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급설명서
Shock Absorbers

※ 내용은 성능 향상을 위해서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Shock Absorber 취급 설명 및 주의 사항
KOBA의 Shock Absorber는 수백만 번 이상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주시면 더욱 긴 수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용량 선정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2)	 Shock Absorber 본체에 용접이나 도장을 하지 마십시오.
3)	 Piston Rod에 흠집이나 도장을 하지 마십시오. (Shock Absorber의 누유로 인해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4)	 	공장 출고 시 Adjustment Dial이 “0”으로 조절되어 있으며, Damping 조절이 끝나면 Set Screw를 조여서 

Dial을 고정하여 Damping값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5)	 	화기 중에 제품을 놓아두거나 버리지 마십시오. 제품 내부에 Oil이 있어 발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6)	 	제품 취부 부분의 강도부족 상태로 사용을 금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기기의 파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취부 부분의 강도는, “최대충격력 x 안전율(2.5)” 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고정시 조임 Torque 값을 지켜서 취부해 주십시오. 과도한 힘으로 조일 경우 작동불량 및 기기파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Shock Absorber의 취부나사의 고정 Torque 값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Snap Ring 구조의 Shock Absorber를 사용할 경우 특히 조심하여 주십시오. 
Catalog에 기재된 사양 이상의 과부하로 사용할 경우 Shock Absorber 안의 Inner Tube의 내부 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해 Snap Ring 및 내부의 부품이 급격하게 튕겨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사양을 지켜주시고, Snap Ring 구조의 Shock  Absorber의 작동 시에는 얼굴을 가까이 대지 마십시오.

	 	 # 풀림방지 접착제 등을 사용하시면 보다 효과적입니다.

KMA, KMS, KHA, KSA 취급설명 및 주의사항

나사외경   
(mm)  M8x1.0 M10x1.0 M12x1.0 

M14x1.0 
M16x1.5 M20x1.5 

M25x1.5 
M27x1.5

M30x1.5 M36x1.5 M42x1.5 M27x2.0

M14x1.5 M25x2.0 M27x3.0

Nut 고정  
Torque  
(Nm)  

3.9 7.8 7.8 9.8 14.7 29.4 49 58.8 78.4 98 392

충돌물 ➡

변형,파손

 



9)	 	Shock Absorber 내부에 있는 Oil을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오니,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시켜 주십시오.

10) 		편심하중 및 편심각도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하중을 θ = 1°이상의 편각도로 충돌시킬 경우 Piston Rod의 
휨 변형에 따른 복귀 불량, 습동부의 편마모에 따라 성능 저하가 일어나, 기기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Piston Rod의 중심선 (θ=1°이내)에 충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1) 		Shock Absorber는 지정된 사용온도 범위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10℃~80℃) Seal, Accumulator에 악영향을 미쳐 수명 저하에 따른 기기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특수한 온도범위는 본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12) 		진공상태 등 Shock Absorber 외부에 압력이 발생하는 곳에서의 사용을 금하여 주십시오. 기기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절삭가루, 절삭유, 수분 등이 Piston Rod에 부착되는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Packing의 파손에 따른 누유가 일어나 작동불량, 기기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을 원할 경우 본사로 문의 바랍니다.)

13) 		조절형 Shock Absorber는 Orifice 면적을 조절함으로써 충돌속도에 따라 Shock Absorber의 저항력
을 변경, 즉 적절한 저항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은 대표적인 조절형 KMA, KSA 및  KHA Series의 Adjustment Dial의 모습입니다. 
조절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셋팅 고정볼트로 Adjustment Dial 을 고정하여 주십시오.

θ

KMA & KSA & KHA Series Adjustment Dial

    KMA Series  KSA Series KHA Series

# 풀림방지 접착제 등을 사용하시면 보다 효과적입니다.

셋팅 고정 볼트셋팅 고정 볼트

셋팅 고정 볼트

KMA, KMS, KHA, KSA 취급설명 및 주의사항 



고정전 고정후

Lock Bolt

Lock Slot
Shock Absorber

15) 회전운동에서 사용할 때 고려사항
		그림에서와 같이 Shock Absorber의 중심에서 회전하고자 하는 위치를 Stroke의 10배 이상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편하중을 받게 되어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특히 Urethane Cap은 회전운동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Shock Absorber의 중심거리를 부득이 짧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편마모용 Adapter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일반 회전운동 (예) Side Load Adapter 사용 (예)

5°이내(충돌전후)

Shock Absorber 
Stroke의 10배이상의 
거리에서 설치

2. 보수에 관한 사항
	 1) 정기점검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은 분해수리가 불가능하므로 고장 시에는 Shock Absorber를 교체하여 주십시오. 
	또한 Shock Absorber에 봉입되어 있는 Oil을 함부로 버리면 환경오염이 됩니다. 폐유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Flange 고정방법 
		Flange 위치고정이 끝나고 Lock Bolt를 조여주면, Lock Slot에 압력이 가해져 위치고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며 Shock Absorber나 Flange를 제거하려면 Bolt 만 풀어주면 됩니다. 
사용하기 전에도 각종 Bolt가 조여졌는지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KMA, KMS, KHA, KSA 취급설명 및 주의사항 



부적합 현상 원 인 대 책

고정 
Lock Nut의

느슨함

체결 Torque가 부족합니다. Nut 나 Bolt를 적절하게 조여 주십시오. 

장치에 진동 등에 따라 느슨해집니다. 장치의 진동을 조절하여 주십시오.

충격이 	
흡수되지 
아니함

가해지는 에너지가 과다합니다. Shock Absorber의 용량을 한 단계 큰 것으로 교환하여 
주십시오. 

최적의 조정이 되지 아니합니다. 조정 다이얼을 ‘0’으로 조정하여 주십시오.

Stroke 이송 중에 외부 Stopper에 의해 동작이 멈춤니다. 외부 Stopper를 조정 후 흡수 Stroke를 길게 하여 주십시오.

충돌물의 운동 방향이 Piston Rod의 중심축과 어긋나고 
있습니다. 충돌물의 충돌 각도를 Piston Rod의 중심축과 일치시켜 

주십시오.충돌물의 충돌각도가 Piston Rod의 중심축보다 θ =1°이상 
어긋나 있습니다.

충돌물에 진동이 있습니다. 충돌물에 견고한 가이드를 설치하여 진동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Shock Absorber 본체를 Stopper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top Collar 또는 외부 Stopper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주위 온도가 높습니다. Shock Absorber를 내열용 제품으로 교환 사용 하십시오.

Piston Rod 표면에 이물질이 부착되어 Oil Seal 이 
파손되었습니다.

Piston Rod부에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외부에 
Cover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회전 물체가 직접 Shock Absorber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Side Load Adaptor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제품 수명이 다 하였습니다. Shock Absorber를 교환하여 주십시오. 

내부의      
Oil이

누유되고 	
있음

Piston Rod 표면에 이물질이 부착되어 Oil Seal 이 
파손되었습니다. 

Piston Rod부에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외부에 
Cover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주위 온도가 낮습니다. Shock Absorber를 내한용으로 교체하십시오.

제품 수명이 다하였습니다. Shock Absorber를 교환하여 주십시오.

Rod가 	
복귀되지

않음

충돌물의 운동 방향이 Piston Rod의 중심축과 어긋나고 있음
충돌물의 충돌 각도를 Piston Rod의 중심축과 일치시켜 
주십시오. 충돌물의 충돌각도가 Piston Rod의 중심축보다 θ =1°이상 

어긋나 있습니다.

충돌물에 진동이 있습니다. 충돌물에 견고한 가이드를 설치하여 진동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Shock Absorber 본체를 Stopper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top Collar 또는 외부 Stopper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주위 온도가 낮습니다. Shock Absorber 를 내한용으로 교체하십시오. 

제품 수명이 다하였습니다. Shock Absorber 를 교환하여 주십시오. 

※ Shock Absorber는 Chamber 내부에 취부 사용할 경우 반드시 본사에 문의 후 사용하기 바랍니다.

	 3) 고장과 대책

	 2) 점검사항

	 위 항목을 확인 후 이상이 발생하면 아래의 도표 “3) 고장과 대책” 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제품을 고정한 Lock Nut의 느슨함 유무
  	  Piston Rod의 손상 및 변형 유무
  	  행정거리(Stroke)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제품의 손상 및 변형의 유무
  	  Oil의 누유 여부
  	  작동시의 소리의 변화

KMA, KMS, KHA, KSA 취급설명 및 주의사항 



KMA, KMS, KHA, KSA 취급설명 및 주의사항

3. Accessories(악세사리) 취부방법
1)	 KMA � KMS Accessories 취부방법

NAME Accessories 취부도 비고

Lock Nut
기본적인 설치방법으로 
Lock Nut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취부할 수 
있습니다.

Stop Collar
+ Lock Nut

Stop Collar를 사용하면 
정확한 정지 및 위치 
선정이 용이하고 
Piston에 발생되는 
Bottom Out 현상을 
방지시켜 줍니다.

Side Load 
Adapter

+ Lock Nut

회전운동에 사용함으로써 
Shock Absorber의 
중심거리를 
부득이 짧게 사용할 경우 
Shock Absorber 
Piston Rod의 
편마모현상을 
방지시켜 줍니다. 
회전 거리가 짧거나 
과도한 편하중이 발생 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Flange 
Mount

Rectangular Flange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Shock Absorber를 
고정 할 수 있습니다.

Clamp  
Mount

Clamp Mount는 
위치 조절 및 
취부가 용이하며, 
Shock Absorber를 
양쪽에 사용하며 마운트로 
사용 가능합니다.

 



2)	 KSA Accessories 취부방법

NAME Accessories 취부도 비고

Lock Collar
기본적인 설치방법으로 
Lock Collar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취부 할 수  
있습니다.

Stop Collar
+ Lock Collar

Stop Collar를 사용하면 
정확한 정지 및 위치 
선정이 용이하고 
Piston에 발생되는 
Bottom Out 현상을 
방지시켜 줍니다.

Flange
Mount

Square Flange나 
Rectangular Flange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Shock Absorber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Clamp  
Mount

Clamp Mount는 
주로 수평면에 사용되며
Shock Absorber 길이가
길 때 사용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evis
Mount

주로 회전 운동 시에 사용,
Clevis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충격 흡수를 
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Shock Absorber를 
측면 하중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KMA, KMS, KHA, KSA 취급설명 및 주의사항 



3)	 KHA Accessories 취부방법

KMA, KMS, KHA, KSA 취급설명 및 주의사항

NAME 취부도 비고

Lock Collar
기본적인 취부 방법으로 
Lock Collar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취부 할 수 있습니다.

Stop Collar
+ Lock Collar

Stop Collar를 사용함으로써 
정확한 정지 및 위치 
선정이 용이하고 Piston에 
발생되는 Bottom out 현상을
방지시켜 줍니다.

Flange 
Mount

Square Flange나 
Rectangular Flange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Shock Absorber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Clamp Mount
Clamp Mount는 
주로 수평면에 사용되며 
Shock Absorber 길이가 
길 때 사용하면 유리합니다.

Clevis Mount

주로 회전 운동시에 사용되며
Clevis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충격흡수를 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Shock Absorber를 
측면 하중으로 부터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32, A동 12층(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TEL : 02-3397-7800 / FAX : 02-3397-7811 / E-Mail : koba@koba.co.kr

품  질  보  증  서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제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2개월 입니다.

1. 무상 서비스 안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제품보증기간 이내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 대리점이나 본사에 
의뢰하시면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 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상 서비스 안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사용상, 취급상 부주의
2) 무상 보증 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제품의 표준 또는 정상 환경 범위 외 사용으로 이상 동작 발생 또는 사용 불가 시
4) 사용자 부주의(임의로 분해, 조립, 개조)에 의한 고장 또는 손상
5)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및 손상
6) 운송 중의 잘못으로 인한 파손 시
7) 외부 충격이나 파손, 누유 등에 의한 고장 또는 손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