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급설명서
Hydro Check(KHC)

※ 내용은 성능 향상을 위해서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KHC Series Hydro Check의 구조와 작동 원리
정확한 이동 속도제어 , 위치제어가 가능하고 어떠한 이동 장비라도 속도 조절이 미세하게 가능하며 다양한 
종류가 Stroke 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을송이 한교정 여하정조세미 로위범°003 를bonK tnemtsujdA 고하리편 이절조 및 부취 는kcehC ordyH   
얻을 수 있어 공구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며, Auto Feed Drilling, Grinder, Cutting 등 정확한 이송작업을 
요구하는데 쓰여집니다.
Piston Rod는 부식에 강한 소재를사용하였으며, Body 는 도금처리로 작업환경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여 
줍니다. Accessory에는 Snap Ring 과 Mounting Block을 이용하여 취부를 간단히 할 수 있고 위치이동, 
고정이 편리합니다.
Hydro Check 내부에 Oil은 자체 Filltering이 되어 항상 일정하게 속도제어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
에도 작업이 편리합니다.

2.  KHC Series Ordering Information

3.  Step Check Unit Series
Step Check Unit은 Hydro Check와 속도 제어 기능은 같고 원하는 위치에 중간 정지 기능을 갖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Long Drilling 작업, 정밀성을 요구하는 작업, 중간에 Chip 배출이 필요한 작업등에 
사용되며, 특수용도에 맞게 주문 제작도 가능합니다.

KHC 취급설명 및 주의사항 

S : Step Check unit

SO : 주문제작형
무기호 : 표준형

Stroke

Body  Dia

Series

 - S - SO

ADJUSTMENT KNOB SNAPRING FURNISHED PISTON RODBODY

ADJUSTMENT KNOB SNAPRING FURNISHED 

STEP CHECK UNIT

PISTON RODBODY



6. 취급 시 유의사항
KOBA의 Hydro Check는 수백만 번 이상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하여 주시면 더욱 긴 수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용량 선정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2) Hydro Check Body를 Bolt로 조이거나 가공하지 마십시오.(필요시 본사에 문의)
3) Piston Rod에 흠집이나 도장을 하지 마십시오. (Hydro Check의 누유로 인해 수명이 단축됩니다.)
4)  화기 중에 제품을 놓아두거나 버리지 마십시오.
5) .오시십주 여하의주 에도각심편 및 중하심편 

Piston Rod의 중심선(θ =1º 이내)에 충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6) )℃08~℃01-( .오시십주 여하용사 서에위범 도온용사 된정지 서어있 에용사 
특수한 온도 범위는 본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7) .오시십주 여하금 을용사 의서에곳 는하생발 이력압 에부외 kcehC ordyH 태상공진 
8)  Hydro Check 부착시 취부각도를 Catalog에 있는 도표를 참조하여 부착 시켜야하며, 부착위치가 벗어

나면 편마모 현상이 생겨 Hydro Check 수명단축과 기기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9)  Hydro Check 내부에 있는 Oil을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오니,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시켜 주십시오.

7.  취부 방법
1)  Mount Block 취부는 높은 추진력이 작용할 때 적합하며 취부 위치를 원하는 위치에 할 수 있어 사용이 

용이합니다.
2) Snap Ring을 이용하여 제품이 밀리는 현상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Body
Mount Block

Moving
Load

1~2mm
Stopper

Snap Ring

이외의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KOBA 본사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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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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