz_07_Montage @ 79\mod_1630575976555_1605122.docx @ 2819655 @ 3 @ 1 
 

1.2.6 조립, 설치 및 시가동 
• 잘못 설치하면 뒤틀리거나 부하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면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 
설치 및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설치 및 장착 지침에 유의하십시오. 

• 시동 전 이 사용 및 유지보수 설명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점검하여 폭발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오류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이 점검 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기어 유닛을 시동하지 마십시오. 
Getriebebau NORD에 연락하여 문의하십시오. 

• 온도 등급이 T4 이거나 최대 표면 온도가 200 °C 이하인 기어 유닛은 시동 전 기어 유닛 표면 
온도를 측정하십시오. 이때 측정된 표면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기어 유닛을 시동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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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유닛의 하우징을 접지하여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윤활이 부족하면 온도가 높아지고 스파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동 전 오일 레벨을 확인하십시오. 
Pos: 25.3.10 /Anleitungen/Getriebe/1. Hi nweise/Sicher heitshi nweise/Sicher heitshi nweise für Explosi onsschutz_08_Inspekti on @ 79\m od_1630576123229_1605122.docx @ 2819730 @ 3 @ 1 
 

1.2.7 점검 및 유지보수 
• 이 설치 및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모든 검사 및 유지보수 작업을 정확히 실행하여 기능 이상 및 
손상으로 인해 폭발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십시오. 작동 중 이상이 감지된 경우에는 구동 
장치가 정지되어야 합니다. Getriebebau NORD에 연락하여 문의하십시오. 

• 윤활이 부족하면 온도가 높아지고 스파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설치 및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여 
오일 레벨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 분진이나 이물질이 쌓이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분진 밀폐 기능이 없는 커버의 경우에는 내부에도 
분진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 설치 및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여 퇴적물을 정기적으로 제거하십시오. 

Pos: 25.3.11 /Anleitungen/Getriebe/1. Hi nweise/Sicher heitshi nweise/Sicher heitshi nweise für Explosi onsschutz_09_Schutz vor elek tros tati scher Aufladung @ 79\m od_1630576226655_1605122.docx  @ 2819805 @ 3 @ 1 
 

1.2.8 정전기 방지 
• 비전도성 코팅 부분 또는 저압 호스에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전 시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컴포넌트는 정전기 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부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일 레벨 
탱크는 가스 그룹 IIB 이하의 부문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코팅 두께가 0.2 mm 이상인 기어 유닛은 정전기 발생을 우려할 필요가 없는 공정 부문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기어 유닛의 도장은 카테고리 2G 그룹 IIB(구역 1 그룹 IIB)에 적합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2G 그룹 IIC(구역 1 그룹 IIC)에서 사용 시에는 정전기 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부문에 기어 유닛을 
사용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추가 도색은 원래의 도장과 동일한 특성을 지녀야 합니다. 
• 표면은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이 젖은 헝겊으로만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Pos: 25.4 /Anl eitungen/Getriebe/1. Hinw eise/Sicherheitshinw eise/Zündschutzarten nach DIN EN ISO 80079-37 [B2000, B2050] @ 47\mod_1595865849888_1605122.docx @ 2654926 @ 2 @ 1 
 

1.3 DIN EN ISO 80079-37에 따라 적용된 발화 방지 유형 
다음과 같은 유형의 발화 방지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조적 안전을 위한 조치 "c" 

– 각 사용 사례에 대한 강도 및 열 계산, 
– 적합한 재료, 구성요소 선택 
– 권장되는 완전 분해 정비 주기 계산 
– 윤활제 레벨 점검 주기, 이를 통한 베어링, 실링 및 기어 윤활 안전 조치, 
– 시동 시 요구되는 열 검사, 

• 용액 밀폐 안전 조치 "k" 

– 적합한 윤활제로 기어 윤활, 
– 명판에 승인된 윤활제 표시, 
– 윤활제 주입 레벨 표시. 

• 발화원 모니터링 안전 조치 "b" 

– 오일 냉각 시스템에서 온도 모니터링을 발화 방지 시스템으로 사용 b1. 
Pos: 25.5 /Anl eitungen/Getriebe/1. Hinw eise/Sicherheitshinw eise/Kei ne Veränderungen vornehmen @ 79\mod_1630576679987_1605122.docx @ 2819880 @ 2 @ 1 
 

1.4 변경하지 마십시오 
기어 유닛의 구조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보호 장치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Pos: 25.6 /Anl eitungen/Getriebe/1. Hinw eise/Sicherheitshinw eise/Inspek tionen und Wartung durchführen @ 22\mod_1530529678502_1605122.docx @ 2429347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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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을 실시하십시오 

불충분한 유지보수 작업과 손상으로 인해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명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을 정해진 주기로 실시하십시오. 

• 장기간 보관 후 처음 가동할 때에는 사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 손상된 기어 유닛을 가동하지 마십시오. 기어 유닛에 누출이 없어야 합니다. 
Pos: 25.7 /Anl eitungen/Getriebe/1. Hinw eise/Sicherheitshinw eise/Personalqualifikation @ 64\m od_1611907700018_1605122.docx @ 2725846 @ 2 @ 1 
 

1.6 작업자 자격 
운반, 설치, 시운전, 유지 보수 작업 등은 반드시 유자격 전문인력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유자격 전문인력이란 혹시 있을 수 있는 위험을 감지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경험이 있고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Pos: 25.8 /Anl eitungen/Getriebe/1. Hinw eise/Sicherheitshinw eise/Personalqualifikation - Ergänzung ATEX @ 79\m od_1630579955318_1605122.docx  @ 2819992 @  @ 1 
 

기어 유닛 수리는 Getriebebau NORD GmbH & Co. 또는 폭발 방지에 대한 법적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Pos: 25.10.1 /Anleitungen/Getriebe/1. Hi nweise/Sicher heitshi nweise/Sicher heit  bei bestimmten Tätigkeiten [_Titel] @ 22\m od_1531811512686_1605122.docx  @ 2433234 @ 2 @ 1 
 

1.7 특정 작업 시 안전 
Pos: 25.10.2 /Anleitungen/Getriebe/1. Hi nweise/Sicher heitshi nweise/Auf Tr ansportschäden kontr ollieren @ 22\mod_1530528472640_1605122.docx @ 2429310 @ 3 @ 1 
 

1.7.1 운송 피해 점검 

기어 유닛 운반 시 손상이 발생한 경우 기어 오작동을 초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반 중 손상으로 유출된 오일에 사람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포장과 기어 유닛에 운반 중 손상이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 운반 중 손상된 기어 유닛을 가동하지 마십시오. 
Pos: 25.10.3 /Anleitungen/Getriebe/1. Hi nweise/Sicher heitshi nweise/Sicher heitshi nweise für Install ati on und Instandhal tung @ 22\m od_1530537922788_1605122.docx  @ 2429614 @ 3 @ 1 
 

1.7.2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안전 지침 

기어 유닛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전에 드라이브를 에너지 공급에서 분리하고 실수로 다시 켜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기어 유닛을 식히십시오. 냉각 회로 라인에 압력이 없도록 만드십시오.  

손상된 부품이나 결함이 있는 부품, 장착 어댑터, 플랜지, 커버 후드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용 작업과 작업복을 착용하십시오. 
Pos: 25.11.1 /Anleitungen/Getriebe/1. Hi nweise/Sicher heitshi nweise/Gefähr dungen [_Titel] @ 22\mod_1531812422755_1605122.docx @ 2433271 @ 2 @ 1 
 

1.8 위험 
Pos: 25.11.2 /Anleitungen/Getriebe/1. Hi nweise/Sicher heitshi nweise/Gefähr dungen beim Anheben 01 @ 34\m od_1559807063051_1605122.docx @ 2539265 @ 3 @ 1 
 

1.8.1 리프팅 시 위험 
들어 올린 기어 유닛을 떨어뜨리거나 매달린 기어 유닛의 진자 운동으로 심각한 인명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위험 구역을 충분히 넓게 산정하여 안전 조치를 취하십시오. 매달린 하물이 진자 운동을 하며 흔들릴 
때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고려하십시오. 

• 매달린 하물 아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 적합한 운반 수단을 이용하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기어 유닛 중량은 명판을 참조하십시오. 
Pos: 25.11.3 /Anleitungen/Getriebe/1. Hi nweise/Sicher heitshi nweise/Gefähr dungen beim Anheben 02 [Getri ebe] @ 34\m od_1559808648235_1605122.docx @ 2539349 @  @ 1 
 



방폭 기어 유닛 – 운영 및 설치 지침  

16  B 2000 ko-2822 

• 지정된 아이볼트에 기어를 고정해서 들어 올리십시오. 아이볼트는 완전히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이볼트에서 수직으로 당기십시오. 절대로 옆으로 또는 비스듬히 들어 올리지 마십시오. 
아이볼트는 다른 부품 없이 기어 유닛을 들어올리는 용도로만 사용하십시오. 아이볼트는 부품이 
장착된 기어 유닛의 중량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기어드 모터를 들어 올릴 경우 기어 
유닛과 모터에서 동시에 아이볼트를 사용하십시오. 

Pos: 25.11.5 /Anleitungen/Getriebe/1. Hi nweise/Sicher heitshi nweise/Gefähr dung durch rotier ende Teil ez @ 51\mod_1601301700867_1605122.docx @ 2674521 @ 3 @ 1 
 

1.8.2 회전하는 부품으로 인한 위험 
회전하는 부품에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짓눌리거나 목이 졸리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접촉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여기에는 축 외에 벨트 드라이브, 체인 드라이브, 슈링크 디스크, 
커플링 등의 입출력 요소 및 팬 등이 해당합니다. 분리형 보호장치를 설계할 때에는 혹시 있을 수 
있는 기계의 오버런을 고려하십시오. 

• 커버나 커버 후드가 없는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을 하기 전에 드라이브의 전원이 켜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 시가동에서 출력 요소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켜지 마십시오. 또는 페더 키를 
고정하십시오. 

• 함께 제공된 구성요소 제조사의 작동 및 설치 지침에 있는 안전 지침도 준수하십시오. 
Pos: 25.11.6 /Anleitungen/Getriebe/1. Hi nweise/Sicher heitshi nweise/Gefähr dungen durch hohe oder ti efe Temperatur en @ 22\m od_1530531214142_1605122.docx  @ 2429384 @ 3 @ 1 
 

1.8.3 고온 또는 저온으로 인한 위험 
기어 유닛은 작동 중 90 °C 이상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뜨거운 표면을 만지거나 뜨거운 오일에 접촉할 
경우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매우 낮은 주위 온도에서 접촉 시 접촉 동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작동 후 기어 유닛을 만질 때에나 매우 낮은 주위 온도에서 접촉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용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 작동 후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기어 유닛을 충분히 식히십시오. 
• 사람이 기어 유닛에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접촉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 작동 중 오토 벤트 플러그에서 뜨거운 오일미스트가 뿜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 기어 유닛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마십시오. 
Pos: 25.11.7 /Anleitungen/Getriebe/1. Hi nweise/Sicher heitshi nweise/Gefähr dungen durch Schmierstoffe und ander e Substanzen @ 22\mod_1530535266235_1605122.docx @ 2429572 @ 3 @ 1 
 

1.8.4 윤활제와 기타 성분으로 인한 위험 
기어 유닛과 함께 사용되는 화학 성분은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이 눈에 들어갈 경우 
눈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세척제, 윤활제, 접착제 등과 접촉하면 피부 자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벤트 플러그를 열 때 오일 분무가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윤활제와 보존제로 인해 기어 유닛이 미끄러워 손에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윤활제를 흘린 경우 
윤활제에 미끄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 화학물질을 다룰 때에는 반드시 내화학성 보호장갑과 작업복을 착용하십시오. 작업 후에는 손을 
씻으십시오. 

• 오일 주입이나 세척 작업 등 화학물질이 튈 수 있는 작업 시에는 보안경을 착용하십시오. 
•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가면 차가운 물로 눈을 충분히 씻어내십시오. 문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조하십시오. 기어 유닛 근처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관해 
두십시오. 

• 흘러나온 윤활제는 결합제로 곧바로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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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25.11.8 /Anleitungen/Getriebe/1. Hi nweise/Sicher heitshi nweise/Gefähr dung durch Lärm @ 22\mod_1530611473949_1605122.docx @ 2429991 @ 3 @ 1 
 

1.8.5 소음으로 인한 위험 

일부 기어 유닛이나 팬과 같이 장착된 부품은 작동 중 인체 유해한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기어 유닛 가까이에서 작업해야 할 경우에는 귀마개를 착용하십시오. 
Pos: 25.11.9 /Anleitungen/Getriebe/1. Hi nweise/Sicher heitshi nweise/Gefähr dung durch unter Dr uck s tehendes Kühlmittel @ 22\m od_1531484732839_1605122.docx  @ 2433191 @ 3 @ 1 
 

1.8.6 압력을 받고 있는 냉각수로 인한 위험 

냉각 시스템에는 높은 압력이 있습니다. 높은 압력을 받고 있는 냉각수 라인은 손상이나 개방 시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기어 유닛에서 작업 시 냉각수 회로를 압력이 없는 상태로 만드십시오. 
Pos: 27 /Anl eitungen/Getriebe/2. Getriebebeschrei bung/2. Getriebebeschreibung [Titel] @ 3\m od_136869102702300_1605122.docx  @ 171537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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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어 장치의 종류 

Pos: 28 /Anl eitungen/Getriebe/2. Getriebebeschrei bung/Typenbezeichnungen und Getriebearten [B1000, B2000]z  @ 42\mod_1591254842786_1605122.docx @ 2629846 @ 2 @ 1  

2.1 기어 유닛 타입 및 명칭  
 

기어 유닛 타입/명칭 

BLOCK 헬리컬 기어 유닛 

2단: SK 02, SK 12, SK 22 SK 32, SK 42, SK 52, SK 62N, SK 62, SK 72, SK 82, SK 92, SK 102 
3단: SK 03, SK 13, SK 23, SK 33N, SK 43, SK 53, SK 63, SK 73, SK 83, SK 93, SK 103 

NORDBLOC.1 헬리컬 기어 유닛 

1단: SK 071.1, SK 171.1, SK 371.1, SK 571.1, SK 771.1, SK 871.1, SK 971.1, SK 1071.1  
2단: SK 072.1, SK 172.1, SK 372.1, SK 572.1, SK 672.1, SK 772.1, SK 872.1, SK 972.1 
3단: SK 373.1, SK 573.1, SK 673.1, SK 773.1, SK 873.1, SK 973.1 

STANDARD 헬리컬 기어 유닛 
2단: SK 0, SK 01, SK 20, SK 25, SK 30, SK 33 
3단: SK 010, SK 200, SK 250, SK 300, SK 330 

BLOCK 패러릴 기어 유닛 
2단: SK 0182NB, SK 0182.1, SK 0282NB, SK 0282.1, SK 1282, SK 1282.1, SK 2282, SK 3282, SK 4282, 
SK 5282, SK 6282, SK 7282, SK 8282, SK 9282 
3단: SK 2382, SK 3382, SK 4382, SK 5382, SK 6382, SK 7382, SK 8382, SK 9382, SK 10382, SK 10382.1, 
SK 11382 
BLOCK 베벨 기어 유닛 
3단: SK 9012.1, SK 9016.1, SK 9022.1, SK 9032.1, SK 9042.1, SK 9052.1, SK 9062.1, SK 9072.1, SK 9082.1, 
SK 9086.1, SK 9092.1, SK 9096.1 
4단: SK 9013.1, SK 9017.1, SK 9023.1, SK 9033.1, SK 9043.1, SK 9053.1 

NORDBLOC.1 베벨 기어 유닛 
2단: SK 920072.1, SK 92072.1, SK 92172.1, SK 92372.1, SK 92672.1, SK 92772.1, SK 930072.1, SK 93072.1, 
SK 93172.1, SK 93372.1, SK 93672.1, SK 93772.1 
BLOCK 윔 기어 유닛 
2단: SK 02040, SK 02040.1, SK 02050, SK 12063, SK 12080, SK 32100, SK 42125 
3단: SK 13050, SK 13063, SK 13080, SK 33100, SK 43125 

UNIVERSAL SI 웜 기어 유닛 
1단: SK 1SI31, SK 1SID31, SK 1SI40, SK 1SID40, SK 1SI50, SK 1SID50, SK 1SI63, SK 1SID63, SK 1SI75 
2단(헬리컬-윔 기어 유닛): SK 2SID40, SK 2SID50, SK 2SID63 

UNIVERSAL SMI 윔 기어 유닛 
1단: SK 1SMI31, SK 1SMID31, SK 1SMI40, SK 1SMID40, SK 1SMI50, SK 1SMID50, SK 1SMI63, 
SK 1SMID63, SK 1SMI75 
2단(헬리컬-윔 기어 유닛): SK 2SMID40, SK 2SMID50, SK 2SMID63 

표 2: 기어 유닛 타입 및 명칭 
 

2 단 기어 유닛은 두 개의 단일 기어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 단 기어 유닛 
SK 73/22이라는 명칭은 1단 기어 유닛 SK 73과 SK 22로 구성된 2단 기어 유닛을 의미합니다. 
Pos: 34 /Anl eitungen/Getriebe/2. Getriebebeschrei bung/Optionen und Ausführ ung en [B2000] @ 77\m od_1627310790641_1605122.docx @ 2810377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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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식

 표
기

 
설명 

(제외) 중실축 및 풋 마운팅 
/31 웜 프리스테이지 
/40 웜 프리스테이지 
5 강화된 출력축 
A 중공축 
AI IEC 규격 모터 마운팅 
AI…BRG1 IEC 규격 모터 마운팅, 수동 추가 윤활 방식 
AI…RLS IEC 규격 모터 마운팅, 백스톱 통합됨 
AL 강화 액시얼 베어링 
AN NEMA 규격 모터 마운팅 
AN…BRG1 NEMA 규격 모터 마운팅, 수동 추가 윤활 방식 
AN…RLS NEMA 규격 모터 마운팅, 백스톱 통합됨 
B 고정 요소 
CC 냉각 코일 
D 토크 서포트 
EA 중공축, 스플라인 포함 
F 플랜지 B5 
G 토크 서포트의 고무 버퍼 
H 커버 
/H10 유니버설 웜 기어 유닛의 경우 모듈식 헬리컬 프리스테이지 
H66 커버 후드 IP66 
IEC IEC 규격 모터 마운팅 
K 토크 브라켓 
L 양측 중실축 
NEMA  NEMA 규격 모터 마운팅  
OA 오일 익스팬션 챔버 
OT 오일 레벨 탱크 
R 백스톱 
S 슈링크 디스크  
SCX 스크루 컨베이어 플랜지 ATEX 
SO1 합성유 ISO VG 220 
V 중실축(표준 헬리컬 기어 유닛의 경우: 강화 드라이브) 
VG 강화 고무 버퍼 
VI Viton 샤프트 씰 
VL 강화 출력 베어링 

VL2 교반기 전용 
- 강화 베어링 

VL3 
교반기 전용 
- 강화 베어링 
- 누유방지형 

VS 강화 슈링크 디스크 
W 노출된 입력축 
X 하우징 풋 마운팅 
Z 플랜지 B14 

표 3: 버전 및 옵션 
Pos: 36 /Allgem ein/Allgem eing ültige M odul e/---------- Seitenum bruch ---------- @ 1\m od_1329145698658_0.docx  @ 173084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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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39 /Anl eitungen/Getriebe/2. Getriebebeschrei bung/Typenschil d Ex @ 44\m od_1594382847519_1605122.docx  @ 2644806 @ 2 @ 1 
 

2.2 명판 
명판은 기어 유닛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명판이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에는 NORD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그림 1: 명판 
 

그림 설명 

1 NORD 기어 유닛 타입 16 윤활유 종류, 점도 및 양 
2 일련 번호 17 DIN EN ISO 80079-36에 따른 표기: 

1. 그룹(항상 II, 광산용 아님) 
2. 카테고리(가스의 경우 2G, 3G 또는 분진의 
경우 2D, 3D) 

3. 비전기적 장치(Ex h) 또는 발화 방지 등급(있는 
경우) 표시(c) 

4. 폭발성 물질 그룹(있는 경우, 가스: IIC, IIB; 
분진: IIIC, IIIB) 

5. 온도 등급(가스의 경우 T1-T3 또는 T4) 또는 
최대 표면 온도(예: 분진의 경우 125°C) 또는 
특수 최대 표면 온도, 별도의 설명서 참조  

6. EPL(equipment protection level) Gb, Db, Gc, 
Dc 

7. 별도의 설명서 참조 및/또는 시동 시 온도 
측정(x) 

3 기어 출력축 정격 회전속도 1) 
4 기어 출력축 정격 토크 
5 기어 출력축의 최대 허용 횡력 
6 기어 출력축의 최대 허용 축력 
7 기어 출력축 또는 구동 모터의 정격 회전속도 1) 
8 최대 허용 구동 출력 
9 기어 입력축의 최대 허용 횡력(옵션 W의 경우) 
10 중량 
11 총 기어비 
12 설치 위치 

13 제조연도 18 작동 시간 또는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유지보수 
등급 CM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완전 분해 정비 
주기 

14 허용 주변 온도 범위 

15 횡력 FR2의 작용 위치 최대 수치 19 별도의 설명서 번호 

1) 최대 허용 구동 출력 P1을 초과되지 않은 경우 최대 허용 회전속도는 정격 회전속도보다 10% 높습니다 

 
FR1, FR2 및 FA2 란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동력이 0입니다. xR2 란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FR2의 힘이 출력축 
저널 중앙에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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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드 모터(전기 모터가 장착된 기어 유닛)의 경우 전기 모터에는 가이드라인 2014/34/EU(ATEX)에 
따라 별도로 표기된 자체 명판이 있습니다. 모터에 표기된 사항도 설비 및 기계 프로젝트의 데이터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기어드 모터 유닛에는 기어 유닛 및 전기 모터에 대해 각각 더 낮은 수준의 폭발 방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기 모터를 인버터에 연결하여 작동하는 경우, 가이드라인 2014/34/EU에 따른 인버터 사용 승인이 
전기 모터에 필요합니다. 인버터를 사용하는 경우 모터 및 기어 유닛의 명판에 기재된 정격 회전속도와 
현저하게 다른 회전속도가 통상적으로 허용됩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해 모터를 작동하는 경우 모터와 
기어 유닛의 명판에 기재된 정격 회전속도에서 ±60min-1까지 편차가 허용됩니다. 
Pos: 41 /Anl eitungen/Getriebe/2. Getriebebeschrei bung/Zusatztypenschil d EAC  Ex  [B2000] @ 44\m od_1594382691213_1605122.docx @ 2644730 @ 2 @ 1 
 

2.3 EAWU의 추가 표기 
 

 

 

 
  

 

가이드라인 TR CU 012/2011 2014/34/EU – DIN EN ISO 80079-36 

   
표기 II Gb c T4 X II2G Ex h IIC T4 Gb 
 II Gb c T3 X II2G Ex h IIC T3 Gb 
 II Gb c IIB T4 X II2G Ex h IIB T4 Gb 
 II Gb c IIB T3 X II2G Ex h IIB T3 Gb 
 III Db c T125°C X II2D Ex h IIIC T125°C Db 

 III Db c T140°C X II2D Ex h IIIC T140°C Db 

 II Gc T4 X II3G Ex h IIC T4 Gc 
 II Gc T3 X II3G Ex h IIC T3 Gc 
 III Dc T125°C X II3D Ex h IIIC T125°C Dc 

 III Dc T140°C X II3D Ex h IIIC T140°C Dc 

표 4: EAC Ex/ CE Ex 표기 
 

유라시아 경제권에서 사용되는폭발 방지 처리된 기어 유닛에는 가이드라인 2014/34/EU에 따른 명판 
외에도 가이드라인 TP TC 012/2011에 따른 추가 정보가 포함된 추가 명판이 부착됩니다. 

이 설치 및 사용 설명서에는 EAC Ex 로고가 더 이상 CE Ex 로고와 함께 언급되지 않습니다. EAC Ex 
로고는 CE Ex 로고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설치 및 사용 설명서에서 "ATEX"가 언급되는 경우, 이는 
EAC Ex 기어 유닛에도 적용됩니다. 

기어 유닛은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보수를 실행하는 경우 수명이 30년에 달할 수 있습니다. 기어 유닛은 
Getriebebau NORD에서 공급 후 늦어도 30년이 지나기 전에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공급 연도는 
명판에 기재된 제조연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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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AC Ex 추가 명판 
Pos: 43 /Anl eitungen/Getriebe/3. Montage, Lager ung, Vorberei tung, Aufstellung/Kopi e von 3. Tr ansport,  Lagerung, M ontage @ 50\m od_1601291650567_1605122.docx @ 2673579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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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반, 보관, 설치 

Pos: 44 /Anl eitungen/Getriebe/3. Montage, Lager ung, Vorberei tung, Aufstellung/Transport /Transport  des Getriebes  01 headline @ 34\mod_1559812428776_1605122.docx @ 2539386 @ 2 @ 1 
 

3.1 기어 유닛의 운반 
 
Pos: 45 /Anl eitungen/Getriebe/3. Montage, Lager ung, Vorberei tung, Aufstellung/Transport /Transport  des Getriebes  02 [Standardg etriebe - Ri ngschr aube] @ 34\m od_1559813589771_1605122.docx @ 2539577 @  @ 1 
 

 경고  
낙하물로 인한 위험 

• 아이볼트는 나사부가 완전히 체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이볼트에서 나사 스레드 
방향으로 수직으로만 당기고, 아이렛에서 볼 때 
수직으로 각도가 45°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 기어 유닛의 무게중심에 유의하십시오.  

 

운반 시 기어 유닛에 체결되어 있는 아이볼트만 사용하십시오. 기어드 모터의 경우 모터에 추가 
아이볼트가 장착되어 있으면 이 아이볼트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Pos: 47 /Anl eitungen/Getriebe/3. Montage, Lager ung, Vorberei tung, Aufstellung/Transport /Transport  des Getriebes  03z  @ 50\mod_1601291699716_1605122.docx @ 2673617 @  @ 1 
 

기어 유닛을 조심해서 운반하십시오. 노출된 축 끝에 충격을 가하면 기어 내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기어 유닛에 추가적인 부하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리프팅 빔 과 같은 적합한 보조 장비를 사용하면 기어 유닛 설치 또는 운반이 간편해집니다. 기어 
유닛은 샤클과 리프팅 스트랩 또는 -체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수평으로 90° ~ 70°의 각도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Pos: 62 /Anl eitungen/Getriebe/3. Montage, Lager ung, Vorberei tung, Aufstellung/Lager ung/Lag erung und Stillstandszeiten @ 75\mod_1623247972391_1605122.docx @ 2789042 @ 2 @ 1  

3.2 보관 및 가동 중지 기간 
Pos: 63 /Anl eitungen/Getriebe/3. Montage, Lager ung, Vorberei tung, Aufstellung/Lager ung/Lag erung allg. @ 75\mod_1623253002532_1605122.docx @ 2789202 @ 3 @ 1 
 

3.2.1 일반 조치 
• 기어 유닛은 상대 습도 60 % 미만의 건조한 실내에 보관하십시오. 
• 기어 유닛은 심한 온도 변동이 없는 – 5 °C ~ + 50 °C의 온도 범위에서 보관하십시오. 
• 기어 유닛을 직사광선이나 자외선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주변에 공격성 또는 부식성 물질(오염된 공기, 오존, 가스, 용제, 산, 알칼리, 염분, 방사성 물질 등)이 
없어야 합니다. 

• 기어 유닛은 충격이나 진동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 기어 유닛은 설치 ( 7.1 장 "모델 및 설치 위치" 참조)위치에 보관하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십시오. 

 

 
Pos: 64 /Allgem ein/Allgem eing ültige M odul e/---------Seitenum bruch kom pak t --------- @ 13\mod_1476369695906_0.docx @ 2265519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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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65 /Anl eitungen/Getriebe/3. Montage, Lager ung, Vorberei tung, Aufstellung/Lager ung/Lag erung 3- 9 M on. @ 75\m od_1623253008235_1605122.docx  @ 2789242 @ 3 @ 1 
 

3.2.2 3개월 이상 보관 및 가동 중지 기간 
단원 3.2.1 "일반 조치"에 추가하여 다음의 조치를 준수하십시오. 

• 도장면의 손상을 보수하십시오. 플랜지 접촉면과 축 단부 및 도장되지 않은 표면에 방청제가 
도포되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적합한 방청제를 표면에 도포하십시오. 

• 기어 유닛의 모든 개도를 닫으십시오. 
• 기어 톱니와 베어링 롤링 요소의 접촉 위치를 변경하려면 출력축을 3개월에 한 번 이상 회전시켜야 
합니다. 

Pos: 67 /Anl eitungen/Getriebe/3. Montage, Lager ung, Vorberei tung, Aufstellung/Lager ung/Langzei tlager ung _01 [B1000 - B2050] @ 75\m od_1623392639917_1605122.docx  @ 2789876 @ 35 @ 1 
 

3.2.3 9개월 이상 보관 및 가동 중지 기간 
조건에 따라서는 2 ~ 3 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보관 기간은 기준값일 뿐입니다. 실제 
가능한 보관 기간은 현지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원 3.2.1 "일반 조치" 및 3.2.2 "3개월 이상 보관 
및 가동 중지 기간"에 추가하여 다음의 조치를 준수하십시오. 

기어 유닛은 장기 보관용으로 준비된 상태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어 유닛에는 윤활유가 
완전히 주입되어 있거나, 기어 유닛 오일에 VCI 방청제가 혼합되거나 또는 소량의 VCI 농축액이 
주입되어 있습니다. 하우징의 스티커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운전 이전에 장기 보관용 기어 유닛 및 보관 장소의 상태: 

• 기어 유닛은 심한 온도 변동이 없는 -5 °C ~ +40 °C의 온도 범위에서 보관하십시오. 
• 벤트 플러그에 실링 코드가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보관 기간 동안에는 실링 코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 기어 유닛은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상대 습도가 60 % 미만이면 최대 2년간 보관할 수 있으며, 
50 % 미만이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 VCI 농축액이 주입된 기어 유닛을 장기 보관하는 경우는 늦어도 2 년 후에 VCI 농축액을 다시 
교체해야 하며 입력축을 회전시켜 오일에 분배되도록 해야 합니다. 

• 열대 지역의 경우 기어 유닛에 곤충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 브레이크, 클러치, 벨트 드라이브, 냉각 장치와 같은 기어 유닛 추가 구성품은 해당 작동 지침에 따라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Pos: 69 /Anl eitungen/Getriebe/3. Montage, Lager ung, Vorberei tung, Aufstellung/Lager ung/Langzei tlager ungz_03 @ 75\mod_1623419508584_1605122.docx @ 2790567 @  @ 1 
 

시운전 전에 4 "시운전"에서 제시한 준비 작업에 추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기어 유닛 외부에 손상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 2 년 이상 보관할 경우 또는 보관 온도가 -5 °C ~ +40 °C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시운전 
전에 기어 유닛의 윤활유를 교환하여 주십시오. 

• 기어 유닛에 윤활유가 가득 차 있는 경우 모델에 따라 오일 레벨을 낮추어야 합니다. 명판의 
정보에서 윤활제의 양과 타입을 확인하십시오. 

• 오일이 주입되지 않은 기어 유닛의 경우, 시운전 전에 5.2.3 "오일 레벨 점검"장에 따라 오일 레벨을 
보충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기어 유닛에 VC 농축액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VCI 농축액은 
폴리글리콜 베이스 합성유(PG 오일)와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PG 오일을 사용하는 경우 VCI 
농축액을 기어 유닛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VCI 첨가제를 사용하는 경우 명판에 명시되고 
Getriebebau NORD사가 승인한 오일 종류( 7.2.2 장 "기어 오일" 참조)만 사용하십시오. 

Pos: 71 /Anl eitungen/Getriebe/3. Montage, Lager ung, Vorberei tung, Aufstellung/Lager ung/Langzei tlager ung _04 [B1000, B2000] @ 79\m od_1630594429942_1605122.docx @ 2820531 @  @ 1 
 

• 수동 추가 윤활 방식의 경우 2 년 이상의 보관 기간 후에 베어링 그리스를 교체하십시오. 그리스 
사용 수명은 보관 기간 및 기어 유닛의 가동 중지 기간이 9개월 이상이 되면 단축됩니다 ( 5.2.11 장 
"그리스 보충(옵션: VL2, VL3, W, AI, AN)" 참조). 

• 장기 보존을 위해 VCI 농축액이 충전된 기어 유닛은 완전히 밀폐되어 있습니다. 시운전 전에 벤트 
플러그가 설치되고, 필요한 경우 잠금해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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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75 /Anl eitungen/Getriebe/3. Montage, Lager ung, Vorberei tung, Aufstellung/Pr üfung/Prüfung der Bauform @ 77\m od_1625756602845_1605122.docx  @ 2805186 @ 2 @ 1 
 

3.3 구조 점검 
 

기어 유닛은 지정된 구조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허용 구조는 명판의 IM 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명판의 
IM 란에 UN이 기재되어 있는 기어 유닛은 구조에 상관이 없습니다. 단원 7.1 "모델 및 설치 위치"에 각 
기어 유닛 타입의 구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IM 란에 X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S 란에 번호로 표시된 
별도의 설명서를 참조해야 합니다.  

장착된 설치 위치에서 구조가 명판에 기재된 구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작동 시 장착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어드 모터의 경우 모터 사용 설명서도 준수하십시오. 

 
Pos: 77 /Anl eitungen/Getriebe/3. Montage, Lager ung, Vorberei tung, Aufstellung/Aufs tell en/Vorbereitungen zum Aufstell en_01 @ 28\m od_1551437422532_1605122.docx @ 2494002 @ 2 @ 1 
 

3.4 설치 준비 
Pos: 78 /Anl eitungen/Getriebe/3. Montage, Lager ung, Vorberei tung, Aufstellung/Aufs tell en/Auf Schäden über prüfen @ 50\mod_1601292567207_1605122.docx @ 2673773 @ 3 @ 1 
 

3.4.1 손상 여부 점검 
제품을 받는 즉시, 운반 중 제품이나 포장에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특히 샤프트 씰링과 잠금 
캡의 손상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손상이 발생한 경우 운송업체에 즉시 통보하십시오.  

누설과 같은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  드라이브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Pos: 79 /Anl eitungen/Getriebe/3. Montage, Lager ung, Vorberei tung, Aufstellung/Aufs tell en/Korrosi onsschutzmi ttel  entfer nen @ 50\mod_1601292618930_1605122.docx @ 2673819 @ 3 @ 1 
 

3.4.2 방청제 제거 
코팅되지 않은 모든 드라이브 표면과 샤프트는 출하 전에 방청제로 방청처리되었습니다. 

설치 전에 샤프트와 플랜지 및 기어 유닛 체결면의 모든 방청제와 오염물(예 : 페인트 잔여물) 등을 
완벽하게 제거하십시오. 
Pos: 80 /Anl eitungen/Getriebe/3. Montage, Lager ung, Vorberei tung, Aufstellung/Aufs tell en/Drehrichtung pr üfen @ 51\mod_1601292660617_1605122.docx @ 2673865 @ 3 @ 1 
 

3.4.3 회전 방향 점검 
회전 방향이 잘못되면 위험이나 파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기계에 장착하기 전에 시험 작동하여 
출력축의 올바른 회전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작동 중에 회전 방향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백스톱이 통합된 기어 유닛의 경우 드라이브 모터가 차단된 회전 방향으로 작동하면 기어 유닛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기어 유닛에는 입력측 및 출력측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은 
축의 회전 방향을 가리킵니다. 모터를 연결하고 모터를 제어할 때는 예를 들어 회전 필드 점검을 통하여 
기어 유닛이 회전 방향으로만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Pos: 81 /Anl eitungen/Getriebe/3. Montage, Lager ung, Vorberei tung, Aufstellung/Aufs tell en/Drehrichtung pr üfen Verweis G1000 WN @ 49\m od_1599579478202_1605122.docx  @ 2666940 @  @ 1 
 

자세한 내용은 카탈로그 G1000 및 작업기준서 WN 0-000 40을 참조하십시오. 
Pos: 82 /Anl eitungen/Getriebe/3. Montage, Lager ung, Vorberei tung, Aufstellung/Aufs tell en/Umgebungsbedi ngungen prüfen @ 51\m od_1601292705144_1605122.docx  @ 2673911 @ 3 @ 1 
 

3.4.4 주변 환경 점검 
설치 장소에 부식성 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추후 가동 중에도 이러한 물질들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금속이나 윤활제 또는 엘라스토머 등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물질들이 예상될 경우 Getriebebau NORD사에 문의하십시오. 

기어 유닛, 특히 샤프트 씰링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Pos: 86 /Anl eitungen/Getriebe/3. Montage, Lager ung, Vorberei tung, Aufstellung/Aufs tell en/Ölausgleichsbehälter monti eren [B2000] @ 79\m od_1630595026188_1605122.docx @ 2820569 @ 3 @ 1 
 

3.4.5 오일 익스펜션 탱크 설치(옵션: OA) 
오일 익스펜션 탱크(옵션 OA)를 작업기준서 WN 0-530 04의 문서에 따라 설치하십시오. M10x1 오토 
벤트 플러그가 있는 기어 유닛의 경우, 설치 시 추가로 작업기준서 WN 0-521 35 의 문서를 따라야 
합니다. 
Pos: 89 /Anl eitungen/Getriebe/3. Montage, Lager ung, Vorberei tung, Aufstellung/Aufs tell en/Ölstandsbehälter monti eren Getriebem otor [B2000] @ 49\m od_1599579528026_1605122.docx  @ 2667124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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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오일 레벨 탱크 설치(옵션: OT) 
오일 레벨 탱크(옵션 Ot)를 작업기준서 WN 0-521 30의 문서에 따라 설치하십시오.  

방폭 기어 유닛의 경우 오토 벤트는 필수입니다. 동봉된 M12x1.5 오토 벤트 플러그를 오일 레벨 탱크에 
조여 장착하십시오. 

 
Pos: 92 /Anl eitungen/Getriebe/3. Montage, Lager ung, Vorberei tung, Aufstellung/Aufs tell en/Aufstellen des Getriebes  01 headline @ 30\m od_1552984754668_1605122.docx  @ 2512009 @ 2 @ 1  

3.5 기어 유닛 설치 
 
Pos: 94 /Anl eitungen/Getriebe/3. Montage, Lager ung, Vorberei tung, Aufstellung/Aufs tell en/Aufstellen des Getriebes  02 [B2000] @ 34\mod_1559653655435_1605122.docx @ 2538303 @ 2 @ 1 
 

 위험  

 

폭발 위험 

• 기어 유닛을 설치할 때 주변에 폭발성 가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기어드 모터에서는 모터 팬에서 나오는 냉각 공기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기어 유닛 
주변을 순환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Pos: 96 /Anl eitungen/Getriebe/3. Montage, Lager ung, Vorberei tung, Aufstellung/Aufs tell en/Aufstellen des Getriebes  03 [B1000, B2000]z @ 49\mod_1599730768336_1605122.docx @ 2667697 @  @ 1 
 

 

주의  
베어링 및 기어 부분 손상 

• 기어 유닛에서 용접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 기어 유닛을 용접 작업의 접지점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설치 장소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작동 중 과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기어 유닛 주변에 여유 공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 기어 유닛의 모든 측면을 공기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 기어드 모터의 경우 모터 팬의 냉각 공기가 막히지 않고 기어 유닛으로 흐를 수 있어야 합니다. 
• 기어 유닛을 밀폐하거나 덮어서는 안 됩니다. 
• 기어 유닛은 고에너지 방사선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장치의 따뜻한 배기 공기가 기어 유닛으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 기어 유닛이 고정되는 안착부 또는 플랜지는 작동 중에 기어 유닛으로 열을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 기어 유닛 주변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어 유닛을 구조에 적절하게 설치하십시오 ( 7.1 장 "모델 및 설치 위치" 참조). 오일 점검 플러그 및 
오일 배출 플러그 등은 반드시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기어 유닛이 고정되는 안착부와 플랜지는 진동이나 틀어짐 없이 평탄해야 합니다. 안착부 또는 
플랜지의 체결면 평탄도는 DIN ISO 2768-2 공차 등급 K에 적합해야 합니다. 

틀어짐으로 인해 추가적인 외력이 기어 유닛에 가해지지 않도록 기어 유닛을 구동할 기계 축과 
정확하게 정렬하여 설치하십시오. 

한 쪽에 있는 모든 기어 유닛 풋 또는 모든 플랜지 홀에 기어 유닛을 고정하십시오. 품질 8.8 이상의 
나사를 사용하십시오. 적절한 조임 토크로 나사를 조이십시오 ( 7.3 장 "나사 조임 토크" 참조).  

풋 및 플랜지가 있는 기어 유닛(옵션 XZ 또는 Xf)의 경우 볼트가 틀어짐 없이 조여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풋 마운팅은 기어 유닛을 고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장치는 토크, 래디얼 포스, 액시얼 포스 및 
중량력의 반동력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B5 또는 B14 플랜지는 
기본적으로 반동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Getriebebau 
NORD사에 개별 검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기어 유닛 하우징을 접지하십시오. 기어드 모터의 경우 모터 연결부를 통해 접지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Pos: 98 /Allgem ein/Allgem eing ültige M odul e/---------- Seitenum bruch ---------- @ 1\m od_1329145698658_0.docx  @ 173084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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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99 /Anl eitungen/Getriebe/3. Montage, Lager ung, Vorberei tung, Aufstellung/Montage/M ontage von Naben auf Vollwell en 01 - headlinez @ 58\m od_1606220641888_1605122.docx @ 2695656 @ 2 @ 1 
 

3.6 중실축에 허브 설치(옵션: V, L) 
Pos: 100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ntage von N aben auf Getriebew ellen 01a - ex  WaHi @ 79\mod_1630660472607_1605122.docx @ 2820876 @  @ 1 
 

 위험  

 

온도 상승 또는 스파크로 인한 폭발 위험 

횡력이 부적절하게 작용하는 경우, 기어 유닛에 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어링, 
톱니 및 하우징이 손상될 수 있으며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횡력은 가능한 한 기어 유닛 몸체에 가까이 작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Pos: 102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ntage von N aben auf Getriebew ellen 02z_01 [B1000- B2050, B5010] @ 51\mod_1601292968188_1605122.docx @ 2674032 @  @ 1  

주의  
액시얼 포스로 인한 기어 유닛 손상 

기어 유닛의 잘못된 설치는 베어링, 기어휠, 샤프트, 하우징 등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적합한 피팅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 망치로 허브를 타격하지 마십시오. 

 
 

 

 

그림 3: 간단한 피팅 장치 예시 
 

설치 시 샤프트 축이 서로 정확하게 정렬되도록 하고 제조사의 허용 공차를 준수하십시오. 제조사의 
허용 공차를 준수하십시오.  
 

 정보  
조일 때는 샤프트의 선단부 나사산을 이용하십시오. 설치 전 허브에 윤활제를 바르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축이음쇠를 100°C 정도로 가열하면 조립이 쉬워집니다. 

 
Pos: 104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ntage von N aben auf Getriebew ellen 02z_03 [B1000- B2050, B5010] @ 79\mod_1630661149694_1605122.docx @ 2820953 @  @ 1 
 

입출력 요소는 최대 허용 래디얼 횡력 FR1 및 FR2 및 액시얼 포스 FA2만 기어 유닛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명판 참조). 특히 벨트와 체인의 올바른 장력에 유의하십시오. 

허브의 편심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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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력은 가능한 한 기어 유닛 몸체에 가까이 작용해야 합니다. 축 단부가 노출된 입력축의 경우(옵션 W) 
노출된 축 저널 중앙에 횡력 작용 시 최대 허용 횡력 FR1이 적용됩니다. 출력축의 경우 횡력 FR2의 
작용이 수치 xR2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횡력이 FR2가 명판에 제시되어 있지만, 치수 xR2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힘의 작용은 샤프트 저널의 중앙에서 흡수됩니다. 
Pos: 105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ntage von N aben auf Getriebew ellen 03 @ 79\m od_1630664786514_1605122.docx  @ 2821334 @  @ 1 
 

 

그림 4: 입출력축에 허용되는 힘의 작용 
Pos: 106 /Allgem ein/Allgem eingültig e Module/---------- Seitenumbr uch ---------- @ 1\mod_1329145698658_0.docx @ 173084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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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107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ntage von Aufsteckg etrieben 00 headlinez @ 49\m od_1599809016571_1605122.docx @ 2668546 @ 2 @ 1 
 

3.7 고정 요소가 있는 샤프트 장착 기어 유닛 설치(옵션: B) 
Pos: 108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ntage von Aufsteckg etrieben 01 [B1000, B2000, B5010]z  @ 61\m od_1608019903929_1605122.docx  @ 2709306 @  @ 1 
 

 
 

 경고  
심각한 부상 위험 

작동 중에 토크 서포트의 나사 체결부가 풀리면 기어 유닛이 출력축에 충돌합니다. 

• 체결부가 풀리지 않도록 Locitete 242 나 풀림 방지 너트 등으로 나사 체결부를 고정하십시오. 

 

주의  
액시얼 포스로 인한 기어 유닛 손상 

기어 유닛의 잘못된 설치는 베어링, 기어휠, 샤프트, 하우징 등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적합한 피팅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 망치로 기어 유닛을 타격하지 마십시오. 

 

입출력축 설치 전에 샤프트와 허브에 방청 윤활제(예 : NORD Anti-Corrosion 품목 번호 089 00099)를 
도포하면 설치와 분해가 쉬워집니다. 윤활제를 과도하게 도포하면 설치 후 흘러나오거나 방울져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가 흘러 나오는 것은 기어 유닛의 이상 누출이 아닙니다. 약 24 시간의 런닝인 타임 
후 출력축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닦으십시오.  
 

 

 

그림 5: 샤프트와 허브에 윤활제 도포 
 
Pos: 109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ntage von Aufsteckg etrieben 02 [B1000, B2000]z @ 61\m od_1608019925501_1605122.docx  @ 2709344 @  @ 1 
 

잠금 캡 IP66(옵션 H66) 및 고정 요소(옵션 B)를 적용한 샤프트 장착 기어 유닛의 경우 기어 유닛 설치 
전에 막아둔 잠금 캡을 밀어서 빼야 합니다. 잠금 캡은 탈거 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잠금 캡 이 추가 
예비품으로 하나 더 제공됩니다. 기어 유닛 설치 후 이 잠금 캡을  3.10 "커버 후드 설치(옵션: H, 
H66)"장의 설명대로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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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출고 시 설치된 잠금 캡 제거 방법 
 
Pos: 110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ntage von Aufsteckg etrieben 03 [B1000, B2000, B5010]z  @ 79\m od_1630916355996_1605122.docx  @ 2821686 @  @ 1 
 

고정 요소(옵션 B)를 사용하면 축단차가 있는 중실축과 축단차가 없는 중실축 모두에 기어 유닛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고정 요소의 나사를 적절한 토크로 조이십시오 ( 7.3 장 "나사 조임 토크" 참조). 

축단차를 사용하지 않고 고정하는 경우 고정 링은 중공축에서 축 방향으로 고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림 7: 고정 요소를 이용하여 축단차가 있는 샤프트에 장착한 기어 유닛 
 

 

 

그림 8: 고정 요소를 이용하여 축단차가 없는 샤프트에 장착한 기어 유닛 
 

축단차가 있는 샤프트에서 기어 유닛을 분해할 때 다음과 같은 분해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9: 분해 장치를 이용한 분해 방법 
 
Pos: 111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ntage von Aufsteckg etrieben 04 [B1000, B2000]z @ 61\m od_1608020615950_1605122.docx  @ 2709420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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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서포트를 이용하여 샤프트 장착 기어 유닛을 설치할 때 토크 서포트에 장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고무 버퍼(옵션 G 또는 VG)를 사용하면 틀어짐 없이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림 10: 페러럴 기어 유닛의 고무 버퍼(옵션 G 또는 VG) 설치 방법 
 

고무 버퍼를 장착하려면,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설치 접촉면들 사이에 유격이 없을 만큼 나사 체결부를 
조이십시오 그런 다음 조절 스레드가 있는 나사 체결부의 경우 고무 버퍼에 예압을 주기 위해 고정 
너트를 반바퀴 더 돌려 조이십시오. 이 보다 강한 예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림 설명 

1 토크 서포트는 반드시 
양쪽으로 고정하십시오. 

그림 11: 베벨 기어 유닛 및 웜 기어 유닛의 토크 서포트 장착 방법 
 

토크 서포트의 나사 체결부를 적절한 토크로 조이고 ( 7.3 장 "나사 조임 토크" 참조) 풀리지 
않도록   Loctite 242 또는 Loxeal 54-03 등을 사용하여 고정하십시오. 
Pos: 112 /Allgem ein/Allgem eingültig e Module/---------- Seitenumbr uch ---------- @ 1\mod_1329145698658_0.docx @ 173084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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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114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Optionen - sonstige/Montage der Schr umpfschei be 00a_Ü berschrift  [B1000, B2000] @ 51\mod_1601293159649_1605122.docx @ 2674109 @ 2 @ 1 
 

3.8 슈링크 디스크를 장착한 중공축 설치(옵션: S) 
Pos: 116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Optionen - sonstige/Montage der Schr umpfschei be 00a @ 81\m od_1633418251803_1605122.docx  @ 2834263 @  @ 1 
 

 
 

주의  
슈링크 디스크의 잘못된 설치로 인한 기어 유닛 손상 

• 중실축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텐션 스크루를 조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중공축이 영구 
변형될 수 있습니다. 

 

 

슈링크 디스크를 장착한 중공축이 분진이나 오염 또는 습기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NORD는 옵션 H/H66 ( 3.10 장 "커버 후드 설치(옵션: H, H66)" 참조)을 권장합니다. 
Pos: 118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Optionen - sonstige/Montage der Schr umpfschei be 01 [B1000, B2000]z @ 49\mod_1600326280680_1605122.docx @ 2670416 @  @ 1 
 

 

그림 설명 

1 슈링크 디스크 타입, 품목 번호, 텐션 
스크루의 토크 데이터 

2 텐션 플랜지 
3 기계 중실축 
4 샤프트와 중공축 내경, 무윤활 
5 기어 유닛의 중공축 
6 이중 절단 쐐기링 
7 텐션 스크루 DIN 931 (933) -10.9 

그림 12: 슈링크 디스크가 장착된 중공축 
 
Pos: 119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Optionen - sonstige/Montage der Schr umpfschei be 02 [B1000, B2000]z @ 59\mod_1606486948547_1605122.docx @ 2700184 @  @ 1 
 

슈링크 디스크는 바로 설치 가능한 상태로 제공됩니다. 설치 전에는 분해해서는 안 됩니다. 
 

중실축의 재질은 최소 항복 강도가 360 N/mm2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클램핑력으로 인한 영구 변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슈링크 디스크 제조사의 문서에도 유의하십시오. 

 

전제조건 
• 어떠한 경우에도 중공축에 그리스가 묻어서는 안 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기계의 중실축에 그리스가 묻어서는 안 됩니다. 
• 주문 관련 치수표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 중실축의 외경은 작동이 매우 일정치 않은 경우를 
위해 공차가 h6 또는 k6 이내여야 합니다. 맞춤 작업은 DIN EN ISO 286-2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Pos: 121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Optionen - sonstige/Montage der Schr umpfschei be 03 [B1000],  B2000]z @ 50\mod_1600326313180_1605122.docx @ 2670530 @  @ 1 
 

조립순서 
 
Pos: 123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Optionen - sonstige/Montage der Schr umpfschei be 04z @ 51\mod_1601293393181_1605122.docx @ 2674221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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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버 후드(있는 경우)를 제거하십시오. 
 

2. 슈링크 디스크의 텐션 스크루를 느슨하게 풀되, 아직 돌려서 빼내지 마십시오. 플랜지와 내부링 
사이의 유격이 제거될 때까지 텐션 스크루를 다시 손힘으로 살짝 조이십시오. 

 
Pos: 124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Optionen - sonstige/Montage der Schr umpfschei be 05 [B1000, B2000]z @ 50\mod_1600328935099_1605122.docx @ 2670645 @  @ 1 
 

3. 내부링의 구멍을 그리스로 가볍게 윤활하십시오. 외부 클램핑 플랜지가 중공축과 일직선이 되도록 
슈링크 디스크를 중공축에 밀어 넣으십시오. 

 

4. 나중에 중공축의 부싱과 접촉하게 되는 중실축 주변에 그리스를 도포하십시오. 청동 부싱에는 
그리스를 도포하지 마십시오. 슈링크 디스크의 조임 위치에는 그리스가 절대 묻지 않도록 하십시오. 

 
Pos: 126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Optionen - sonstige/Montage der Schr umpfschei be 06z @ 51\mod_1601293531630_1605122.docx @ 2674296 @  @ 1 
 

5. 슈링크 디스크 안착부가 완전히 삽입되도록 기계의 중실축을 중공축에 끼우십시오. 
 

6. 슈링크 디스크의 텐션 스크루를 순서대로 한 번에 약  ¼   바퀴씩 시계 방향으로 여러 번 돌려 
조이십시오. 슈링크 디스크에 지정된 최대 조임 토크를 얻으려면 토크 렌치를 사용하십시오. 

 
Pos: 127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Optionen - sonstige/Montage der Schr umpfschei be 07 [B1000, B2000]z @ 50\mod_1600328954216_1605122.docx @ 2670721 @  @ 1  

7. 클램핑 플랜지 사이에 틈이 일정한지 점검하십시오. 틈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슈링크 디스크 
연결부를 분해하여 정확하게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Pos: 129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Optionen - sonstige/Montage der Schr umpfschei be 08z @ 51\mod_1601293637311_1605122.docx @ 2674370 @  @ 1 
 

8. 기어 유닛의 중공축과 기계의 중실축에 표시를 하여 나중에 부하가 걸렸을 때 미끄러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표준 분해 순서: 
 
Pos: 130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Optionen - sonstige/Montage der Schr umpfschei be 09 [B1000, B2000]z @ 50\mod_1600331634752_1605122.docx @ 2670835 @  @ 1 
 

 

 경고  
갑작스러운 기계적 이완으로 인한 부상 위험 

슈링크 디스크의 요소는 높은 기계적 장력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링의 갑작스러운 이완은 높은 
분리력을 생성하여 슈링크 디스크의 개별 부품이 제멋대로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 슈링크 디스크의 외부링이 내부링에서 풀려 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텐션 스크루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1. 슈링크 디스크의 텐션 스크루를 순서대로 약  ¼  바퀴씩 시계 방향으로 여러 번 돌려 푸십시오. 텐션 
스크루를 각각의 스레드에서 제거하지 마십시오. 

 

2. 클램핑 플랜지를 내부링의 원뿔에서 푸십시오. 
 

3. 기어 유닛을 기계의 중실축에서 떼어내십시오. 
 
Pos: 132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Optionen - sonstige/Montage der Schr umpfschei be 10 Ins tandhaltungz @ 51\mod_1601293722756_1605122.docx @ 2674445 @  @ 1 
 

슈링크 디스크를 장기간 사용하였거나 오염된 경우 이 슈링크 디스크를 분해하여 깨끗이 청소한 다음 
다시 장착하십시오. 슈링크 디스크의 손상 및 부식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요소의 상태에 문제가 있어 
손상된 요소들은 모두 교체하십시오. 
Pos: 133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Optionen - sonstige/Montage der Schr umpfschei be 11 [B1000, B2000] @ 75\m od_1624288142676_1605122.docx  @ 2795786 @  @ 1 
 

테이퍼면(원뿔)에 MOLYKOTE® G-Rapid Plus 또는 이와 유사한 윤활제를 도포하십시오. 다목적 
그리스를 스레드와 나사머리의 접촉면에 도포하십시오. 
Pos: 153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ntage ei nes SCX Flansches  [B2000]z @ 51\m od_1601370853114_1605122.docx  @ 2674776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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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SCX 플랜지 설치(옵션: SCX) 
 설명 

1 컨베이어 통 리어 패널 
2 플러그인 축 
3 보호 앵글 

  

그림 13: SCX 플랜지 설치 예시 
 

SCX 플랜지는 설치 위치 M1, M2, M3 및 M4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옵션으로 온도 센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센서는 온도 120°C에서 작동되어 구동 장치 작동을 
중단시킵니다. 온도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안 점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1 장 "점검 및 
유지보수 주기" 참조)). 

플러그인 축(2)과 컨베이어 통(1) 리어 패널 또는 고정판 사이의 최대 틈새(치수 a)는 8mm 이어야 
합니다. 

보호 앵글(3)이 항상 플랜지의 수직 위쪽으로 열린 구멍을 가려야 합니다.  
 
Pos: 154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ntage von Abdeckhauben 00 headline [B1000, B2000] @ 59\m od_1606992303088_1605122.docx @ 2703346 @ 2 @ 1 
 

3.10 커버 후드 설치(옵션: H, H66) 
 
 

Pos: 157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ntage von Abdeckhauben 01 [W aHi ex] @ 34\mod_1559717797627_1605122.docx @ 2538605 @  @ 1 
 

 위험  

 

커버가 손상되었거나 마찰되는 경우 폭발 위험 

• 설치 전 커버에 운송 중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예: 융기 및 비틀림) 
• 손상된 커버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Pos: 160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ntage von Abdeckhauben 02z @ 51\mod_1601372777513_1605122.docx @ 2674852 @  @ 1 
 

고정 나사를 모두 사용하십시오.  Loctite 242, Loxeal 54-03 등의 고정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 
나사를 고정하십시오. 적절한 조임 토크로 고정 나사를 조이십시오 ( 7.3 장 "나사 조임 토크" 참조).  
Pos: 161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ntage von Abdeckhauben 03 [B 1000, B 2000] @ 35\mod_1560335100666_1605122.docx @ 2540934 @  @ 1 
 

옵션 H66 커버의 경우 새 잠금 캡을 플라스틱 해머로 가볍게 두드려 끼우십시오. 

 

 

 

 

 

 

 

 

그림 14: 커버 옵션 SH, 옵션 H 및 옵션 H66 설치 
Pos: 163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ntage von Abdeckkappen [B1000, B2000]z @ 51\m od_1601385023932_1605122.docx  @ 2674891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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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커버 캡 설치 
유니버설 웜 기어 유닛의 일부 모델에는 플라스틱 커버 캡이 장착된 상태로 공급됩니다. 커버 캡은 
먼지나 기타 오염물이 샤프트 씰링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커버 캡은 A쪽 또는 B쪽에 
끼울 수 있습니다. 공구를 사용할 필요 없이 손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주의  
커버 캡의 삽입부 손상 

• 커버 캡을 빼내거나 끼울 때 손상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유니버셜 웜 기어 유닛을 설치하기 전에 커버 캡을 수직으로 당겨 빼내십시오. 설치를 종료한 후 커버 
캡의 삽입부를 출력 플랜지의 스레드 홀에 끼우고 올바른 면에 커버 캡을 설치하십시오. 
 

 

 

 

 

 

 

그림 15: 커버 캡 분해 및 설치 방법 
Pos: 164 /Allgem ein/---------- Seitenumbr uch ---------- @ 3\mod_1375347474401_0.docx @ 173087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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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165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tor/Montage eines  Normm otors  00 headline + Einl eitung [B1000, B2000] @ 89\m od_1656678308695_1605122.docx  @ 2920527 @ 2 @ 1  

3.12 표준 모터 설치(옵션: IEC, NEMA, AI, AN) 
아래 표에 지정된 최대 허용 모터 중량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Pos: 167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tor/Motor _02 [B2000, B2050] @ 35\m od_1559898013211_1605122.docx  @ 2539919 @  @ 1  

 위험  

 

폭발 위험 

• 모터 명판에 따라 ATEX 구역 카테고리에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증명하는 규격 
모터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ATEX 카테고리 2D(ATEX 표기, 기어 유닛 명판의 마지막 줄 참조) 기어 유닛의 
경우 모터는 최소 보호 등급 IP6x이어야 합니다. 

 

Pos: 168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tor/Montage eines  Normm otors  01_Tabellenkopf_IEC-Motor en [B1000, B2000]z @ 89\mod_1656677983199_1605122.docx @ 2920413 @  @ 1  
 

최대 허용 모터 중량 

모터 크기 63 71 80 90 100 112 132 160 180 200 225 250 280 315 

최대 모터 중량 [kg] 25 30 50 50 80 80 100 250 250 350 500 1000 1000 1500 
 

Pos : 169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tor/Montage eines  Normm otors  01_Tabellenrum pf_IEC-M otoren [B1000, B2000] @ 89\m od_1656680433209_0.docx @ 2920603 @  @ 1 
 

SK 32, SK 3282, 
SK 9032.1, SK 32100, 
SK 772.1, SK 773.1 

    100 100         

SK 42, SK 4282, 
SK 9042.1, SK 42125 

    100 100 130 200       

SK 52, SK 63, 
SK 5282, SK 6382, 
SK 9052.1, 
SK 872.1, SK 873.1, 
SK 972.1, SK 973.1 

    100 100 130        

SK 62, SK 73, SK 83,  
SK 6282,  
SK 7382, SK 8382,  
SK 9072.1 

    100 100 130        

SK 72, SK 82, SK 93, 
SK 103, 
SK 7282, SK 8282, 
SK 9382, SK 10382.1, 
SK 9082.1, SK 9086.1, 
SK 9092.1, SK 9096.1 

      130        

SK 920072.1, 
SK 92072.1, SK 0, 
SK 071.1, SK 0182.1 

  40            

SK 1382NB, 
SK 1382.1, 
SK 92372, 
SK 92372.1, 
SK 12063, SK 372.1, 
SK 371.1 

    60          

 

Pos: 170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tor/Montage eines  Normm otors  01_Tabellenunterschrift_IEC-M otoren [B1000, B2000] @ 89\m od_1656680713523_1605122.docx  @ 2920642 @  @ 1  

표 5: IEC 모터의 모터 중량 
 

Pos : 171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tor/Montage eines  Normm otors  01_Tabellenkopf_N EMA-Motor en [B1000, B2000] @ 89\mod_1656681174654_1605122.docx @ 2920718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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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허용 모터 중량 

모터 크기 

 

56
C

 

 

14
0T

C
 

 

18
0T

C
 

20
1T

C
 

25
0T

C
 

28
0T

C
 

32
0T

C
 

36
0T

C
 

40
0T

C
 

  

최대 모터 중량 [kg]  30  50  80 100 200 250 350 700 700   
Pos: 172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tor/Montage eines  Normm otors  01_Tabellenrum pf_NEM A-Motoren [B1000, B2000] @ 89\m od_1656681528259_0.docx @ 2920756 @  @ 1 
 

SK 62, SK 72, SK 73, 
SK 83, SK 93, 
SK 9072.1, SK 6282, 
SK 7282, SK 7382, 
SK 8382, SK 9382 

          500 500   

 

Pos: 173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tor/Montage eines  Normm otors  01_Tabellenunterschrift_N EM A-Motoren [B1000, B2000] @ 89\m od_1656681691355_1605122.docx  @ 2920794 @  @ 1  

표 6: NEMA 모터의 모터 중량 
 

Pos : 175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tor/Montage eines  Normm otors  02 Belüftung ex [B2000] @ 52\m od_1601456250387_1605122.docx  @ 2675836 @  @ 1 
 

IEC 또는 NEMA 어댑터가 있는 기어 유닛은 EN 60034-6에 따라 자체 환기 모터(IC411, TEFC) 또는 
강제 환기 모터(IC416, TEBC)로 작동해야 합니다. 기어 유닛에는 항상 공기가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팬(IC410, TENV)이 없는 모터 사용 시에는 Getriebebau NORD와 이에 대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Pos: 176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tor/Montage eines  Normm otors  03z @ 59\mod_1606742688607_1605122.docx @ 2701416 @ 5 @ 1 
 

IEC 어댑터(옵션 IEC) 또는 NEMA 어댑터(옵션 NEMA)에 규격 모터 설치 순서 

1. 모터 샤프트와 모터의 플랜지 면 및 모터 어댑터를 청소하고 손상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모터의 
치수를 점검하십시오. 치수는 DIN EN 50347 또는 NEMA MG1 Part 4에 따른 공차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2. 모터 크기가 90, 160, 180 및 225인 경우에는 동봉된 스페이서 부싱을 모터 샤프트에 끼우십시오. 
 

3. 모터 키가 커플링 절반의 홈에 맞물리도록 커플링 절반을 모터 샤프트로 밀어 넣으십시오. 모터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커플링 절반에 끼우십시오. 표준 헬리컬 기어 유닛의 경우 커플링 절반과 칼라 
사이의 치수 B에 유의하십시오("그림 16" 참조). 일부 NEMA 어댑터의 경우 부착된 접착 라벨의 
지침에 따라 커플링의 위치를 조정하십시오. 

 

4. 커플링 절반에 고정 나사가 포함된 경우 커플링을 사프트에 축 방향으로 고정하십시오. 나사를 
조이기 전에  Loctite 242 또는 Loxeal 54-03와 같은 고정 접착제를 도포하여 나사 핀을 적신 다음 
적절한 토크로 조이십시오 ( 7.3 장 "나사 조임 토크" 참조). 

Pos: 177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tor/Montage eines  Normm otors  04 [ex ]z @ 59\mod_1606742765890_1605122.docx @ 2701454 @  @ 1 
 

5. 카테고리 2D 기어 유닛(기어 유닛 명판의 마지막 줄에 있는 ATEX 표시 참조)의 경우 모터와 모터 
어댑터의 플랜지 표면을 밀봉해야 합니다. 다른 기어 유닛의 경우 옥외 설치 및 습한 환경에서는 
플랜지 표면을 밀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Loctite 574 또는 Loxeal 58-14와 같은 표면 
씰링제를 플랜지 표면에 충분하게 도포하십시오. 

Pos: 179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tor/Montage eines  Normm otors  05z @ 59\mod_1606742838397_1605122.docx @ 2701528 @  @ 1 
 

6. 모터를 어댑터에 설치하십시오. 이때 동봉된 기어림 또는 동봉된 기어 슬리브도 설치하십시오(그림 

unten 참조). 
 

7. 적절한 토크로 어댑터의 나사를 돌려 조이십시오 ( 7.3 장 "나사 조임 토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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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커플링 타입별 커플링 조립 방법 
 

I 원피스형 보우 기어 커플링(BoWex) 

II 투피스형 보우 기어 커플링(BoWex) 

III 스페이서 부시가 있는 투피스형 보우 기어 커플링(BoWex) 

IV 투피스형 조우 커플링(ROTEX) 

V 투피스형 조우 커플링(ROTEX), 치수 B 준수: 

표준 헬리컬 기어 유닛: 

 SK 0, SK 01, SK 20, SK 25, SK 30, SK 33 (2단) 
 SK 010, SK 200, SK 250, SK 300, SK 330 (3단) 

 IEC size 63 IEC size 71 
치수 B(그림 V) B = 4.5 mm B = 11.5 mm 

VI 스페이서 부시가 있는 투피스형 조우 커플링(ROTEX) 
 
Pos: 180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tor/Montage eines  Normm otors  06 @ 75\mod_1624347935230_1605122.docx @ 2795906 @ 5 @ 1 
 

IEC 어댑터 AI160 - AI315(옵션 AI) 또는 NEMA 어댑터 AN250TC – AN400TC(옵션 AN)에 규격 모터 
설치 순서 

1. 모터 샤프트와 모터의 플랜지 면 및 모터 어댑터를 청소하고 손상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모터의 
치수를 점검하십시오. 치수는 DIN EN 50347 또는 NEMA MG1 Part 4에 따른 공차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2. 모터 샤프트에서 페더 키를 제거하십시오. 
 

3. AI160, AI180 및 AI225 어댑터의 경우 함께 제공된 스페이서 슬리브를 장착하십시오. 
 

4. 함께 제공된 페더 키를 설치하십시오("표 7: 모터 페더 키" 참조). 
 

5. 커플링 절반을 설치하는 경우 커플링 절반을 약 100 °C 로 가열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커플링 
절반을 설치합니다. 

− AI160, AI180 및 AI225를 스페이서 슬리브까지 밀어 넣으십시오. 
− AI200, AI250, AI280, AI315를 모터 샤프트 칼라까지 밀어 넣으십시오 
− AN250TC – AN400TC는 치수 A에 도달할 때까지("표 8: NEMA 모터 샤프트의 커플링 절반의 
위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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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커플링 절반에 고정 나사가 포함된 경우 커플링을 사프트에 축 방향으로 고정하십시오. 나사를 
조이기 전에  Loctite 242 또는 Loxeal 54-03와 같은 고정 접착제를 도포하여 나사 핀을 적신 다음 
적절한 토크로 조이십시오 ( 7.3 장 "나사 조임 토크" 참조). 

 
Pos: 182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tor/Montage eines  Normm otors  04 [ex ]z @ 59\mod_1606742765890_1605122.docx @ 2701454 @  @ 1 
 

7. 카테고리 2D 기어 유닛(기어 유닛 명판의 마지막 줄에 있는 ATEX 표시 참조)의 경우 모터와 모터 
어댑터의 플랜지 표면을 밀봉해야 합니다. 다른 기어 유닛의 경우 옥외 설치 및 습한 환경에서는 
플랜지 표면을 밀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Loctite 574 또는 Loxeal 58-14와 같은 표면 
씰링제를 플랜지 표면에 충분하게 도포하십시오. 

Pos: 183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tor/Montage eines  Normm otors  07 @ 76\mod_1624353434411_1605122.docx @ 2795944 @  @ 1 
 

8. 모터를 어댑터에 설치하십시오. 이때 동봉된 기어림 또는 동봉된 기어 슬리브도 설치하십시오(그림 
16: 커플링 타입별 커플링 조립 방법 참조). AN360TC 및 AN400TC 어댑터의 경우 먼저 어댑터 
플랜지를 모터에 장착한 다음 모터를 어댑터에 나사로 체결하십시오. 

 

9. 적절한 토크로 어댑터의 나사를 돌려 조이십시오 ( 7.3 장 "나사 조임 토크" 참조). 
 

IEC/NEMA형 커플링 샤프트 ø 모터 샤프트 페더 키 

AI 160 R42 42 AB12x8x45 
AI 180 R48 48 AB14x9x45 
AN 250 R42 41.275 B3/8x3/8x1 1/2 
AN 280 R48 47.625 B1/2x1/2x1 1/2 
AI 200 R55 55 B16x10x50x 
AN 320 R55 53.976 B1/2x1/2x1 1/2 
AI 225 R65 60 B18x11x70 
AN 360 R350 R65 60.325 B5/8x5/8x2 1/4 
AI 250 R75 65 B18x11x70 
AI 280 R75 75 B20x12x70 
AN 360 R450 R75 60.325 B5/8x5/8x3 1/8 
AN 400 R75 73.025 B3/4x3/4x3 1/4 

표 7: 모터 페더 키 
 

 

NEMA형 커플링 크기 A[mm] 

N250TC R350 R42 83 

N250TC 300S R42 86 

N280TC R350 R48 87.5 

N280TC 300S R48 102.5 

N320TC R55 91 

N360TC/350 R65 126.5 

N360TC/450 R75 150.5 

N400TC R75 164.5 

표 8: NEMA 모터 샤프트의 커플링 절반의 위치 
 
Pos: 190 /Allgem ein/Allgem eingültig e Module/---------Seitenumbr uch kompakt --------- @ 13\m od_1476369695906_0.docx @ 2265519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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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191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ntage der Kühlschlange an das  Kühlsystem 01 [B1000_2000]z @ 52\m od_1601476869971_1605122.docx @ 2676027 @ 2 @ 1 
 

3.13 냉각시스템에 냉각 코일 설치 방법 
Pos: 194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Kühl anl agen/Interne Kühlanl age_02_(M ontag e)z @ 52\m od_1601480924595_1605122.docx  @ 2676102 @  @ 1 
 

 

 경고  
압력 방출로 인한 부상 위험 

• 기어 유닛에서는 반드시 냉각 회로 내 압력이 제거된 상태로 작업하십시오. 
 

 

주의  
냉각 시스템의 손상 위험 

• 설치 시 연결부를 비틀지 마십시오. 
• 설치 후에도 연결부를 통해 냉각 코일에 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작동 중에 진동이 냉각 코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Pos: 196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ntage der Kühlschlange an das  Kühlsystem 03 [B1000_2000]z @ 52\m od_1601481884488_1605122.docx @ 2676139 @  @ 1 
 

 

그림 설명 

1 커팅 링 연결 피팅이 있는 연결부 
2 냉각 코일 
3 하우징 커버 

그림 17: 냉각 커버 

냉각 코일은 하우징 커버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냉각수 유입과 배출을 위해 외경 10mm의 파이프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우징 커버에 DIN 2353에 따른 커팅 링 피팅 연결부가 있습니다. 
Pos: 200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ntage der Kühlschlange an das  Kühlsystem 04z @ 52\m od_1601486450433_1605122.docx  @ 2676289 @  @ 1 
 

설치 전에 연결부에서 마개를 제거하고 냉각 코일을 세정하여 냉각 시스템으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연결부를 냉각수 회로에 연결하십시오. 냉각수 유량 방향은 임의로 
정합니다. 

 
Pos: 207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ntage ei nes Öl ausgleichsbehälter Option OA 00_Ü berschrif t_z  @ 52\m od_1601488859794_1605122.docx @ 2676403 @ 2 @ 1 
 

3.14 오일 익스펜션 탱크 설치(옵션: OA) 
Pos: 208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ntage ei nes Öl ausgleichsbehälter Option OA 01_Größe I  - I II_z @ 81\m od_1633419860079_1605122.docx  @ 2834347 @ 3 @ 1 
 

3.14.1 I, II 및 III 크기 설치 
오일 익스펜션 탱크는 용량이 다른 세 가지 크기로 제공됩니다. 

• 0.7 리터(크기 I) 
• 2.7 리터(크기 II) 
• 5.4 리터(크기 III) 

오일 익스펜션 탱크는 호스 연결부를 아래로, 벤트 플러그는 위로 향하게 수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탱크는 호스 길이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장착해야 합니다. 오일 익스펜션 탱크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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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오일 익스펜션 탱크 위치 
 

1. 기어 유닛을 설치한 후 벤트 플러그를 제거하십시오. 
2. 기존의 씰링 링과 함께 감소부 또는 연장부를 체결하십시오. 
3. 고정 나사가 관통구에 체결되면 중간 강도의 LOXEAL 54-03 또는 Loctite 242와 같은 나사 고정제로 
스레드를 밀봉하십시오. 

4. 익스펜션 탱크를 나사로 고정하십시오. 1.5 × d의 필요한 체결 깊이를 유지할 수 없으면 5 mm 더 
긴 나사를 사용하십시오. 더 긴 나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스터드 나사와 해당 치수의 너트를 
사용하십시오.  

5. 동봉된 밴조 나사 및 씰링을 사용하여 벤트 호스를 설치하십시오. 
Pos: 210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ntage ei nes Öl ausgleichsbehälter Option OA 02 [B2000]z @ 52\m od_1601489780349_1605122.docx @ 2676479 @  @ 1  

6. 동봉된 오토 벤트 M12 × 1.5를 오일 익스펜션 탱크에 조여 장착하십시오. 
Pos: 211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ntage ei nes Öl ausgleichsbehälters Option OA 03_Größe 0A und 0B_01 @ 81\mod_1632989654868_1605122.docx @ 2832126 @ 3 @ 1 
 

3.14.2 0A 및 0B 크기 설치 
오일 익스펜션 탱크는 호스 연결부를 아래로, 벤트 플러그는 위로 향하게 수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탱크는 호스 길이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장착해야 합니다. 오일 익스펜션 탱크 위치에 
대해서는 그림 18 을 참조하십시오. 단자함 위치가 위치 2 에 있는 M4 모델인 경우 오일 익스펜션 
탱크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림 19: 오일 익스펜션 탱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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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어 유닛을 설치한 후 오일 레벨 플러그 또는 벤트 플러그를 제거하십시오. 
2. 오일 익스펜션 탱크를 그림 18에 따라 설치하십시오. 이때 모터 샤프트에 평행하게 정렬하십시오. 
3. 기어 유닛 하우징에 오일 익스펜션 탱크의 나사 체결 시 12 Nm의 최대 조임 토크를 준수하십시오. 
Pos: 212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M ontag e/M ontage ei nes Öl ausgleichsbehälters Option OA 04_Größe_0A und 0B_02 [B2000] @ 81\m od_1632992326522_1605122.docx  @ 2832201 @  @ 1 
 

4. 동봉된 오토 벤트 M10 × 1.0를 오일 익스펜션 탱크에 조여 장착하십시오. 
Pos: 218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Tem per aturaufkl eber/Temperatur aufkleber  01z @ 52\mod_1601568640957_1605122.docx @ 2676678 @ 2 @ 1 
 

3.15 온도 스티커 부착 
온도 등급이 T4인 기어 유닛 또는 최대 표면 온도가 135°C 미만인 기어 유닛에는 동봉된 자체 접착식 
온도 스티커(기재된 값 121°C)를 기어 유닛 하우징에 부착해야 합니다.  

부품 번호: 2839050. 

ATEX에 따른 표시인 온도 등급과 최대 표면 온도는 기어 유닛 명판 마지막 줄에 표시됩니다. 

예시: 

II 2G Ex h IIC T4 Gb 또는 II 3D Ex h IIIC T125°C Dc 
Pos: 219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Tem per aturaufkl eber/Temperatur aufkleber  02 [B2000]z @ 52\mod_1601568664285_1605122.docx @ 2676716 @  @ 1 
 

온도 스티커는 모터 방향으로 오일 레벨 플러그 ( 7.1 장 "모델 및 설치 위치" 참조) 옆에 부착하십시오. 
오일 레벨 탱크가 있는 기어 유닛의 경우 온도 스티커를 오일 레벨 탱크가 없는 기어 유닛과 같은 
위치에 부착하십시오 영구 윤활된 기어 유닛의 경우 온도 스티커를 기어 유닛 명판 옆에 부착하십시오. 
 

  

그림 20: 온도 스티커 위치 
Pos: 232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N achträgliche Lacki erung/Nachtr ägliche Lacki erung 00 headline @ 34\mod_1559724373206_1605122.docx @ 2538915 @ 2 @ 1 
 

3.16 추가 도색 
 

Pos : 233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N achträgliche Lacki erung/Nachtr ägliche Lacki erung 01 [WaHi  ex ] @ 79\m od_1630916714551_1605122.docx  @ 2821763 @  @ 1  

 위험  

 

정전기로 인한 폭발 위험 

• 추가 도색은 원래의 도장과 동일한 특성과 도장 두께를 지녀야 합니다. 
 

Pos: 234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N achträgliche Lacki erung/Nachtr ägliche Lacki erung 02 @ 34\mod_1559724405678_1605122.docx @ 2538989 @  @ 1 
 

기어 유닛을 추가 도색할 때 샤프트 씰, 고무 부품, 벤트 플러그, 호스, 명판, 스티커, 모터 커플링 부품 
등에 페인트, 라커, 용제 등이 묻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부품이 손상되거나 기재된 정보를 
읽을 수 없게 됩니다. 
Pos: 237 /Anleitungen/Getri ebe/4. Inbetriebnahme/4. Inbetri ebnahm e [_Titel] @ 3\m od_136869182286800_1605122.docx @ 171541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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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운전 

Pos: 238 /Anleitungen/Getri ebe/4. Inbetriebnahme/Ölstand pr üfen_01z  @ 53\m od_1603264683711_1605122.docx @ 2679866 @ 2 @ 1 
 

4.1 오일 레벨 점검 
Pos: 240 /Anleitungen/Getri ebe/4. Inbetriebnahme/Ölstand_02 [B2000, B2050] @ 54\mod_1603272296795_1605122.docx @ 2680364 @  @ 1 
 

 

 위험  

 

충분하지 못한 윤활로 인한 폭발 위험 

• 시동 전 오일 레벨을 확인하십시오 ( 5.2.3 장 "오일 레벨 점검" 참조). 
 

Pos: 243 /Anleitungen/Getri ebe/4. Inbetriebnahme/Entl üftung ak tivier en_01z  @ 53\mod_1603265459270_1605122.docx @ 2679904 @ 2 @ 1 
 

4.2 벤트 활성화 
Pos: 245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Aufstellen/Entlüf tung aktivi eren Einl eitung ex @ 49\m od_1599579589565_1605122.docx  @ 2667308 @  @ 1 
 

기어 유닛에 벤트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시동 전에 반드시 오토 벤트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2단 기어 
유닛은 2 개의 단일 기어 유닛으로 구성되며 2 개의 오일 챔버와 경우에 따라서는 2 개의 벤트가 
있습니다. 

활성화하려면 오토 벤트 플러그의 실링 코드를 제거하십시오. 오토 벤트 플러그의 위치에 대해서는 
단원 7.1 "모델 및 설치 위치"을 참조하십시오. 
Pos: 247 /Anleitungen/Getri ebe/3. M ontage, Lagerung, Vorbereitung, Aufs tell ung/Aufstellen/Entlüf tung aktivi eren Druckentl üftungsschr aube @ 49\m od_1599583297738_1605122.docx @ 2667445 @  @ 1 
 

 

 

  

 

그림 설명 

1 오토 벤트 플러그 
2 실링 코드 

그림 21: 오토 벤트 플러그 활성화 
Pos: 253 /Anleitungen/Getri ebe/4. Inbetriebnahme/Ak tivier ung des autom atischen Schmiers toffgebers_01 [B1000, B2000] @ 54\mod_1603295724455_1605122.docx @ 2681636 @ 2 @ 1 
 

4.3 자동 윤활제 디스펜서 활성화 
규격 모터(옵션 IEC/NEMA, AI/AN이 아님)에 장착하는 일부 기어 유닛 타입에는 롤러 베어링 급유를 
위한 자동 윤활제 디스펜서가 있습니다. 윤활제 디스펜서는 기어 유닛을 시운전하기 전에 활성화해야 
합니다. IEC/NEMA 규격 모터를 설치용 어댑터의 카트리지 케이스 커버에 디스펜서 활성화에 관한 
빨간색 안내판이 있습니다. 윤활제 디스펜서 맞은편에 G1/4 잠금 플러그로 막혀 있는 윤활제 배출구가 
있습니다. 윤활제 디스펜서를 활성화한 후 잠금 플러그를 풀어내어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함께 제공된 
그리스 수집 탱크(부품번호 28301210)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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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그리스 수집 탱크 설치 
 

진행 과정: 

1. 원통형 나사를 풀어서 제거하십시오. 
2. 카트리지 후드를 떼어내십시오. 
3. 선결파열점에서 아일릿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활성화 노브를 윤활제 디스펜서 안으로 돌려 
조이십시오. 

Pos: 254 /Anleitungen/Getri ebe/4. Inbetriebnahme/Ak tivier ung des autom atischen Schmiers toffgebers_02 [B2000] @ 54\mod_1603301478576_1605122.docx @ 2681675 @  @ 1 
 

4. 카테고리 2D(ATEX 표기, 기어 유닛 명판 마지막 줄 참조) 기어 유닛의 경우: 그렇게 하려면 
카트리지 후드의 플랜지 표면을 Loctite 574 또는 Loxeal 58-14 와 같은 표면 씰링제를 충분히 
도포하십시오. 

Pos: 255 /Anleitungen/Getri ebe/4. Inbetriebnahme/Ak tivier ung des autom atischen Schmiers toffgebers_03 [B1000, B2000] @ 76\mod_1624463716842_1605122.docx @ 2796916 @ 5 @ 1 
 

5. 카트리지 후드를 다시 끼우십시오. 카트라지 후드를 실린더 볼트 ( 7.3 장 "나사 조임 토크" 참조)로 
고정하십시오. 

6. 활성화한 연도와 월을 접착 라벨에 표시하십시오. 

 

 
 그림 설명 

1 실린더 볼트 M8 x 16 
2 카트리지 후드 
3 작동 노브 
4 러그 
5 윤활제 디스펜서 
6 접착 라벨 위치 

 

그림 23: 규격 모터 장착 시 자동 윤활제 디스펜서 활성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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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 라벨: 

 

그림 24: 접착 라벨 
Pos: 271 /Anleitungen/Getri ebe/4. Inbetriebnahme/Kühlschl ang e/Interne Kühl anl age_01_(Inbetriebnahme) [B1000 . ..  B2050] @ 76\mod_1624459274579_1605122.docx @ 2796802 @ 2 @ 1 
 

4.4 냉각 코일(옵션: CC) 
Pos: 272 /Anleitungen/Getri ebe/4. Inbetriebnahme/Interne Kühlanlag e_02_(Inbetri ebnahm e) [B2000, B2050]z @ 54\m od_1603456155427_1605122.docx  @ 2683083 @  @ 1 
 

 위험  

 

폭발 위험 

• 냉각 코일을 냉각 회로에 연결하고 냉각 회로를 작동 개시한 이후에만 드라이브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 냉각수 온도와 냉각수 유량은 사용자가 점검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 결빙 위험이 있는 경우 적합한 부동액을 적절한 시기에 냉각수에 추가해야 합니다. 
• NORD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ATEX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Pos: 275 /Anleitungen/Getri ebe/4. Inbetriebnahme/Interne Kühlanlag e_03_(Inbetri ebnahm e) [B1000- B2050] @ 56\m od_1604924743805_1605122.docx  @ 2688596 @  @ 1  

냉각수는 물과 비슷한 열용량을 지녀야 합니다. 

• 20 °C에서 물의 비열용량: c = 4.18 kJ/kgK 

냉각수로는 침전물이 없는 깨끗하고 기포가 생기지 않는 산업용수를 권장합니다. 물의 경도는 1°dH ~ 
15 °dH, pH 값은 pH 7.4 ~ pH 9.5이어야 합니다. 냉각수에 부식성 액체를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Pos: 276 /Anleitungen/Getri ebe/4. Inbetriebnahme/Interne Kühlanlag e_03a ( Inbetriebnahme) [B1000, B2000)z  @ 55\m od_1603787319406_1605122.docx @ 2683824 @  @ 1 
 

냉각수 압력은 최대 8 bar이어야 합니다. 냉각수 투입구에 감압변을 설치하여 너무 높은 압력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각수 유입 온도는 40 °C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0 °C를 권장합니다. 

필요한 냉각수량은 10 l/min입니다. 
Pos: 308 /Anleitungen/Getri ebe/4. Inbetriebnahme/Tem peraturmessung @ 36\m od_1560512473855_1605122.docx  @ 2542475 @ 2 @ 1 
 

4.5 온도 측정 
ATEX 온도 등급 또는 최대 표면 온도는 일반적인 설치 및 장착 조건을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장착 
조건이 약간만 달라져도 기어 유닛의 온도가 상당히 변할 수 있습니다. 

시동 시 최대 부하 상태에서 기어 유닛 표면 온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명판의 마지막 줄에 온도 등급 
T1 – T3 또는 최대 표면 온도 200 °C가 기재된 기어 유닛은 이 측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온도 측정을 위해서는 측정 범위가 0 °C ~ 130 °C이고 측정 정확도가 최소 ± 4 °C이며, 표면 온도 
및 공기 온도 측정이 가능한 일반 시판 온도 측정기가 필요합니다.  

온도 측정 방법:  

1. 기어 유닛을 최대 부하 및 최대 회전속도로 약 4시간 동안 작동 상태로 두십시오. 
2. 워밍업 후 기어 유닛 하우징 표면 온도 Tgm을 온도 스티커 ( 3.15 장 "온도 스티커 부착" 참조) 바로 
옆에서 측정하십시오.  



방폭 기어 유닛 – 운영 및 설치 지침  

46  B 2000 ko-2822 

3. 공기 온도 Tum은 기어 유닛의 직접적인 주변에서 측정하십시오.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때는 구동 장치를 정지하십시오. Getriebebau NORD 사에 
문의하십시오. 

• 측정된 공기 온도 Tum이 명판에 표시된 허용 범위 내에 있습니다.  
• 기어 유닛 하우징 표면에서 측정된 온도 Tgm이 121 °C 이하입니다. 
• 온도 스티커가 검은색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그림 26 참조). 
• 측정된 하우징 표면 온도에 명판의 최대 허용 온도 Tu와 측정된 공기 온도 간의 차이를 합한 온도가 
최대 허용 표면 온도보다 최소한 15 °C 낮습니다. 즉: 

 

ATEX 표시: II 2G Ex h IIC T4 Gb/ II 3G Ex h IICT4 Gc: 
  Tgm + Tu – Tum < 135 °C – 15 °C 

ATEX 표시: II 2D Ex h IIIC Tmax Db / II 3D Ex h IIIC Tmax:Dc: 
  Tgm + Tu – Tum < Tmax – 15 °C 

Tgm: 측정된 기어 유닛 하우징 표면 온도, °C 단위 

Tum: 측정된 공기 온도, °C 단위 

Tmax: 기어 유닛 명판에 표시된 최대 표면 온도(ATEX 표시), °C 단위 

Tu: 기어 유닛 명판에 따른 허용 주변 온도 범위의 상한값, °C 단위 

그림 25: ATEX 표시 
 

 

 

 

 

중앙의 점 표시 흰색: 정상 중앙의 점 표시 검은색: 온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림 26: 온도 스티커 
Pos: 309 /Allgem ein/Allgem eingültig e Module/---------Seitenumbr uch kompakt --------- @ 13\m od_1476369695906_0.docx @ 2265519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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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310 /Anleitungen/Getri ebe/4. Inbetriebnahme/Kontroll e des  Getriebes_01 headli ne (Pr obelauf) @ 55\mod_1603900175842_1605122.docx @ 2684060 @ 2 @ 1  

4.6 시험 작동  
Pos: 311 /Anleitungen/Getri ebe/4. Inbetriebnahme/Kontroll e des  Getriebes_02 @ 79\m od_1630917684815_1605122.docx  @ 2821800 @ 55 @ 1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전에 발생 가능한 문제 확인을 위해 기어 유닛 시동 동안 시험 작동을 
실행하십시오. 

최대 부하로 시험 작동 중 기어 유닛 점검 사항: 

• 비정상적인 소음, 예: 갈리는 소리, 두드리는 소리, 긁히는 소리 
• 비정상적인 진동, 흔들림 및 움직임 
• 증기나 연기 발생 

시험 작동 후 기어 유닛 점검 사항: 

• 누설 
• 슈링크 디스크가 미끄러져 빠짐. 이 경우 커버를 분리하고 단원 3.8 "슈링크 디스크를 장착한 중공축 
설치(옵션: S)"에 규정된 표시가 기어 중공축과 기계 샤프트의 상대 운동을 나타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커버를 단원 3.10 "커버 후드 설치(옵션: H, H66)"에 설명된 대로 설치하십시오. 

Pos: 313 /Anleitungen/Getri ebe/4. Inbetriebnahme/Kontroll e des  Getriebes_03-Info Scheinl eckage_01-Wellendichtringz @ 55\m od_1603901016457_1605122.docx  @ 2684098 @  @ 1 
 

 

 정보  
샤프트 씰링 링은 접촉식 씰이며 엘라스토머 소재로 만들어진 씰링 립이 있습니다. 이 씰링 립에는 
출고 시 특수 그리스가 충진되어 있어서, 마모를 최소화하고 씰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따라서 접촉되는 
씰링 립 주위에 나타나는 오일막은 정상이며, 누출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Pos: 315 /Anleitungen/Getri ebe/4. Inbetriebnahme/Ei nlaufzeit der Schneckengetriebe [B1000] @ 23\mod_1531908450259_1605122.docx @ 2434185 @ 2 @ 1  

4.7 웜기어 런닝인 타임 

웜기어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최대 부하로 약 25 ~ 48시간 기어 길들이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런닝인 타임 전까지는 기어 유닛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Pos: 316 /Allgem ein/Allgem eingültig e Module/---------Seitenumbr uch kompakt --------- @ 13\m od_1476369695906_0.docx @ 2265519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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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318 /Anleitungen/Getri ebe/4. Inbetriebnahme/Checkliste [B2000]z  @ 55\m od_1603904617331_1605122.docx @ 2684173 @ 2 @ 1 
 

4.8 체크 리스트 

체크 리스트 

점검 대상 
 

점검 
날짜: 

정보  
참조 단원 

운송 중 파손이나 손상이 없습니까?   3.4.1 

명판의 표시가 규정에 맞습니까?   2.2 

명판에 표시된 구조가 실제 장착 위치에 맞습니까?    3.3 

오토 벤트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4.2 

모든 입력 및 출력 부품이 ATEX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1.2.2 

기어유닛의 축에 가해지는 외력이 허용범위 내에 
있습니까(체인 텐션)? 

  3.6 

회전하는 부품에 접촉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3.10 

모터가 적합한 ATEX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3.12 

온도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까?   3.15 

오일 레벨을 구조에 적합하게 점검했습니까?   5.2.3 

자동 윤활제 디스펜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4.3 

온도 측정을 실행했습니까?   4.5 

온도 스티커 중앙이 흰색입니까?   4.5 

냉각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3.13 
 4.4 

기어 유닛을 시험 작동하여 점검했습니까?   4.6 

슈링크 디스크 연결부가 미끄러져 빠지지 않는지 
점검했습니까? 

  4.6 

표 9: 시운전 체크 리스트 
Pos: 322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5. Inspektion und Wartung @ 23\mod_1531828817835_1605122.docx @ 2434027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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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검 및 유지보수 

Pos: 324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Inspek tions- und W artungsintervalle/Inspekti ons- und W artungsintervalle [B2000]z  @ 55\m od_1603997555646_1605122.docx @ 2684747 @ 2 @ 1 
 

5.1 점검 및 유지보수 주기 
 

점검 및 유지보수 주기 
 

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 
 

정보  
참조 단원 

매주 또는 작동 
100시간마다 

• 누설 여부 육안 점검 
• 기어 유닛의 비정상적인 작동 소음 및/또는 진동 여부 점검 
• 냉각 커버가 있는 기어 유닛만 해당: 
온도 스티커 육안 점검 

 5.2.1 
 5.2.2 
 5.2.8 

작동 2,500시간마다, 
최소한 반년마다 

• 오일 레벨 점검  5.2.3 

• 고무 버퍼 육안 점검 
• 호스 육안 점검 
• 샤프트 씰 육안 점검 
• 옵션 SCX 육안 점검 

 5.2.4 
 5.2.5 
 5.2.6 
 5.2.7 

• 온도 스티커 육안 점검  5.2.8 

• 분진 제거 
(카테고리 2D에만 해당) 

 5.2.9 

• 커플링 점검 
(카테고리 2G 및 
IEC/NEMA 규격 모터 마운팅의 경우에만 해당) 

 5.2.10 

• 그리스 보충/과도하게 주입된 그리스 제거 
(노출된 입력축/옵션 W, 교반기 베어링/옵션 VL2/VL3und bei 
AI…/AN…-옵션 BRG1이 있는 어댑터의 경우에만 해당) 

 5.2.11 

• 오토 벤트 플러그 청소 및 필요한 경우 교체  5.2.15 

작동 5,000시간마다, 
최소한 
반년마다(IEC / NEMA 규격 
모터 장착에만 해당) 

• 자동 윤활제 디스펜서 교체, 과도하게 주입된 그리스 제거, 
윤활제 디스펜서를 두 번째로 교체할 때마다 항상 윤활제 수집 
탱크 비우기 또는 교체 

 5.2.12 
 

작동 온도 최대 80°C 의 
경우, 작동 
10,000시간마다, 최소 
2년마다 

• 오일 교체(합성유를 주입할 경우 기한이 두 배로 늘어나고 
SmartOilChange 사용 시 SmartOilChange 기한이 지정됨) 

 5.2.3 

• 냉각 코일의 퇴적물(Fouling) 점검  5.2.14 

• 오일 교환 시에는 항상 샤프트 씰링 교체, 늦어도 10,000 
운전시간당 한 번 

 5.2.16 

• 벤트 플러그 청소 및 교체  5.2.15 

작동 20,000시간마다, 최소 
4년마다 

• 기어 유닛의 베어링에 윤활제 보충 
• 호스 라인 교체 
• 저항 온도계 기능 점검(II2GD만 해당) 

 5.2.17 

명판의 MI 란에 표시된 
주기(카테고리 2G 
및 2D에만 해당) 또는 최소 
10년마다 

• 완전 분해 정비  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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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오일 교환 주기는 정상적인 작동 조건으로 작동하고 작동 온도가 최대 80°C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열악한 작동 조건에서는(작동 온도 80°C 이상, 높은 습도, 부식성 환경, 빈번한 작동 온도 변화) 오일 
교환 주기가 짧아집니다.  
 

 

 정보  
SmartOilChange는 오일 온도의 영구적 결정조건을 기준으로 최적의 오일 교환 시기를 결정합니다. 
Getriebebau NORD 의 SmartOilChange 의 경우 전적으로 제품별 특성 데이터, 정해진 주변 온도, 
소비 전류와 같은 전력 전자장치의 내부 측정 값을 기준으로 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Getriebebau 
NORD의 솔루션에는 추가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측정 결과는 통합 소프트웨어에 의해 처리 및 해석되며 최종적으로 다음 오일 교환까지 계산된 잔여 
운전 시간이 출력됩니다. 
 

Pos: 327 /Allgem ein/Allgem eingültig e Module/---------- Seitenumbr uch ---------- @ 1\mod_1329145698658_0.docx @ 173084 @  @ 1 
 

 
Pos : 328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Inspek tions- und W artungsarbeiten/Inspekti ons-  und Wartungsarbeiten_00 Überschrift @ 23\mod_1531828915132_1605122.docx @ 2434064 @ 2 @ 1 
 

5.2 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 
Pos: 329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Inspek tions- und W artungsarbeiten/Inspekti ons-  und Wartungsarbeiten_00 WaHi [B2000, B2050]z @ 55\mod_1603981488110_1605122.docx @ 2684470 @  @ 1 
 

 

 위험  

 

폭발 위험 

• 모든 유지관리 작업 시 주변에 폭발성 가스가 없어야 합니다. 
• 기어 유닛 청소 시 기어 유닛 표면과 인접 부분에 정전기를 일으키는 용품이나 
방식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Pos: 330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Inspek tions- und W artungsarbeiten/Inspekti ons-  und Wartungsarbeiten_01_Sichtkontr olle U ndichtigkeitenz @ 55\m od_1603988815899_1605122.docx  @ 2684520 @ 3 @ 1 
 

5.2.1 누설 여부 육안 점검 
기어 유닛에 누설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 기어 유닛 표면이나 기어 유닛 아랫부분에 새어나온 
기어 오일 및 오일 자국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특히 샤프트 씰, 잠금 캡, 체결부, 호스 라인 및 하우징 
이음부 부분을 점검하십시오. 
 
 

 

 정보  
샤프트 씰은 수명이 유한하며 마모와 노화가 발생하는 부품입니다. 샤프트 씰의 수명은 여러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도, 빛(특히 자외선), 오존, 기타 가스와 액체 등이 샤프트 씰의 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일부 요인들은 샤프트 씰의 물리·화학적 속성을 바꿀 수 있고 강도에 따라 
수명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물질(예 : 먼지, 슬러리, 모래, 금속 입자 등)과 과열(높은 
회전속도나 외부에서 유입된 열)은 씰링 립의 마모를 가속화시킵니다. 엘라스토머 소재의 이 씰링 
립에는 출고 시 특수 그리스가 충진되어 있어서, 마모를 최소화하고 씰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따라서 
접촉하는 씰링 립 주위에 나타나는 미량의 오일막은 정상이며, 누출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 7.5 장 
"누출과 실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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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부적절한 세제로 인한 래디얼 샤프트 씰링의 손상 위험 

부적절한 세제는 래디얼 샤프트 씰링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누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기어 유닛을 청소할 때 아세톤이나 벤젠이 함유된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유압유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누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어 유닛을 청소한 후 오일 레벨을 점검하고 약  24 시간 후에 다시 누설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이때 누설이 확인된 경우(오일이 방울져 떨어짐), 즉시 기어 유닛을 
수리하십시오. NORD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Pos: 331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Inspek tions- und W artungsarbeiten/Inspekti ons-  und Wartungsarbeiten_01_Sichtkontr olle U ndichtigkeiten Kühlschl ange @ 36\m od_1560758680370_1605122.docx @ 2542925 @  @ 1 
 

기어 유닛 하우징 커버 안에 냉각 코일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부와 냉각 코일의 누설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누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누설 부위를 수리하십시오. NORD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Pos: 332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Inspek tions- und W artungsarbeiten/Inspekti ons-  und Wartungsarbeiten_02_Laufg eräusche pr üfenz  @ 55\m od_1603990546349_1605122.docx @ 2684558 @ 3 @ 1 
 

5.2.2 작동음 점검 
기어 유닛에서 비정상적인 작동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기어 손상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기어 유닛을 정비해야 합니다. NORD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Pos: 337 /Anleitungen/Getri ebe/4. Inbetriebnahme/Ölstand pr üfen [B2000]z @ 55\m od_1603992042138_1605122.docx  @ 2684596 @ 3 @ 1 
 

5.2.3 오일 레벨 점검 
단원 7.1 "모델 및 설치 위치"에 구조가 설명되어 있으며, 구조에 적합한 오일 레벨 플러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단 기어 유닛인 경우 두 기어 유닛의 오일 레벨을 각각 검사해야 합니다. 오토 벤트는 단원 
7.1 "모델 및 설치 위치"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일 레벨 플러그가 없는 기어 유닛의 경우 ( 7.1 장 "모델 및 설치 위치" 참조) 오일 레벨 점검을 
생략합니다. 

오일 레벨 점검은 기어 유닛이 정지하여 냉각된 상태일 때에만 실시해야 합니다. 기어 유닛이 실수로 
켜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십시오. 오일 온도가 10°C ~ 40°C일 때 오일 레벨을 점검하십시오. 

오일 레벨 플러그가 있는 기어 유닛 

1. 구조 M4 (V1 및 V5)의 표준 헬리컬 기어 유닛에는 오일 레벨 점검을 위해 그림 27(우측 그림)에 
표시된 구부러진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 파이프는 수직 위로 위치해야 합니다. 오일 레벨을 점검하기 
전에 오토 벤트를 풀어 빼내야 합니다. 

2. 구조에 해당하는 오일 레벨 플러그를 돌려 빼내십시오 ( 7.1 장 "모델 및 설치 위치" 참조). 
3. 동봉된 딥스틱(부품 번호: 283 0050)으로 그림 27(왼쪽 및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어 유닛의 오일 
레벨을 점검하십시오. 이때 오일에 잠기는 오일 딥스틱 부분을 수직으로 유지하십시오. 

4. 최대 오일 레벨은 오일 레벨 보어의 하단 가장자리 위치입니다. 
5. 최소 오일 레벨은 오일 레벨 보어 하단 가장자리 아래로 약 4mm 위치입니다. 이 경우에도 오일 
딥스틱은 곧바르게 오일 안에 잠깁니다. 

6. 오일 레벨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오일을 빼내거나 명판에 제시된 오일을 주입하여 조정하십시오. 
7. 오일 레벨 플러그의 통합된 씰링 링이 손상된 경우, 새 오일 레벨 플러그를 사용하거나 스레드를 
깨끗하게 닦아서 나사를 조여 장착하기 전에 Loctite 242 또는 Loxeal 54-03과 같은 고정 접착제를 
도포하십시오.  

8. 오일 레벨 플러그를 씰링 링과 함께 설치하고 해당 토크로 돌려 조이십시오 ( 7.3 장 "나사 조임 토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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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토 벤트를 플었던 경우에는 오토 벤트를 씰링 링과 함께 다시 장착하여 해당 토크로 단단히 
조이십시오 ( 7.3 장 "나사 조임 토크" 참조). 

10. 분리된 모든 부품을 다시 설치하십시오. 

오일 레벨 탱크가 있는 기어 유닛 

오일 레벨은 딥스틱 플러그(스레드 G1¼)로 오일 레벨 탱크 내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딥스틱이 완전히 
조여진 상태에서 오일 레벨이 하단 표시와 상단 표시 사이여야 합니다(그림 27 참조, 가운데 그림). 이 
기어 유닛은 단원 7.1 "모델 및 설치 위치"에 기재된 구조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오일 사이트 글라스가 장착된 기어 유닛 

1. 기어 유닛의 오일 레벨을 오일 사이트 글라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올바른 오일 레벨:  

– 최대: 오일 사이트 글라스 중앙, 
– 최소: 오일 사이트 글라스 하단 가장자리. 

3. 오일 레벨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오일을 빼내거나 명판에 제시된 오일을 주입하여 조정하십시오. 

최종 점검 

이전에 풀린 모든 체결부가 다시 올바로 조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림 27: 오일 딥스틱을 이용한 오일 레벨 점검 
 
Pos: 353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Inspek tions- und W artungsarbeiten/Inspekti ons-  und Wartungsarbeiten_04a_Sichtkontroll e Gummi puffer _headli ne [B1000, B2000] @ 55\mod_1604308367231_1605122.docx @ 2685256 @ 3 @ 1  

5.2.4 고무 버퍼 육안 점검(옵션: G, VG) 
Pos: 356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Gummiel emente [B1000, B2000, B1050_B2050]z  @ 55\m od_1604335240091_1605122.docx @ 2685902 @  @ 1 
 

고무 표면에 균열 등과 같은 손상이 있는 경우 고무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이 경우 NORD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Pos: 361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Inspek tions- und W artungsarbeiten/Inspekti ons-  und Wartungsarbeiten_04b_Sichtkontroll e Schl auchl eitung en [B2000]z  @ 59\m od_1607424621841_1605122.docx  @ 2705766 @ 3 @ 1 
 

5.2.5 호스 라인 육안 점검(옵션: OT) 
오일 레벨 탱크가 있는 기어 유닛에는 고무 호스가 있습니다.  
Pos: 364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Leitung en/Leitung en_05- Schl auchl eitungen_03 [B1050, B2050]z @ 56\mod_1604427094604_1605122.docx @ 2686490 @  @ 1 
 

호스 라인 및 나사 연결부의 누출, 절단, 균열, 다공성 영역 및 마찰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손상 시 
호스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NORD 서비스 부서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os: 368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Inspek tions- und W artungsarbeiten/Inspekti ons-  und Wartungsarbeiten_04c_Sichtkontrolle Wellendichtring [B2000]z @ 56\m od_1604478041301_1605122.docx @ 2686536 @ 3 @ 1 
 

5.2.6 샤프트 씰링 링 육안검사 
 

 정보  
샤프트 씰링 링은 접촉식 씰이며 엘라스토머 소재로 만들어진 씰링 립이 있습니다. 이 씰링 립에는 
출고 시 특수 그리스가 충진되어 있어서, 마모를 최소화하고 씰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따라서 접촉되는 
씰링 립 주위에 나타나는 오일막은 정상이며, 누출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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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369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Inspek tions- und W artungsarbeiten/Inspekti ons-  und Wartungsarbeiten_04d_Sichtkontroll e SCX [B2000]z  @ 56\m od_1604479120326_1605122.docx  @ 2686574 @ 3 @ 1 
 

5.2.7 SCX 플랜지 육안검사(옵션: SCX) 
SCX 플랜지의 이물질 배출 구멍이 오염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샤프트와 고정판 사이의 틈새에 이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경우, 기어 유닛을 
플러그인 축에서 빼내고, 플러그인 축과 플랜지 안쪽면을 청소하십시오.  

기어 유닛의 샤프트 씰에 손상이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손상된 샤프트 씰은 새 샤프트 씰로 교체해야 
합니다. 

기어 유닛을 청소된 SCX 플랜지에 설치하십시오. 
Pos: 370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Inspek tions- und W artungsarbeiten/Inspekti ons-  und Wartungsarbeiten_04e_Sichtkontroll e Temperatur aufkleber [B2000]z @ 56\m od_1604494007870_1605122.docx  @ 2686612 @ 3 @ 1 
 

5.2.8 온도 스티커 육안검사  
(온도 등급 T4 또는 최대 표면 온도 < 135°C의 경우에만 필요) 

온도 스티커가 검은색으로 변색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온도 스티커가 검은색으로 변색된 경우, 기어 
유닛에 과열이 있었습니다. 과열의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NORD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열의 원인이 제거되고 과열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구동 장치를 다시 작동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동하기 전에 새 온도 스티커를 기어 유닛에 부착하십시오. 
Pos: 371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Inspek tions- und W artungsarbeiten/Inspekti ons-  und Wartungsarbeiten_04f_Staub entfernen [B2000]z @ 56\mod_1604497592605_1605122.docx @ 2686700 @ 3 @ 1  

5.2.9 먼지 제거 
(카테고리 2D의 경우에만 필요) 

기어 유닛 하우징에 쌓인 먼지 층이 5mm 이상인 경우 제거하십시오.  

커버 후드가 있는 기어 유닛(옵션 H)의 경우 커버 후드를 제거하십시오. 후드와 출력축 및 슈링크 
디스크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그런 다음 커버 후드를 다시 설치하십시오.  
 

 정보  
Loctite 574 또는 Loxeal 58-14와 같은 액상 씰링제로 커버 후드를 완전히 밀봉한 경우 커버 후드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Pos: 373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Inspek tions- und W artungsarbeiten/Inspekti ons-  und Wartungsarbeiten_04g _Pr üfung Kupplung [B2000]z @ 56\m od_1604500936680_1605122.docx  @ 2686758 @ 3 @ 1  

5.2.10 커플링 점검(옵션: IEC, NEMA, AI, AN) 
(카테고리 2G의 경우에만 필요) 

옵션 AN 또는 Ai의 경우 검사구를 통해 커플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용 커버를 
제거하고 클로 커플링의 유격을 점검합니다. 마모 한계 Xmax 를 초과하면 스프로킷을 새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옵션 IEC 또는 NEMA의 경우 모터를 탈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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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러 게이지 
  2) 기어 림 
  3) 허브 

그림 28: 옵션 AI, AN의 경우 검사구를 통해 커플링 점검 
 

플라스틱과 엘라스토머 재질의 커플링 부품에 마모 흔적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허용 마모 한계는 표 
10에서 참조하십시오. 한계값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커플링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예비 
부품은 순정 부품과 동일한 색상만 사용하십시오. 색상은 허용 온도 범위 및 전달 가능한 토크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료의 피로도가 빨리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조우 커플링(ROTEX)의 경우 그림 29 에 따라 엘라스토머 기어 림의 톱니 두께를 측정하십시오. 
Bmin은 최소 허용 톱니 두께입니다. 

 

 

그림 29: ROTEX 조우 커플링의 톱니 두께 측정 
 

커플링 기어 림의 마모 한계값 

타입 R14 R24 R38 R42 R48 R55 R65 R90 

B [mm] 9.7 8.6 13.3 15.7 17.7 19.6 22.2 32.3 
Bmin[mm] 7.7 5.6 10.3 11.7 13.7 14.6 17.2 24.3 

표 10: 커플링 기어 림 마모 한계값 
 

보우 기어 커플링의 경우 마모 한계값: X = 0.8 mm(아래 그림 참조). 

  

 그림 설명 

1 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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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브 

그림 30: BoWex® 보우 기어 커플링의 기어 슬리브 마모 측정 
 
 

 정보  
커플링 점검 시 마모가 한계값의 25%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커플링 점검 주기를 두 배로 
늘려(5000 작동시간에 해당) 매년 한 번 점검해도 됩니다. 
 
Pos: 374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Inspek tions- und W artungsarbeiten/Inspekti ons-  und Wartungsarbeiten_05_Fett  nachschmier enz  @ 56\m od_1604508039835_1605122.docx  @ 2686926 @ 3 @ 1  

5.2.11 그리스 보충(옵션: VL2, VL3, W, AI, AN) 
일부 기어 유닛 모델의 경우에는 그리스 보충 장치가 있습니다.  

교반기 모델 VL2 및 VL3의 경우, 그리스를 보충하기 전에 그리스 니플 맞은 편에 있는 벤트 플러그를 
돌려 빼십시오. 벤트 플러그에서 약 20 - 25 g 의 그리스가 흘러 나올 때까지 충분히 그리스를 
보충하십시오. 그런 다음 벤트 플러그를 다시 체결하십시오. 

옵션 W 및 IEC/NEMA 어댑터 AI와 AN 옵션 BRG1의 경우 그리스 니플의 외부 롤러 베어링에 약 20 -
 25 g의 그리스를 보충하십시오. 그리스 니플은 나사로 고정된 검사용 커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를 
보충하기 전에 그리스 배출 플러그를 풀어서 과도하게 주입된 그리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모터 
어댑터에 과도하게 주입된 그리스를 제거하십시오. 
 

 

 
 
 
1 
2 
3 

 
 
 
원추형 그리스 니플 
그리스 배출 플러그 
검사용 커버 

   

그림 31: IEC/NEMA-어댑터 AI 및 AN 옵션 BRG1 추가 윤활 
 

권장 그리스 종류: Petamo GHY 133N(Klüber Lubrication 사). 또한 식품 등급용 그리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7.2.1 장 "롤러 베어링 그리스" 참조). 
Pos: 376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Inspek tions- und W artungsarbeiten/Inspekti ons-  und Wartungsarbeiten_06_autom atischen Schmiers toffgeber  ausw echsel nz @ 56\mod_1604576222529_1605122.docx @ 2687216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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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 자동 윤활제 디스펜서 교체 

 

 
그림 설명 

1 실린더 볼트 M8 x 16 
2 카트리지 후드 
3 작동 노브 
4 러그 
5 윤활제 디스펜서 
6 접착 라벨 위치 

그림 32: IEC 어댑터의 자동 윤활제 디스펜서 교체 
 

(윤활제 디스펜서: 부품 번호: 28301000 또는 식품 등급 그리스 부품 번호: 28301010)  

1. 카트리지 후드를 돌려 빼내십시오. 
2. 윤활제 디스펜서를 돌려 푸십시오. 
3. 새 윤활제 디스펜서를 돌려 끼우십시오. 
4.  어댑터에 과도하게 주입된 그리스를 제거하십시오.  
5. 윤활제 디스펜서를 활성화하십시오 ( 4.3 장 "자동 윤활제 디스펜서 활성화" 참조).  

윤활제 디스펜서는 두 번째 교환 시에는 항상 그리스 수집 탱크(부품 번호 28301210)를 교환하게나 
비워주십시오. 탱크 형태때문에 탱크에는 윤활제 잔여물이 남아 있습니다.  

1. 그리스 수집 탱크를 나사 체결부에서 돌려 푸십시오.  
2. 그리스 수집 탱크에서 그리스를 눌러 빼내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로드로 탱크 안에 들어 있는 
피스톤을 뒤로 누르십시오. 로드는 최대 직경 10 mm 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눌러서 빼낸 
그리스를 수거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폐기하십시오. 

3. 수집 탱크를 점검하십시오. 탱크가 손상된 경우에는 새 탱크로 교환하십시오. 
4. 수집 탱크를 모터 어댑터의 배출구에 다시 체결하십시오.  
Pos: 378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Inspek tions- und W artungsarbeiten/Inspekti ons-  und Wartungsarbeiten_07a_Öl w echseln [B1000, B2000]z @ 55\mod_1603992874976_1605122.docx @ 2684643 @ 3 @ 1 
 

5.2.13 오일 교환 
 7.1 "모델 및 설치 위치"장의 그림에는 오일 배출 플러그, 오일 레벨 플러그 및 벤트 플러그의 위치가 
모델(있을 경우)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경고  
화상 위험 

오일은 매우 뜨거울 수 있습니다. 보호 장비를 사용하십시오. 
 

작업 순서:  

1. 흘러나오는 오일을 수거할 용기를 오일 배출 플러그나 오일 배출 코크 아래에 놓으십시오. 
2. 오일 레벨 플러그(있을 경우) 및 오일 배출 플러그를 완전히 돌려 푸십시오. 오일 레벨 탱크를 사용할 
때는 딥스틱으로 잠금 플러그를 돌려 푸십시오. 

3. 기어 유닛에서 오일을 완전히 배출하십시오. 
4. 오일 배출 플러그와 오일 레벨 플러그의 씰링을 점검하십시오. 씰링이 손상된 경우 해당 플러그를 
교체하십시오. 스레드를 깨끗히 닦아서  Loctite 242, Loxeal 54-03 와 같은 고정 접착제로 충분히 
적신 다음 나사를 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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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일 배출 플러그를 홀에 체결한 후 해당 토크로 단단히 돌려 조이십시오 ( 7.3 장 "나사 조임 토크" 
참조). 

6. 오일이 오일 레벨 홀에서 흘러나올 때까지 적절한 오일 주입 장치를 사용하여 동종의 새 오일을 오일 
레벨 홀을 통해 주입하십시오. 오일은 벤트 플러그나 오일 레벨보다 위쪽에 있는 씰링 플러그를 
통해서도 주입할 수 있습니다. 오일 익스펜션 탱크 사용 시 오일을 상부 주입구(스레드 G1¼)을 통해 
주입하여 5.2.3 "오일 레벨 점검" 장에 설명된 바와 같이 오일 레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오일 레벨은 최소 15 분 후, 오일 레벨 탱크를 사용할 경우 최소 30 분 후 오일 레벨을 확인하십시오. 
Pos: 380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Inspek tions- und W artungsarbeiten/Inspekti ons-  und Wartungsarbeiten_07b_Öl w echseln [B2000] @ 27\mod_1548844384457_1605122.docx @ 2483795 @  @ 1 
 

 

 정보  
오일 드레인 플러그가 없는 기어 유닛의 경우 ( 7.1 장 "모델 및 설치 위치" 참조) 오일 교환 절차가 
생략됩니다. 이 기어 유닛은 영구 윤활되어 있습니다. 

ATEX 카테고리 3G 및 3D ( 2.2 장 "명판" 참조)의 표준 헬리컬 기어 유닛에는 오일 레벨 플러그가 
없습니다. 표준 헬리컬 기어 유닛에는 새 오일을 오토 벤트의 스레드 보어를 통해 주입해야 합니다. 
이때 오일 주입량은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오일 주입량 

  
 
 

  

 M1 M2 M3 M4 M5 M6  M1 M2 M3 M4 M5 M6 

기어 유닛 
타입 

양 
[l] 

기어 유닛 
타입 

양 
[l] 

SK 0 0.13 0.22 0.13 0.22 0.13 0.13 SK 0 F 0.13 0.22 0.13 0.22 0.13 0.13 
SK 01 0.22 0.38 0.22 0.38 0.22 0.22 SK 01 F 0.22 0.38 0.22 0.38 0.22 0.22 
SK 20 0.55 1.00 0.55 1.00 0.55 0.55 SK 20 F 0.35 0.60 0.35 0.60 0.35 0.35 
SK 25 0.50 1.00 0.50 1.00 0.50 0.50 SK 25 F 0.50 1.00 0.50 1.00 0.50 0.50 
SK 30 0.90 1.30 0.90 1.30 0.90 0.90 SK 30 F 0.70 1.10 0.70 1.10 0.70 0.70 
SK 33 1.00 1.60 1.00 1.60 1.00 1.00 SK 33 F 1.00 1.50 1.00 1.50 1.00 1.00 

SK 000 0.24 0.40 0.24 0.41 0.24 0.24 SK 000 F 0.24 0.41 0.24 0.41 0.24 0.24 
SK 010 0.38 0.60 0.38 0.60 0.38 0.38 SK 010 F 0.35 0.65 0.40 0.74 0.50 0.30 
SK 200 0.80 1.30 0.80 1.30 0.80 0.80 SK 200 F 0.65 0.95 0.70 1.10 0.80 0.50 
SK 250 1.20 1.50 1.20 1.50 1.20 1.20 SK 250 F 0.90 1.40 1.00 1.60 1.30 0.80 
SK 300 1.20 2.00 1.20 2.00 1.20 1.20 SK 300 F 1.25 1.50 1.20 1.80 1.30 0.95 
SK 330 1.80 2.80 1.80 2.80 1.80 1.80 SK 330 F 1.60 2.50 1.60 2.90 1.90 1.40 

표 11: ATEX 카테고리 3G 및 3D의 표준 헬리컬 기어 유닛 오일 주입량 
 
Pos: 384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Interne Kühlanlag e/Interne Kühl anl age_01_(Wartung) [B1050, B2000, B2050] @ 56\mod_1605093017769_1605122.docx @ 2689046 @ 3 @ 1  

5.2.14 냉각 코일의 퇴적물 점검(옵션: CC)  
Pos: 385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Interne Kühlanlag e/Interne Kühl anl age_03_(Wartung) [B1050, B2000, B2050] @ 79\mod_1630935858451_1605122.docx @ 2822190 @  @ 1 
 

냉각수 유량은 사용자가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원 4.4 "냉각 코일(옵션: CC)"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화학 세척제를 사용하는 경우, 냉각 코일의 소재(구리관 및 황동 체결부)를 부식시키지 않는 세척제를 
사용해야 함에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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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지점에 부식이 심각한 경우 냉각 코일과 커버의 누출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NORD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Pos: 386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Inspek tions- und W artungsarbeiten/Inspekti ons-  und Wartungsarbeiten_08_Entlüf tungsschraube r einigen ggf.  wechselnz  @ 56\m od_1605105766817_1605122.docx  @ 2689084 @ 3 @ 1 
 

 

5.2.15 벤트 플러그 청소 및 점검 
1. 벤트 플러그를 풀어서 빼내십시오.  
2. 예를 들어 압축공기 등을 사용하여 벤트 플러그를 깨긋하게 청소하십시오 
3. 벤트 플러그 및 씰링을 점검하십시오. 씰링이 손상된 경우 새 벤트 플러그를 사용하십시오. 
4. 벤트 플러그를 다시 체결하십시오. 
Pos: 399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Inspek tions- und W artungsarbeiten/Inspekti ons-  und Wartungsarbeiten_09_W ellendichtring tauschen - nur Ü berschrift  [B1050, B2050] @ 39\mod_1571908320214_1605122.docx @ 2568045 @ 3 @ 1 
 

5.2.16 샤프트 씰 교체 
Pos: 400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Inspek tions- und W artungsarbeiten/Inspekti ons-  und Wartungsarbeiten_09_W ellendichtring tauschenz  @ 76\m od_1624568803180_1605122.docx @ 2798487 @  @ 1 
 

마모 한계에 도달하면 씰링 립 부분의 오일막이 커지며 오일 방울이 맺히는 일정량의 오일 누출이 
확인됩니다. 이 경우 샤프트 씰을 교체해야 합니다. 씰링 립과 보호 립 사이의 공간은 설치 시 
약  50 %까지 그리스로 채우십시오(권장 그리스 종류: PETAMO GHY 133N). 조립 후 새 샤프트 씰에서 
다시 이전과 같은 마모 패턴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Pos: 403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Inspek tions- und W artungsarbeiten/Inspekti ons-  und Wartungsarbeiten_10_N achfettung von Lag ernz  @ 56\mod_1605111249160_1605122.docx @ 2689199 @ 3 @ 1 
 

5.2.17 기어 유닛의 베어링 재윤활 
 
Pos: 404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Lager im Getriebe 01z  @ 56\mod_1605116310513_1605122.docx @ 2689350 @  @ 1 
 

 

주의  
부족한 윤활로 인한 기어 유닛 손상 

충분하게 윤활되지 않으면 베어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권장 윤활 주기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 Getriebebau NORD가 승인한 그리스만 사용하십시오. 
• 절대 다른 그리스와 혼합하지 마십시오. 다른 그리스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그리스의 비호환성으로 
인해 충분히 윤활되지 않아 기어 유닛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그리스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윤활유로 그리스가 씻겨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Pos: 406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Lager im Getriebe 03z  @ 56\mod_1605116328395_1605122.docx @ 2689426 @  @ 1  

롤러 베어링 그리스의 교환을 원하시는 경우 NORD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장 그리스 종류: Petamo GHY 133N - Klüber Lubrication ( 7.2.1 장 "롤러 베어링 그리스" 참조). 
Pos: 421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Gener alüber hol ung/General überhol ung_01 [B1050, B2050] @ 31\m od_1553073833641_1605122.docx  @ 2515199 @ 3 @ 1 
 

5.2.18 완전 분해 정비  
Pos: 423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Gener alüber hol ung/General überhol ung_02 ex [B2000, B2050] @ 36\m od_1560862342418_1605122.docx  @ 2543720 @  @ 1 
 

 

 위험  

 

폭발 위험 

• 완전 분해 정비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에서 전문 기술자가 실행해야 
합니다. 

• 완전 분해 정비는 NORD 서비스 센터에서 실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Pos: 424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Gener alüber hol ung/General überhol ung_04-zug elassene Betriebsdauer ex [B2000, B2050] @ 77\m od_1625769930830_1605122.docx @ 2805526 @  @ 1 
 

카테고리 2G 및 2D의 기어 유닛은 지정된 작동 기간이 지나면 완전 분해 정비가 필요합니다. 

허용 작동 기간은 명판의 MI 란에 작동 시간 단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는 MI 란에 유지보수 등급 Cm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예: MI   CM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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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최초 시동 이후 완전 분해 정비 시점을 아래 공식에 따라 년 단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NA) 최초 시동 이후 최대 허용 작동 기간은 10 년입니다. 이는 산술적으로 더 높은 값에도 
적용됩니다. 
 

NA= CM ⋅ fL ⋅ k A 

 CM: 명판의 MI 란에 따른 유지보수 등급: 

 fL: 작동 시간 계수 

  fL = 10 일일 최대 2시간 작동 

  fL = 6 일일 2 ~ 4시간 작동 

  fL = 3 일일 4 ~ 8시간 작동 

  fL = 1.5 일일 8 ~ 16시간 작동 

  fL = 1 일일 16 ~ 24시간 작동 

 kA: 가동률 계수(일반적으로 kA = 1 적용) 
 

실제 사용에 요구되는 출력이 알려진 경우, 대체로 더 긴 유지보수 주기가 산출됩니다. 가동률 계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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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
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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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기어 유닛 명판에 따른 최대 허용 구동 출력 또는 모터 출력(kW 단위) 

 Ptat: 정격 회전속도에서 사용에 요구되는 실제 구동 출력 또는 모터 출력(kW 단위), 예를 
들어 측정을 통해 확인 

  상이한 실제 구동 출력으로 가변적인 부하의 경우 정격 회전속도 Ptat1, Ptat2, Ptat3, … 
및 알려진 시간 비율(백분율) q1, q2, q3, …에서는 동등한 평균 구동 출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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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425 /Anleitungen/Getri ebe/5. Inspekti on und War tung/Gener alüber hol ung/General überhol ung_03z @ 57\mod_1605201612306_1605122.docx @ 2689823 @  @ 1 
 

완전 분해 정비 시 기어 유닛을 완전히 분해합니다. 다음 작업을 실시하십시오. 
 

• 모든 기어 유닛 부품을 깨끗이 닦습니다. 
• 모든 기어 유닛 부품의 손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 손상된 부품을 교체합니다. 
• 모든 롤러 베어링을 교체합니다. 
• 모든 씰, 샤프트 씰 및 Nilos 링을 교체합니다. 
• 선택 사항: 백스톱을 교체합니다. 
• 선택 사항: 커플링의 엘라스토머를 교체합니다. 
Pos: 427 /Anleitungen/Getri ebe/6. Entsorgung/Entsorgung @ 76\mod_1624624232863_1605122.docx @ 2799146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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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기 

관련지역의 현지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특히 폐윤활제는 반드시 올바르게 수거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기어 유닛 부품 재료 

기어휠, 샤프트, 롤러 베어링, 페더 키, 스냅 링, ... 철 

기어 유닛 하우징, 하우징 부품, ... 회주철  

경금속 기어 하우징, 경금속 하우징 부품, ... 알루미늄  

웜기어, 부싱,... 구리 합금 

샤프트 씰, 잠금 캡, 고무 부품, ... 스틸 포함 엘라스토머 

커플링 부품 스틸 포함 플라스틱 

플랫 개스킷 무석면 씰링 재료 

기어 오일 광유  

합성 기어 오일(스티커: CLP PG) 폴리글리콜 베이스 합성유 

합성 기어 오일(스티커 CLP HC) 폴리 알파 올레핀 베이스 윤활제 

냉각 코일, 냉각 코일의 코팅 화합물, 나사 체결부 구리, 에폭시, 황동 

표 12: 재질 
Pos: 429 /Anleitungen/Getri ebe/7. Anhang/7. Anhang @ 3\mod_136869198556100_1605122.docx @ 171543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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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록 

Pos: 430 /Anleitungen/Getri ebe/7. Anhang/Bauform en und Ei nbaulage [_Titel] @ 57\m od_1605278904792_1605122.docx @ 2690076 @ 2 @ 1 
 

7.1 모델 및 설치 위치 
Pos: 432 /Anleitungen/Getri ebe/7. Anhang/Bauform en und Wartung_01-Sonderdokumentati on [B2000]z @ 57\m od_1605283293458_1605122.docx  @ 2690193 @  @ 1 
 

기재되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 도면을 참조하십시오(( 2.2 장 "명판" 참조)). 
Pos: 433 /Anleitungen/Getri ebe/7. Anhang/Bauform en und Wartung_01-Zeichenerkl ärung [B1000, B2000]z  @ 57\m od_1605283318175_1605122.docx @ 2690230 @ 3 @ 1 
 

7.1.1 기호 설명 

 
 벤트 

 
 오일 레벨 

 
 오일 배출 

 
Pos: 434 /Anleitungen/Getri ebe/7. Anhang/Bauform en und Wartung_02-Standar d Stirnr adg etriebe [B2000]z @ 57\m od_1605299837753_1605122.docx  @ 2690384 @ 3 @ 1 
 

7.1.2 표준 헬리컬 기어 유닛 
ATEX 카테고리 3G 및 3D의 표준 헬리컬 기어 유닛에는 오일 레벨 플러그가 없습니다(( 2.2 장 "명판" 
참조)). 
Pos: 435 /Anleitungen/Getri ebe/7. Anhang/Bauform en und Wartung_03-NORD BLOC Stir nradgetri ebe SK 072.1 und SK 172.1 [B2000]z  @ 57\m od_1605301534160_1605122.docx  @ 2690422 @ 3 @ 1 
 

7.1.3 NORDBLOC 헬리컬 기어 유닛 SK 072.1 및 SK 172.1 
1. 기어 유닛을 장착 위치 M4 에서 장착 위치 M2 로 전환하십시오. 장착 위치 M2 의 오일 레벨 
플러그를 풀어 빼내십시오. 

 

그림 33: 오일 레벨 측정 SK 072.1 – SK 172.1 
 

2. 기어 유닛 하우징과 오일 레벨 상단 가장자리 사이의 치수 X 를 측정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오일 
딥스틱을 조정하십시오(그림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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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설명 
1 하우징 상단 가장자리 

2 오일 레벨 

 

그림 34: 오일 레벨 측정 
 

3. 측정한 치수 X 를 아래 표의 해당 치수와 비교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오일 레벨을 명판에 기재된 
오일 종류로 보정하십시오. 

기어 유닛 타입 나사산 사이즈  치수 X [mm] 

SK 072.1  M8 x 1 22 ± 1 
SK 172.1 M8 x 1 20 ± 1 

 

4. 장착 위치 M2의 오일 레벨 플러그를 다시 장착하여 조이십시오. 
5. 기어 유닛을 다시 장착 위치 M4로 전환하십시오. 
Pos: 436 /Anleitungen/Getri ebe/7. Anhang/Bauform en und Wartung_04-NORD BLOC Stir nradgetri ebe SK 071.1, SK 171.1, . .. , SK 1071.1,  [B2000]z @ 57\m od_1605302654828_1605122.docx  @ 2690466 @ 355 @ 1 
 

7.1.4 NORDBLOC 헬리컬 기어 유닛 SK 071.1, SK 171.1, SK 371.1, SK 571.1, SK 771.1 
… SK 1071.1 

이 기어 유닛은 장착 위치 M2 에 오일 레벨 플러그가 없습니다. 오일 레벨은 장착 위치 M4 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SK 071.1, SK 171.1, SK 371.1, SK 571.1 

1. 기어 유닛을 장착 위치 M4로 전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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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M4 

그림 35: 오일 레벨 측정 SK 071.1 – SK 371.1 
 

2. 장착 위치 M4의 오일 레벨 플러그를 풀어 빼내십시오. 단원 5.2.3 "오일 레벨 점검"에 따라 오일 
레벨을 점검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오일 레벨을 명판에 기재된 오일 종류로 보정하십시오. 

3. 장착 위치 M4의 오일 레벨 플러그를 다시 장착하고 해당 토크로 조이십시오 ( 7.3 장 "나사 조임 
토크" 참조). 

4. 기어 유닛을 다시 장착 위치 M2로 전환하여 다시 설치하십시오. 

 

SK 771.1 … 1071.1 

1. 기어 유닛을 장착 위치 M4로 전환히십시오(그림 35 참조) 
2. 기어 유닛 커버와 오일 레벨 상단 가장자리 사이의 치수 X를 측정하십시오 

 

 
그림 설명 
1 하우징 상단 가장자리 

2 오일 레벨 

그림 36: 오일 레벨 SK 771.1 … 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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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한 치수 X 를 아래 표의 해당 치수와 비교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오일 레벨을 명판에 기재된 
오일 종류로 보정하십시오. 

기어 유닛 타입 나사산 사이즈  치수 X [mm] 

SK 771.1  M12 x 1.5 28 ± 1 

SK 871.1 M12 x 1.5 14 ± 1 

SK 971.1 M12 x 1.5 26 ± 1 
SK 1071.1 M12 x 1.5 10 ± 1 

 

4. 장착 위치 M4의 오일 레벨 플러그를 다시 장착하여 해당 토크로 조이십시오 ( 7.3 장 "나사 조임 
토크" 참조). 

5. 기어 유닛을 다시 장착 위치 M2로 전환하여 다시 설치하십시오. 
Pos: 437 /Anleitungen/Getri ebe/7. Anhang/Bauform en und Wartung_07-NORD BLOC Stir nradgetri ebe [B2000]z @ 57\mod_1605308861422_1605122.docx @ 2690668 @ 3 @ 1 
 

7.1.5 NORDBLOC 헬리컬 기어 유닛 
카테고리 2G 및 2D의 기어 유닛 타입 SK 320, SK 172, SK 272, SK 372와 SK 273 및 SK 373에는 
하나의 오일 레벨 플러그만 있습니다. 이 기어 유닛에는 제어식 수명 기간 윤활 장치가 있습니다. ATEX 
카테고리 3G 및 3D ( 2.2 장 "명판" 참조)의 표준 헬리컬 기어 유닛에는 오일 레벨 플러그가 없습니다. 

 
Pos: 442 /Anleitungen/Getri ebe/7. Anhang/Bauform en und Wartung_06-Fl achg etriebe [B2000]z @ 57\m od_1605307853221_1605122.docx  @ 2690630 @ 3 @ 1 
 

7.1.6 페러럴 기어 유닛 
아래 그림은 기어 유닛 타입 SK 9282, SK 9382, SK 10282, SK 10382, SK 11282, SK 11382, 
SK 12382, SK 10382.1, SK 11382.1(오일 레벨 탱크 있음)의 모델 M4 / H5에 유효합니다. 

 

 

그림 37: 오일 레벨 탱크가 장착된 페러럴 기어 유닛 
 

카테고리 2G 및 2D 의 타입 SK 0182 NB, SK 0282 NB 및 SK 1382 NB 에는 제어 가능한 영구 윤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기어 유닛 타입에는 하나의 오일 레벨 플러그만 있습니다. ATEX 
카테고리 3G 및 3D ( 2.2 장 "명판" 참조)의 표준 헬리컬 기어 유닛에는 오일 레벨 플러그가 없습니다.  
Pos: 443 /Anleitungen/Getri ebe/7. Anhang/Bauform en und Wartung_05a-Universal  Schneckengetri ebe [B2000]z  @ 57\mod_1605305817584_1605122.docx @ 2690582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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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UNIVERSAL 윔 기어 유닛 
Pos: 444 /Anleitungen/Getri ebe/7. Anhang/Bauform en und Wartung_05b-Universal  Schneckengetri ebe [B2000]z  @ 57\mod_1605304892681_1605122.docx @ 2690506 @ 3 @ 1 
 

SK 1SI 31 – SK 1SI 75 

SK 1SIS 31 – SK 1SIS 75 

 

 

그림 38: 오일 레벨 점검 시의 위치 
 

오일 레벨 점검 시 기어 유닛 또는 기어드 모터를 위해 위에서 표시된 위치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어 유닛 또는 기어드 모터 분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  
오일이 균일하게 자리 잡도록 작동 온도 상태인 기어 유닛을 그림 38에 표시된 위치에 충분한 시간 
동안 두어야 합니다. 
 

 

이후 단원 ( 51 페이지의 5.2.3 장 "오일 레벨 점검" 참조)에 설명된 대로 오일 레벨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Pos: 445 /Anleitungen/Getri ebe/7. Anhang/Bauform en und Wartung_05c-U niversal Schneckeng etriebe [B2000] @ 57\m od_1605304917205_1605122.docx  @ 2690544 @ 5 @ 1 
 

카테고리 2G 및 2D에 해당하는 기어 유닛에는 하나의 오일 레벨 플러그만 있습니다. 이 기어 유닛에는 
제어식 수명 기간 윤활 장치가 있습니다. 

ATEX 카테고리 3G 및 3D에는 오일 레벨 플러그가 없습니다. 이 기어 유닛에는 수명 기간 윤활 장치가 
있습니다. 

기어 유닛 타입 SK 1S xx, SK 2S xx, SK 1SU xx, SK 2SU xx, SK 1SM xx, SK 2SM xx, SK 1SMI xx, 
SK 2SMI xx 는 카테고리 3G 및 3D 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어 유닛 타입에는 수명 기간 동안 
윤활이 유지되며 오일 교환 플러그가 없습니다. 

SI 및 SMI 타입은 옵션으로 오토 벤트 플러그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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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446 /Allgem ein/Allgem eingültig e Module/---------Seitenumbr uch kompakt --------- @ 13\m od_1476369695906_0.docx @ 2265519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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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447 /Anleitungen/Getri ebe/7. Anhang/Bauform en und Wartung_01-Ü bersicht [B1000, B2000]z @ 57\mod_1605297657948_1605122.docx @ 2690307 @ 3 @ 1  

7.1.8 설치 위치 개관 
Pos: 449 /Anleitungen/Getri ebe/7. Anhang/Bauform en und Wartung_08_Abbildung en [B2000] @ 38\mod_1569849251560_0.docx @ 2562199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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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윤활제 
 
Pos: 462 /Anleitungen/Getri ebe/7. Anhang/Schmiers toffe Ei nleitung [B1000]z @ 58\m od_1605695457979_1605122.docx  @ 2692750 @  @ 1 
 

SK 11382.1, SK 12382 및 SK 9096.1 타입을 제외한 기어 유닛에는 윤활유가 주입되어 있으며, 인도 시 
필요한 설치 위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활제는 다음 표에 열거된 유종 중의 하나이며, 주변 
온도(기본 버전)에 따라 택일할 수 있습니다. 
Pos: 463 /Anleitungen/Getri ebe/7. Anhang/Wälzlag erfette Titelz @ 58\mod_1605695236115_1605122.docx @ 2692630 @ 3 @ 1 
 

7.2.1 롤러 베어링 그리스 
 
Pos: 464 /Anleitungen/Getri ebe/7. Anhang/Wälzlag erefette Tabelle [B1000, B2000]z @ 58\mod_1605695286156_1605122.docx @ 2692670 @  @ 1 
 

이 표에는 다양한 제조사들의 유사한 롤러 베어링 그리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종의 그리스라면 
제조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종류나 주변 온도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Getriebebau NORD에 
문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기어 유닛의 기능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윤활제 종류 주변 온도 
 

  
 

 

광유 베이스 
그리스 

-30 … 60 °C 
Tribol GR 100-2 
PD 

Renolit  
GP 2 

- Mobilux EP 2 
Gadus S2  

V100 2 Renolit 
LZR 2 H 

-50 … 40 °C Optitemp LG 2 Renolit WTF 2 - - - 

합성 그리스 

-25 … 80 °C Tribol GR 
4747/220-2 HAT 

Renolit  
HLT 2 

PETAMO  
GHY 133 N Mobiltemp  

SHC 32  
Renolit  
LST 2 

Klüberplex  
BEM 41-132 

생분해 
그리스 -25 … 40 °C - Plantogel 

2 S 
Klüberbio  
M 72-82 

Mobil SHC 
Grease 
102 EAL 

Naturelle Grease 
EP2 

표 13: 롤러 베어링 그리스 

 
Pos : 467 /Anleitungen/Getri ebe/7. Anhang/Getriebeöl e Titelz @ 58\m od_1605696108555_1605122.docx @ 2692793 @ 3 @ 1 
 

7.2.2 기어 오일 
Pos: 468 /Anleitungen/Getri ebe/7. Anhang/Getriebeöl e WaHi Ex [B2000, B2050]z @ 58\mod_1605867549979_1605122.docx @ 2694204 @  @ 1 
 

 

 위험  

 

부적합한 오일 사용 시 폭발 위험 

반드시 명판에 기재된 기어 오일 종류만 사용하십시오. 
 

Pos: 469 /Anleitungen/Getri ebe/7. Anhang/Getriebeöl e Ei nlei tung @ 81\m od_1633002871223_1605122.docx  @ 2832427 @  @ 1 
 

이 표는 다양한 제조사들의 유사한 윤활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은 점도와 윤활제 종류라면 오일 
제조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Getriebebau NORD에 문의한 후에만 윤활유 종류 또는 점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종 오일을 혼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어 오일을 변경할 때 점도가 같은 동종의 여러 오일은 
최대 1/20 (5 %)의 비율로 혼합할 수 있습니다. 

이종 오일로 변경할 때는 먼저 기어 유닛을 새 오일로 완전히 헹구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헹굼 시 
점도가 낮은 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은 특히 광유 CLP 또는 합성유 CLP HC 에서 
합성유 CLP PG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할 때 해당됩니다. 
Pos: 471 /Anleitungen/Getri ebe/7. Anhang/Getriebeöl e Tabelle [B2000]z  @ 58\m od_1605698317829_1605122.docx @ 2692993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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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제 종류 명판에 
기재된 정보 

 

 

 

 

 

 

광유 

CLP 220 

Alpha EP 220 
Alpha SP 220 

Optigear BM 220 
Optigear 1100/220 

Renolin CLP 220 
Renolin CLP 220 

Plus 
Renolin Gear 220 

VCI 

Klüberoil  
GEM 1-220 N 

Mobilgear  
600 XP 220 

Omala S2 G 
220 

Carter EP 
220 Carter 
XEP 220 

CLP 100 

Alpha EP 100 
Alpha SP 100 

Optigear BM 100 
Optigear 1100/100 

Renolin CLP 100 
Renolin CLP 100 

Plus 

Klüberoil  
GEM 1-100 N 

Mobilgear  
600 XP 100 

Omala S2 G 
100 

Carter EP 
100 

합성유 
(폴리글리콜) 

CLP PG 680 

Alphasyn GS 680 
Optigear Synthetic 

800/680 

Renolin PG 680 Klübersynth  
GH 6-680 

Mobil 
Glygoyle 680 

Omala S4 WE 
680 

Carter SY 
680 

Carter SG 
680 

CLP PG 220 

Alphasyn GS 220 
Alphasyn PG 220 
Optigear Synthetic 

800/220 

Renolin PG 220 Klübersynth  
GH 6-220 

Mobil 
Glygoyle 220 

Omala S4 WE 
220 

- 

합성유 
(탄화수소) 

CLP HC 220 

Alphasyn EP 220  Renolin Unisyn 
CLP 220 

Renolin Unisyn 
Gear 220 VCI 

Klübersynth  
GEM 4-220 N 

Mobil SHC 
630 

Omala S4 GX 
220 

Carter SH 
220 

생분해 오일 CLP E 680 - Plantogear 680 S - - - - 

CLP E 220 
Performance Bio 

GE 220 ESS 
Plantogear 220 S Klübersynth  

GEM 2-220 
- Naturelle Gear  

Fluid EP 220 
- 

식료성 오일, 규격  
FDA 178.3570 

CLP PG H1 
680 

Optileb GT 
1800/680  

Cassida Fluid WG 
680 

Klübersynth  
UH1 6-680 

Mobil  
Glygoyle 680  

- - 

CLP PG H1 
220 

Optileb GT 
1800/220 

Cassida Fluid WG 
220 

Klübersynth  
UH1 6-220 

Mobil  
Glygoyle 220 

- Nevastane 
SY 220 

CLP HC H1 
680 

Optileb GT 680 Cassida Fluid GL 
680 

Klüberoil  
4 UH1-680 N 

- - - 

CLP HC H1 
220 

Optileb GT 220 Cassida Fluid GL 
220 

Klüberoil  
4 UH1-220 N 

Mobil  
SHC Cibus 

220 

- Nevastane 
XSH 220 

표 14: 기어 오일 
 
Pos: 480 /Allgem ein/---------- Seitenumbr uch ---------- @ 3\mod_1375347474401_0.docx @ 173087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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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481 /Anleitungen/Getri ebe/7. Anhang/Schrauben-Anziehdrehmom entez @ 59\m od_1606484633288_1605122.docx  @ 2700106 @ 2 @ 1 
 

7.3 나사 조임 토크 
 

나사 조임 토크 [Nm] 

나사규격 

볼트 재료별 구분 

잠금 플러그 
커플링에 세트 
스크루 

커버 후드의 
나사 연결부 8.8 10.9 12.9 V2A-70 

V4A-70 

M4 3.2 5 6 2.8 - - - 
M5 6.4 9 11 5.8 - 2 - 
M6 11 16 19 10 - - 6.4 
M8 27 39 46 24 11 10 11 

M10 53 78 91 48 11 17 27 
M12 92 135 155 83 27 40 53 
M16 230 335 390 207 35 - 92 
M20 460 660 770 414 - - 230 
M24 790 1150 1300 711 80 - 460 
M30 1600 2250 2650 1400 170 - - 
M36 2780 3910 4710 2500 - - 1600 
M42 4470 6290 7540 4025 - - - 
M48 6140 8640 16610 5525 - - - 
M56 9840 13850 24130 8860 - - - 
G½ - - - - 75 - - 

G¾ - - - - 110 - - 
G1 - - - - 190 - - 
G1¼ - - - - 240 - - 

G1½ - - - - 300 - - 

표 15: 나사 조임 토크 
Pos: 482 /Anleitungen/Getri ebe/7. Anhang/Schrauben-Anziehdrehmom ente_M ontag e von Schlauchverschr aubung en @ 37\m od_1560935911886_1605122.docx @ 2544465 @ 5 @ 1 
 

호스피팅조립 

유니온 너트 나사산, 커팅 링, 연결 피팅의 나사산에 오일을 바르십시오. 유니온 너트는 유니온 너트가 
잘 안 돌아갈 때까지 스패너로 돌리십시오. 약 30° ~ 60° 정도 더 돌려 유니온 너트를 조이십시오. 
최대 90°를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때 연결 피팅을 스패너로 조여야 합니다. 관이음 주위에 흘러나온 
오일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Pos: 484 /Allgem ein/Allgem eingültig e Module/---------Seitenumbr uch kompakt --------- @ 13\m od_1476369695906_0.docx @ 2265519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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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485 /Anleitungen/Getri ebe/7. Anhang/Betriebss tör ungen_01 @ 31\mod_1553081366771_1605122.docx @ 2515907 @ 2 @ 1 
 

7.4 문제해결  
Pos: 486 /Anleitungen/Getri ebe/7. Anhang/Betriebss tör ungen_02 [B2000, B2050] @ 37\m od_1560937946821_1605122.docx @ 2544649 @  @ 1 
 

 

 위험  

 

폭발 위험 

• 기어 유닛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모든 구동 장치를 정지하십시오. 
 

Pos: 489 /Anleitungen/Getri ebe/7. Anhang/Betriebss tör ungen_04 [B1000, B2000] @ 58\m od_1606121941913_1605122.docx @ 2694826 @  @ 1 
 

 

기어 유닛 장애 

문제 원인 해결 방법 

이상 소음,  
진동 발생 

너무 적은 오일 또는 
베어링 손상 또는 
기어 손상 

NORD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기어 유닛 또는 모터에서 
오일 누설 

씰 결함 NORD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오토 벤트 
오일 누설 

오일 레벨 부적절 
오일 익스펜션 탱크(옵션 OA)를 
사용하십시오 

오염되었거나 이종오일 주입 오일 교환 

작동 상태가 올바르지 않음 NORD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기어의 이상 과열 열악한 설치 조건이나 기어 손상  NORD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전원을 켤 때 충격,  
진동 발생 

모터 커플링 결함 엘라스토머 기어림을 교체하십시오 

기어 유닛 고정상태 불량 
모터 및 기어 고정 볼트를 다시 
조이십시오 

완충 부품의 결함 완충 부품을 교체하십시오 

모터는 작동하나 출력축이 
돌아가지 않음 

기어 파손 

NORD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모터 커플링 결함 

슈링크 디스크 미끄러짐 

표 16: 작동 장애 개요 
 
Pos: 491 /Allgem ein/---------- Seitenumbr uch ---------- @ 3\mod_1375347474401_0.docx @ 173087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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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492 /Anleitungen/Getri ebe/7. Anhang/Leckage und Dichtheit @ 4\m od_139349330712900_1605122.docx  @ 172587 @ 2 @ 1 
 

7.5 누출과 실링 
기어 유닛에는 작동하는 구성품의 윤활을 위해 오일 또는 그리스가 주입되어 있습니다. 씰은 이러한 
윤활제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기술적으로 완전히 누출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래디얼 샤프트 씰링 링의 경우 장기적인 누설 방지 효과를 위해 약간의 오일막이 형성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상태이며 오히려 누설 방지에 있어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벤트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해당 
기능으로 인해 오일이 분무되어 오일 미스트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Taconite 씰링 시스템과 
같은 그리스 유막 래비린스 씰의 경우, 작동 원리상 씰링 시스템의 틈에서 사용된 그리스가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사 누설은 고장이나 이상 현상이 아니며, 정상 상태를 나타냅니다. 

DIN 3761에 의거한 점검 조건에 따라 씰링 대상재의 누출 여부가 규정됩니다. 이 누출 여부 확인은 
테스트 스탠드에서 규정된 점검 시간 동안 누출 상태가 씰링 시스템의 틈에서 기능에 따라 흘러나오는 
허용 양보다 많이 나오고 씰링 대상재에서 오일 방울 형태로 흘러나오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채집되어 측정된 오일량을 누출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IN 3761에 의거한 누출 정의 및 유효한 적용 

  누출 위치 
용어 설명 샤프트 씰링 링 IEC 어댑터 하우징 조인트 벤트 
기밀함 눈에 띄는 습기 없음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습기 있음 
국지적으로 오일막 
있음(넓게 형성되지 
않음)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젖음 
구성품의 넓은 면에 
오일막 있음 

정상 정상 
경우에 따라 
수리 

정상 

측정 가능한 
누출 

흐름이 보임, 방울져 
떨어짐 

수리 권장 수리 권장 수리 권장 수리 권장 

일시적인 누출 

씰링 시스템의 
일시적인 장애 또는 
운반에 의한 오일 
누출 *) 

정상 정상 
경우에 따라 
수리 

정상 

명확한 누출 
오염, 재윤활 가능한 
씰링 시스템 등으로 
인한 누출 현상(추정) 

정상 정상 정상 정상 

표 17: DIN 3761에 의거한 누출 정의 
 

*) 기어 유닛의 경우, 다습하거나 초기에 주입된 윤활제로 인해 일정 시간 샤프트 씰링 링 면에 윤활유가 
잔존 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누출이 멈춥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씰링 교체가 
필요치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 조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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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496 /Anleitungen/Getri ebe/7. Anhang/Konformitätserklär ung [B2000, B2050] @ 3\mod_1369658622319_1605122.docx @ 171685 @ 2 @ 1 
 

7.6 적합성 확인 
Pos: 497 /Anleitungen/Getri ebe/7. Anhang/Explosi onsgeschützte Getriebe- und Getriebemotor en, Kategori e 2G und 2D [B2000, B2050] @ 38\mod_1569854664671_1605122.docx @ 2562822 @ 3 @ 1 
 

7.6.1 폭발 방지 처리된 기어 유닛 및 기어드 모터, 카테고리 2G 및 2D 

 

그림 39: 카테고리 2G/2D 적합성 확인, DIN EN ISO 80079-36에 따른 표시 
Pos: 498 /Allgem ein/Allgem eingültig e Module/---------Seitenumbr uch kompakt --------- @ 13\m od_1476369695906_0.docx @ 2265519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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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499 /Anleitungen/Getri ebe/7. Anhang/Explosi onsgeschützte Getriebe- und Getriebemotor en, Kategori e 3G und 3D [B2000, B2050] @ 38\mod_1569854687857_1605122.docx @ 2562858 @ 3 @ 1  

7.6.2 폭발 방지 처리된 기어 유닛 및 기어드 모터, 카테고리 3G 및 3D 

 

그림 40: 카테고리 3G/3D 적합성 확인, DIN EN ISO 80079-36에 따른 표시 
Pos: 500 /Allgem ein/---------- Seitenumbr uch ---------- @ 3\mod_1375347474401_0.docx @ 173087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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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501 /Anleitungen/Getri ebe/0. Prol og/Reparatur hinw eise [B 1000 - B 2050] @ 68\m od_1614176946393_1605122.docx  @ 2743656 @ 233 @ 1  

7.7 수리지침 
당사 기술 및 서비스 부서로 문의하실 경우 정확한 기어 타입과 해당되는 경우 제품 시리얼 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명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7.7.1 수리 
수리 시에는 기어 유닛 및 기어드 모터에서 비순정 부품은 모두 제거하십시오. 예를 들어 엔코더나 또는 
외장팬 등 장치에 부착된 부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증도 할 수 없습니다. 

기어 유닛을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Getriebebau NORD GmbH & Co. KG 
Service Department 
Getriebebau-Nord-Straße 1 
22941 Bargteheide, Germany 

 
 

 정보  
가능하다면 부품/장치를 발송 사유를 알려주십시오. 문의 시 담담자를 지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7.2 인터넷 정보 
추가로 당사 인터넷 사이트(www.nord.com)에서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설명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Pos: 502 /Anleitungen/Getri ebe/1. Hi nw eise/Gewährleis tung @ 22\m od_1531824598381_1605122.docx  @ 2433352 @ 2 @ 1 
 

7.8 보증 

Getriebebau NORD GmbH & Co. KG는 본 사용설명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운전 또는 사용상의 오류 

또는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샤프트 씰과 같은 일반 소모품은 품질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os: 504 /Anleitungen/Getri ebe/0. Prol og/Abkürzungen [B 1000-2050] @ 56\m od_1604564182940_1605122.docx  @ 2687015 @ 2 @ 1  

7.9 약어 
2D 분진 방폭형 기어 유닛,  21종 장소  EN 유럽 규격 
2G 가스 방폭형 기어 유닛,  1종 장소  FR 래디얼 횡력 
3D 분진 방폭형 기어 유닛,  22종 장소  FA 액시얼 포스 
ATEX ATmosphrères EXplosible  H1 식품 산업용 윤활제 
B5 관통홀을 이용한 플랜지 고정  IE1 표준 효율 모터 
B14 탭홀을 이용한 플랜지 고정  IE2 고효율 모터 
CLP 광유  IEC 국제 전기 표준 회의 
CLP HC 폴리알파올레핀계 합성유  NEMA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미국전기제조업체연합 
CLP PG 폴리글리콜계 합성유  IP55 국제 보호 등급 
cSt 센티스토크스  ISO 국제 표준화 기구 
CW 시계 방향, 오른쪽 회전 방향  pH pH 값 
CCW 시계 반대 방향, 왼쪽 회전 방향  PPE 개인 보호 장구 
°dH 독일 물 경도 등급 1°dH = 0.1783 mmol/l  RL 가이드라인 
DIN 독일 공업 규격 위원회  VCI 휘발성 부식 방지제 
E 에스테르 오일  VG 점도군 
EC 유럽 공동체  WN Getriebebau NORD 문서 
 
=== Ende der Liste für Textm arke Inhalt ===  

http://www.no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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