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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P14 스프링 정비부품 세트
(1361282 , 1360180)
주 의
설치 또는 정비를 하기 전에 증기, 공기 또는 가스 배관을 차단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펌프나 연결배관에 잔류압력이 없도록 제거하고, 뜨거운 부분은 냉각시켜 화상을 방지해야 한다.
설치 및 정비작업을 하기 전에 적절한 안전복을 착용해야 한다.
펌프의 이동을 위해 리프팅 아이(lifting eye)가 펌프에 부착되어 있다.
펌프를 이동하려면 반드시 리프팅 아이를 사용해야 한다.
항상 적절한 리프팅 기어를 사용하고, 안전하게 펌프가 이동되도록 한다.
펌프를 분해할 때는 강한 스냅 작동을 보이는 메커니즘에 의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항상 주의해서 취급한다.

회전방지
나사

날짜코드 F04 이후의 펌프에서는 향상된 스프링 고정방법을 사
용했다. 펌프의 날짜코드는 펌프의 명판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의
스프링 세트는 막혀있는 앙커(blind anchor)를 사용해 자리잡고
있고,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 샤프트가 고정된다.

그림 1.
날짜코드 F04 이전의 구형 메커니즘. 샤프트가 M6 너트, 워셔 및
회전방지나사로 고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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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날짜코드 F04 이전의 구형 메커니즘

분 해
기존의 M6 구동기 샤프트에서 M6 너트와 워셔를 제거한 후 구동
기 스프링을 분해하고 양쪽 끝에 있는 스프링 세트를 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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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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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기 암에서 고정 나사의 제거(그림 3)
M5 너트가 스프링 키트와 함께 공급된다.
기존 나사의 고정 너트 상부에 M5를 조여
넣는다. 하부 고정 너트(기존)를 이용하여
구동기 암으로부터 풀어 낸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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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메커니즘에서 양쪽 구동기 샤프트를 빼낸
다.

그림 4.

그림 5.
새로온 M6 구동기 샤프트를 구동기 암으
로 밀어 넣는다.(뒷쪽에 넣어야 한다.) 키
트와 함께 공급된 M6 워셔를 샤프트 끝에
넣고 나사산에 locktite 620을 사용한 후,
너트를 9~11 Nm의 조임값으로 조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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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구동기 암의 다른 한쪽에 새로운 나사산
이 없는 샤프트를 밀어 넣는다. 나사산이
없는 샤프트의 끝쪽에 막혀있는 스프링
앙커를 집어 넣는다.(그림 6a)
샤프트와 스프링이 중심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하며, 정확하게 설치된 경우엔 2개
의 스프링이 평행이 되어야 한다.

그림 6a.

새로운 나사산이
없는 샤프트

구동기 암에 고정 너트를 채결하지 않아
야 한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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