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급설명서
Gas Spring(KG, KGP, KGL)

※ 내용은 성능 향상을 위해서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KG, KGP, KGL 취급설명 및 주의사항 

1. �KG(압축 type) Gas Spring의 특징
1)	 	고압가스를 이용하는 Gas Spring 은 광범위한 스프링 특성, Long Stroke, 적은 스프링 정수, 소형으

로 큰 하중, 압축 시의 속도 제어가 가능하며,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 
Plate Spring, Coil Spring에 비해 안정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온도 : 표준품 (-10~60℃), Special (-30~100℃)

4) Gas Spring 장착도

Gas Spring의 부드러운 작동을 위하여 그림과 같이 Body부가 상향이 되게 설치해야 합니다.

5) KG Series Ordering Information

NITROGEN GAS

BODY MOUNT
END COVER PISTON

PISTON ROD
ROD MOUNT

ROD COVER

SEAL

BODY

F : Spring Force(N)
m : Door 중량(kg)
A : Hinge에서 Gas Spring 까지의 수직거리(m)
B : Hinge에서 Door 무게중심까지의 거리(m)
n : Gas Spring 의 취부 수량
g : 중력 가속도(9.8m/s2)

m

m

취부중심거리

Body Mount Type

Nominal Force

Stroke 

Body  Dia

Series

 KG� 30� -� 100� -� H H� -� 100N� -� 268

Rod Mount Type

1. �KG(압축 type) Gas Spring의 특징
1)	 	고압가스를 이용하는 Gas Spring 은 광범위한 스프링 특성, Long Stroke, 적은 스프링 정수, 소형으

로 큰 하중, 압축 시의 속도 제어가 가능하며,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 
Plate Spring, Coil Spring에 비해 안정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온도 : 표준품 (-10~60℃), Special (-30~100℃)

4) Gas Spring 장착도

Gas Spring의 부드러운 작동을 위하여 그림과 같이 Body부가 상향이 되게 설치해야 합니다.

5) KG Series Ordering Information



KG, KGP, KGL 취급설명 및 주의사항 

2. �KGP(인장 type) Gas Spring의 특징
1)	 	압축 Gas Spring은 밀 때 힘이 작용하지만 Pull Gas Spring은 당길 때 힘이 작동하는 제품으로 기계 

커버 개폐, 상하 작동 시 큰 물체를 적은 힘으로 움직이고자 할 때 수평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커버 탱크 
용기의 커버 개폐 시 주로 사용됩니다. 또한 반도체 장비 및 기존 Gas Spring의 응용이 불가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사용온도 : 표준품 (-10~60℃), Special (-30~100℃)

3. �KGL(Free Lock type) Gas Spring의 특징
1)	 	Free Lock Gas Spring는 Gas Spring의 일반적인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원하는 임의의 위치에서 

Lock Pin을 누름으로써 Stroke를 정할 수 있는 Free Lock 기능이 추가된 제품입니다.

2)	 	사용온도 : 표준품 (-10~60℃), Special (-30~100℃)

3) KGL Series Order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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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 COVEREND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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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주문제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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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Dia

 Free Lock Gas Spring Series

  KGL�  28�  -�  50� -�200N�  -� SO



KG, KGP, KGL 취급설명 및 주의사항 

4. �취급 시 유의사항
KOBA의 Gas Spring은 긴 수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하십시오.
1)	 Gas Spring은 절대로 분해를 하지 마십시오.

- 	압축된 질소 Gas가 봉입되어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고객이 임의적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에 대해서 당사는 피해 배상의 의무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	 	Gas Spring을 화기중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 	Gas Spring내부에 압축된 질소 Gas는 가연성은 아니지만, 가열에 따른 Gas압력의 상승으로 본체가 파열
되어 내부의 Oil 및 구성부품이 돌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3)	 Gas 누출이 발생한 상태에서 사용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 	내부의 Gas압력의 저하에 인해 장착된 중량물이 낙하하거나 효과적인 완충 역할을 할 수 없어 충돌
물에 손상을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4)	 Gas Spring의 최대 stroke 이상으로 과도하게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 	Gas Spring은 인장방향에 대한 과도한 힘을 견딜만한 강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도한 힘으로 당기    
면 Gas 누출로 인하여 위험 할 수 있습니다.

5)	 Gas Spring의 취부 및 선정등은 사용환경과 사용방법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결정하여 주십시오.
- 	제품의 사양 및 용도 등 그 외에 불명확한 부분은 당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Piston Rod에 도장을 하거나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표면에 도장을 하거나 이물질 및 먼지 등이 쌓이게 되면 패킹류가 손상이 되어, Gas와 Oil의 누출로 인해 
Output Force가 낮아지고 효과적인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7)	 사용온도범위((-10~60℃)이내의 환경에서 사용하십시오.
- 	온도에 영향을 받아 Output Force가 변화하게 되어 지지물의 낙하 및 충돌물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사  
용온도 범위 이외의 환경에서 사용 할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하여 주십시오.

8)	 Gas Spring을 급속한 속도(1m/sec이상)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에 손상을 주어 Gas 누출의 원인이 됩니다.

9)	 Gas Spring을 비 또는 물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고정지지 부품은 아연도금 및 도장처리가 되어 있으나 부식에 있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10) 제품의 몸체를 볼트로 조이거나 구멍 가공을 하지 마십시오.
- 	내부의 Gas 및 Oil이 누출되어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11) Gas Spring 장착부위에 안전 고정구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 	Gas Spring은 중량물의 개폐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므로 그 자체가 버팀목 역할을 하지
는 못합니다. 장시간 개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량물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고정구를 별도로 
설치한 후 사용하십시오.

12) 장착한 Gas Spring은 한달에 1~2번 작동시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작동검사 후 이상이 발생 시에는 제품에 Gas를 주입하거나 교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Piston Rod 보호용 제품보호망을 반드시 제거 후 사용하십시오.

*보호망 제거 후 사용<보호망 포장 상태> <보호망 제거 후>



5. �보수에 관한 사항
1)	 정기점검

-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은 분해수리가 불가능하므로 고장 시에는 Gas Spring을 교체하여 주십시오. 
또한 Gas Spring에 봉입되어 있는 Oil을 함부로 버리면 환경오염이 됩니다. 폐유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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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장과 대책

※ 이외의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KOBA 본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합 현상 원 인 대 책

고정 Nut, 
Hinge의
느슨함

체결 Torque가 부족합니다. Nut 나 Bolt를 적절하게 조여 주십시오. 

장치에 진동 등에 따라 느슨해집니다. 장치의 진동을 조절하여 주십시오.

Oil이
누유되고 	

있음

Piston Rod 표면에 이물질이 부착되어 Oil Seal이 
파손되었습니다. 

Piston Rod부에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외부에 
Cover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주위 온도가 낮습니다.
Gas Spring의 온도를 -10℃ 이상으로 하거나 내한
용으로 교체하여 주십시오.

제품 수명이 다하였습니다. Gas Spring를 교환하여 주십시오.

Rod가 
복귀되지

않음

주위 온도가 낮습니다.
Gas Spring의 온도를 -10℃ 이상으로 하거나 내한
용으로 교체하여 주십시오.

제품 수명이 다하였습니다. Gas Spring를 교환하여 주십시오.

KG, KGP, KGL 취급설명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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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 869 KOBA TOWER 6층
TEL : 1522-0345 / FAX : 02-2611-5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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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