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징
　・경량, 컴팩트하여 취급이 간단합니다.
　・심플한 씰 구조이고 보수가 용이합니다.
　・초정밀 마무리로 뛰어난 씰 성능이 있습니다.
　・고속, 고압 사용에 대응합니다.
　・보다 고부하 사양으로서 하이그레이드 씰(TCC 씰)의 채용도 가능합니다.

구조

（사진은 스트레이트 Type）

사용 조건　스트레이트 Type　/90°Type의 경우

※최고 사용 압력 조건에서는 최고 회전수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 주십시오.
※드라이 운전(유체를 내보내지 않음)은 피해 주십시오.
※절삭유 급유 라인에는 필터를 설치해 주십시오.

하이그레이드 씰(TCC씰)

※텅스텐 카바이드와 세라믹의 편성

①로터　②케이싱　③씰링　④스프링 핀　⑤볼베어링　⑥스페이서　⑦스냅 링　⑧스냅 링　
⑨O링　⑩스프링 받이　⑪스프링　⑫그리스 니플　⑬O링　

유체 절삭유·물·기름

Pearl Rotary Joints
SXO Series 

최고 회전수 10000회전/분

최고 온도 120℃

최고 압력 6.9MPa(70㎏f/㎝²)

FOR COOLANT SUPPLY OF MACHINE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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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표
SXO-180 스트레이트 Type 단식 나사 설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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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표
SXO-200 Compact Type 단식 나사 설치식

사용 조건　컴팩트 Type의 경우

※최고 사용 압력 조건에서는 최고 회전수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 주십시오.
※드라이 운전(유체를 내보내지 않음)은 피해 주십시오.
※절삭유 급유 라인에는 필터를 설치해 주십시오.

나사 종류별  설치 상대방 참고 치수

15.885
15.875
16.663

178.5

Z
설치 샤프트 가공 치수

Y
로터・끼워맞춤

X

스텐다드 씰
SXO-200

하이그레이드 씰
SXO-200-1

2.4

4.8

15.872
15.860
16.650
16.637

유체 절삭유·물·기름

최고 온도 120℃

최고 압력 10.3MPa(105㎏f/㎝²)

178.5

16.007
16.037

I M

16.027

8.3 20
16.653

최고 회전수 15000회전/분

M나사 5
16.025

UNF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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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XO series 일람표

※주문하실 때는 반드시 재고 상황을 확인해 주십시오.

RJ-SXO-200-1 10A RH SX10020011

당사 코드

나사 설치 SXO-2**

RJ-SXO-200 10A LH SX10020002

SXO-2**

RJ-SXO-200-1 10A LH SX10020012
RJ-SXO-200 10A RH SX10020001

단식

컴팩트 Type
스텐다드 씰 하이그레이드 씰

타이프 제품명 당사 코드

SX10009811
RJ-SXO-098 LH SX10009802 RJ-SXO-098-1 LH SX10009812

타이프 제품명

RJ-SXO-098 RH SX10009801 RJ-SXO-098-1 RH

SX10009201 RJ-SXO-092-1 RH SX10009211

RJ-SXO-091-2 LH SX10009122 RJ-SXO-091-3 LH SX10009132
RJ-SXO-091-2 RH SX10009121 RJ-SXO-091-3 RH SX10009131

나사 설치 SXO-09*

RJ-SXO-090 LH SX10009002

SXO-09*

RJ-SXO-091 LH SX10009102 RJ-SXO-091-1 LH SX10009112
RJ-SXO-091 RH SX10009101 RJ-SXO-091-1 RH SX10009111

RJ-SXO-090-1 LH SX10009012
RJ-SXO-090 RH SX10009001 RJ-SXO-090-1 RH SX10009011

RJ-SXO-092 LH SX10009202 RJ-SXO-092-1 LH SX10009212
RJ-SXO-092 RH

단식

90°Type
스텐다드 씰 하이그레이드 씰

타이프 제품명 당사 코드 타이프 제품명 당사 코드

RJ-SXO-188 RH SX10018801 RJ-SXO-188-1 RH SX10018811

SXO-18*

RJ-SXO-180-1 LH SX10018012
RJ-SXO-180 RH SX10018001

RJ-SXO-181-1 LH

SX10018022 RJ-SXO-180-3 LH SX10018032

RJ-SXO-181-2 LH SX10018122

RJ-SXO-182 LH SX10018202

RJ-SXO-180-2 RH SX10018021 RJ-SXO-180-3 RH SX10018031

RJ-SXO-188 LH SX10018802 RJ-SXO-188-1 LH SX10018812
RJ-SXO-182 RH SX10018201 RJ-SXO-182-1 RH SX10018211

SX10018131
RJ-SXO-182-1 LH SX10018212

RJ-SXO-181 LH SX10018102 SX10018112
RJ-SXO-181 RH SX10018101 RJ-SXO-181-1 RH SX10018111

RJ-SXO-181-3 LH SX10018132
RJ-SXO-181-2 RH SX10018121 RJ-SXO-181-3 RH

단식

스트레이트 Type
스텐다드 씰 하이그레이드 씰

타이프 제품명 당사 코드 타이프 제품명 당사 코드

RJ-SXO-180-1 RH SX10018011
RJ-SXO-180-2 LH

나사 설치 SXO-18*

RJ-SXO-180 LH SX1001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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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의 주의
 1. 씰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2. 검사구가 있는 조인트는 검사구가 하향이 되도록 설치해 주십시오.
 3. 검사구가 있는 조인트에서 검사구에서 유체가 새었을 경우에는 교환 시기입니다.
 4. 나사를 설치할 경우, 나사 방향은 회전에 대해 죄이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롤이나 드럼의 회전 방향이 로터리 조인트를 설치할 방향에서 보아서,
   「시계 방향일 때는 왼쪽 나사, 반시계 방향일 때는 오른쪽 나사」가 됩니다.
 5. 로타리 조인트에 밸브 등의 중량이 걸리는 배관은 피해 주십시오.
 6. 로타리 조인트와 배관부의 접속에는 플렉서블 튜브를 사용해 주십시오.
   강관으로 직접 배관하여 조인트를 구속하는 것은 피해 주십시오.
 7. 로타리 조인트의 회전 스토퍼에는 조인트의 회전을 멈추는 이외의 구속은 하지 마십시오.
 8. 고온 사용에서 축받이로서 볼베어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의 급유를 필요로 합니다.
   일정기간(사용 빈도에 따라 다릅니다)이 지났을 경우 급유가 필요합니다.
 9.  최고 사용 압력 조건에서 최고 회전수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 주십시오.
10. 그리스를 급지할 때에는 플러그를 뽑아서 급지해 주십시오.
11. 드라이 운전(유체를 내보내지 않음)은 피해 주십시오.
12. 운전을 중지한 채로 장기간 방치하지 마십시오. 녹의 발생등에 의해 유체 누설의 원인이 됩니다.
13. 만일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리, 또는 신품과 교환해 주십시오.
     유체의 누설이 발생한 채로 운전을 계속하면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장 원인에 대해
고장 원인의 대부분은 씰부에서의 조기 유체 누설입니다만, 이것은 본체 검사구 또는 로터와 케이싱
사이에서 유체가 유출하는 것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장의 대부분은 수리나 부품 교환으로 조인트를 다시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내부 부품을 손상하기전에 빨리
처치를 해 주십시오.
아래와 같은 주된 고장 원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1) 씰면 또는 축받이부의 자연 마모, 이상 마모.
2) 조인트 본체의 부당 구속.

・회전 스토퍼를 구속하고 있다.
3) 설치 기계의 심과 본기 회전축과 동심이거나

・설치 기계의 회전축의 단면(端面)이 축에 대해 직각이 아니다.
・끼워맞춤부가 정확하지 않다.
・설치 기계의 설치 나사 심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나사 방향이 바르지 않다.
・플랜지 설치의 경우 볼트를 죄는 정도가 균일하지 않다.
 (부착 후에는 반드시 저속 회전시켜 심이 나와 있는지 확인한다.)

4) 조인트에 이어지는 부분에 배관이 적당하지 않다.
・강관으로 배관되어 있다.
・플렉서블 튜브가 딱딱해서 유연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플렉서블 튜브의 구부리는 방향이 적당하지 않다.
・밸브, 트랩등의 중량이 직접 조인트에 부하하고 있다.

5) 내관이 적당하지 않다.
・내관, 사이펀관의 중량이 무겁고 조인트 헤드의 나사만으로 편지(片持)로 되고 있다.
・내관이 편심하고 있다.

6) 기종 선정의 잘못.
･구경 치수가 너무 작다.
・사용 온도가 너무 높다。
・사용 압력이 너무 높다.
・회전수가 너무 높다.
・사용 유체의 종류가 다르다
･드라이 운전을 하고 있다.

7) 통과 유체의 이상
・배관, 롤 등, 유로내의 이물이 제거되지 않았다.
・유체내에 적당하지 않는 용제가 석출하고 있다.
・배관의 설계가 적당하지 않다.

8) 기타···고장의 경우에는 분해하지 말고 당사에 요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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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나사 설치식 로타리 조인트의 로터의 나사 방향을 나타내는 「RH/LH」와 로타리 조인트에 각인 되어 있는「R/L」의 차이는?

A 차이는 없습니다.「RH/LH」는 각각 「Right Hand/Left Hand」의 약호입니다.

Q 「AC」와 「NC」의 차이는?

A 같은 고온 사양입니다만 구조가 다릅니다. 「AC」는 축받이로서 볼베어링을 사용한 급지타입,「NC」는

   카본 베어링을 사용한 무급지타입으로 구면 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Q 나사 방향을 회전에 대해 죄어지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을?

A 조인트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하는 회전체의 회전 방향과는 반대의 나사로 설치해 주십시오.

Q 검사구에서 유체가 새고 있다.

A 교환, 또는 수리 시기입니다.

Q 「RXH타입」으로 유체에 증기를 내보내고 싶다.

A 「RXH타입」의 표준품은 증기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AC」나 「NC」를 선택해 주십시오.

Q 설치하고 나서 단기간에 누설이 발생했다.

A 여러가지 조건을 확인해 주십시오. 「유체의 오염」이나 「설치 방법에 문제가 있는」일이 흔히 있습니다.

   또, 드물게 「선정 오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문하실 경우
주문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항목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현재 당사의 조인트를 사용중인 경우

A : 이 카탈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조인트의 경우
형식·사이즈· (및 복식의 경우 내관 사이즈)・나사 설치의 경우에는 나사 방향

B : 특수품 취급 제품의 경우
형식・사이즈・나사 설치의 경우에는 나사 방향
제조 번호·제조 년월
형식은 「OC」 「ONC」 「OKC」 「RXS」등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플랜지 설치의 경우 나사 방향의 지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사 설치의 경우 나사 방향을 지정하셔야 합니다만,
    롤이나 드럼의 회전 방향이 로터리 조인트를 붙일 방향에서 보고,
    「시계 방향일 때는 왼쪽 나사, 반시계 방향일 때는 오른쪽 나사」를 선정해 주십시오.

○신규 주문의 경우
1. 사용하는 유체명·압력·온도·회전수 및 설치 기계
2. 설치 기계의 회전 방향(조인트가 설치되는 쪽에서 본 회전 방향)
3. 설치 형식 : 나사 설치(나사 방향) or 플랜지 설치
4. 접속 배관구 : 나사 설치 or 플랜지 설치
5. 사이즈
6. 구조 : 단식 or 복식( 내관 고정 or 내관 회전)
7. 조업 빈도·작업 시프트
8. 사용 환경 : 예) 클린 룸에서의 사용 등
9. 기타 특수한 요청

●도쿄 영업소
　〒115-0045
　도쿄도 기타구 아카바네 2-64-11
　TEL　03-3598-1400(대표전화)
　FAX　03-3598-2700
　E-mail　sgk-tk@sgk-p.co.jp

●오사카 영업소
　〒531-0072
　오사카후 오사카시 기타구 도요사키2-9-7 산로드빌5F
　TEL　06-6371-8341(대표전화)
　FAX　06-6371-6283
　E-mail　sgk-os@sgk-p.co.jp

●나고야 영업소
　〒465-0054
　아이치현 나고야시 메이토구 다카바리다이 1-107
　TEL　052-701-4068(대표전화)
　FAX　052-704-4051
　E-mail　sgk-ng@sgk-p.co.jp　

●본사·공장
　〒362-0811
   사이타마현 기타아다치군 이나마치 니시코바리 7-24
　TEL　048-728-8321(대표전화)
　FAX　048-728-8360

※이 전자 카탈로그의 내용은 제품의 기능 향상 또는 그 외의 이유로, 　E-mail　sgk-tsa@sgk-p.co.jp　(기술)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sgk-tpa@sgk-p.co.jp　(총무)

SHOWA GIKEN INDUSTRIAL CO., LTD.
URL http://www.sgk-p.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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