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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09-KOR설치 설명서

REV_E

Style 109 FireLock™ Installation-Ready™ 고정식 커플링

STYLE 109 커플링의 초기 설치 지침

최초  설치  시  너트 /볼트 /연결부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1. 커플링을 해체하지 마십시오. Style 
109 FireLock™ Installation-Ready™ 
고정식 커플링은 시공자가 초기 설치를 
위해 너트, 볼트 또는 링키지를 제거할 
필요가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시공자가 체결 부품의 
그루브 끝단을 커플링에 직접 삽입할 
수 있으므로 설치가 용이합니다.

2. 체결 부품 끝단을 확인하십시오. 그루브 끝단과 배관/체결 부품 
끝단 사이의 외부 접촉면에는 설치후 누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매끄러워야 하며 굴고 또는 돌출 부위 및 그루브로 인한 흠집이 없어야 
합니다. 오일, 그리스, 흘러내린 페인트, 먼지 및 절삭 가루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체결 부품의 외부 지름(Outside diameter, OD)과 그루브 치수 
그리고 최대 허용 끝단 벌어짐  기준은 최신 Victaulic 기술자료 25.01 
오리지날 그루브 시스템(Original Groove System, OGS) 사양에 맞게 
가공되어야 합니다. (victaulic.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유의사항
• Victaulic은 크기가 NPS 2" | DN50 이하인 Furnace butt-welded 

pipe 파이프와 Victaulic 가스켓 조인트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ASTM A53 Type F 배관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재질  등급  
색상  코드  마크

3. 가스켓 검사: 가스켓을 점검하여 
의도한 서비스에 적합한지 확인하십시오. 
색상 코드로 소재 등급을 식별합니다. 
색상 코드표는 victaulic.com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Victaulic 기술자료 
05.01을 참고하고 중요한 가스켓 관련 
정보는 다음 페이지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다음 페이지의 '유의사항'에 나열된 조건이 충족되면 설치 중에 

끼이거나, 돌아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호환되는 윤활제를 가스켓 
밀봉 가장자리에만 얇게 도포하십시오.

• 가스켓 씰링 가장자리에 윤활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호환되지 않은 윤활제를 사용하면 가스켓 성능이 저하되어 조인트 
누출이 발생하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a. 다음 페이지의 '유의사항'에 나열된 
조건이 충족되면 호환되는 윤활제를 
가스켓 파이프 접촉면에만 얇게 
도포하십시오. 아래의 '가스켓 윤활유 
호환성' 표를 참조합니다.

 경고
• Victaulic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설명서를 모두 확인하십시오.
• 모든 Victaulic 제품을 설치, 분리, 조절 또는 유지 보수하기 직전에 배관 시스템의 압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배수 여부를 전체적으로 확인하십시오.
• Victaulic 제품을 설치, 분리, 조절 또는 유지 보수하기 직전에 검사를 위해/검사 중 또는 밸브 폐쇄/위치 

조정으로 인해 분리되었을 수 있는 장비, 브랜치 라인 또는 배관 섹션이 확인되고, 감압되었고, 배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보안경,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십시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거나 또는 심각한 신체 부상 및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Style 109 Victaulic® FireLock™ Installation-Ready™ 고정식 커플링은 해당 현행 미국방화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13, 
13D, 13R 등) 표준 또는 이에 준하는 표준에 따라 설계 및 설치된 화재 예방 시스템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준 및 규정에는 동결 온도, 
부식, 물리적 손상 등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설치 설명서는 훈련을 받은 숙련된 설치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설치자는 본 제품의 사용법 및 특정 적용 배관에 지정된 이유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설치자는 일반 산업 안전 표준 및 제품을 부적절하게 설치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치 요건과 지역 및 국가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 무결성이 손상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사망이나 중상을 입을 수 있으며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스켓 윤활유 호환성
다음 권장 사항은 열거된 가스켓 소재에 대한 것입니다. 상업용 윤활유에는 여러 성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재 호환성에 대해서는 항상 윤활유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Victaulic 
 윤활제

비누계  
용액 글리세린

실리콘  
그리스

실리콘  
스프레이

옥수수  
오일

콩  
오일

탄화수소 
계 오일

석유계  
그리스

EPDM  
가스켓과  

호환됩니까?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권장하지 않음 권장하지 않음 권장하지 않음 권장하지 않음 권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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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Style 109 커플링용 가스켓은 미리 윤활 처리되었습니다. 0°F/–18°C 이상에서 설치되거나 지속해서 그 온도 이상에서 작동할 경우 습식 배관 

시스템의 초기 설치에는 추가 윤활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추가 윤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전 페이지의 3a단계에 설명된 대로, 가스켓의 파이프 접촉면에 호환되는 윤활제를 
얇게 도포하십시오. 가스켓 파이프 접촉면에 추가로 윤활제를 도포하기 위해 하우징에서 가스켓을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설치 또는 연속 작동 온도가 0°F/–18°C 이하인 경우
• 설치 전에 가스켓이 유체에 노출되었을 경우
• 가스켓 표면이 검거나 광택이 나는 경우
• 가스켓이 건식 배관 시스템에 설치되는 경우
• 이 시스템이 물로 채워지기 전에 기밀 시험을 거치게 될 경우
• 가스켓이 사용된 적이 있는 경우
가스켓 윤활은 체결 부품의 조건이 부적합할 때 밀봉 기능을 향상시키지 않습니다. 체결 부품 상태와 준비는 본 제품 설치 설명서의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이전 페이지의 2단계 참조).

 경고

• 체결 부품 끝단에 부분 조립된 Style 109 커플링을 남겨 두지 마십시오. 항상 이 지침에 따라 즉시 볼트를를 조이십시오. 커플링을 
 부분 조립 상태로 둘 경우 시험 도중 커플링이 떨어지거나 설치 도중 낙하하거나 배관이 시험 중 폭발할 수 있습니다.

• 체결 부품의 그루브 끝단을 커플링에 삽입할 때 체결 부품 끝단과 커플링 개구부에 손이 끼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조이는 작업 중 커플링에 손이 끼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조인트를 조립합니다. 체결 부품의 그루브 끝단을 각각의 커플링 개구부에 
삽입하여 조인트를 조립합니다. 그루브가 있는 체결 부품의 끝단이 가스켓의 
중간 돌출부에 닿을 때까지 커플링에 삽입합니다.

커플링 키가 각 체결 부품의 그루브와 잘 맞춰졌으며 가스켓이 올바르게 
고정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하십시오. 비고: 커플링을 회전하면 체결 부품의 
끝단과 커플링 하우징 내에 가스켓이 올바르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YLE 109 커플링과 앤드 캡 및 피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중요 정보:

 경고
• 항상 I-ENDCAP 설명서를 숙지하고 준수하십시오. 해당 설명서는 victaulic.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I-ENDCAP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거나 또는 심각한 신체 부상 및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Style 109 커플링을 앤드 캡에 조립 시 앤드 캡이 가스켓의 중앙 돌출부에 완전히 고정되었는지 차분히 점검 및 확인하십시오.

• 내부 면에 “EZ” 표시가 있는 Victaulic FireLock™ 006번 앤드 캡 또는 내부 면에  “QV” 또는 “EZ QV” 표시가 있는 Victaulic 앤드 캡을 사용합니다.

• 엔드 캡을 가지고 작업하기 직전에 검사를 위해/검사 중 또는 밸브 폐쇄/위치 조정으로 인해 분리되었을 수 있는 장비, 브랜치 라인 또는 배관 섹션이 
확인되고, 감압되었고, 배수되었는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 Victaulic은 Style 109 커플링 포함 Victaulic 피팅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경고
• 다음 페이지의 5단계와 6단계에 표시된 것처럼 너트는 볼트 패드에서 금속 간의 접촉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조여야 합니다.
• 커플링 하드웨어를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십시오.

커플링 장비를 조일 때,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부상 또는 사망 
•  볼트 손상이나 파열 
•  볼트 패드 손상이나 고장 또는 커플링 파열 
•  조인트 누출 및 재산상 손해 
•  시스템 무결성에 부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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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금속  대  금속  볼트  패드  접촉
은  볼트  패드  둘레에서  이뤄져야  
함(대략  표시  화살표  두  세트  

사이에서 )

표시  
화살표

• 볼트 패드의 금속 간 접촉을 위해 임팩트 렌치 또는 딥웰 소켓이  
있는 표준 소켓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팩트 툴 사용 지침' 및 '임팩트 툴 선택'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5. 너트 조임: 임팩트 툴 또는 11/16인치(인치 규격)/17mm(미터규격) 딥 웰 소켓이 있는 표준 소켓 렌치를 사용하여 볼트 패드를 중심으로 금속 대 금속 접촉이 
이뤄질 때까지 너트를 조입니다(대략 하우징에 던져진 두 세트의 표시 화살표 사이). 해당 볼트의 타원형 목 부분이 볼트 구멍에 정확히 안착하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에 표시된 육안 점검 요구사항을 충족한 후에는 너트를 계속 조이지 마십시오. 하드웨어가 너무 세게 조여졌다고 의심이 될 경우 
(볼트가 휘어 있거나, 볼트 패드 인터페이스에 너트가 불거져 나왔거나 또는 볼트 패드 손상 등으로 알 수 있듯이) 전체 커플링 어셈블리를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임팩트 툴 사용 지침' 및 '임팩트 툴 선택'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양호

볼트 타원형 목 부분 
정확히 고정됨

불량

볼트 타원형 목 부분 
올바르게 고정되지 않음

 경고
• 각 조인트에 대한 육안 검사가 필요합니다.

• 불완전하게 조립된 조인트는 시스템을 시험 또는 가동하기 전에 반드시 교정해야 
합니다.

• 부적합하게 조립하여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 부품은 시스템을 검사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교체해야 합니다.

본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인트 고장으로 인한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틈은
여기에서  

양호

금속  대 금속  볼트  패드  접촉은  
대략  두  세트의  표시  화살표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함

틈은
여기에서 

 
양호

불량
불량

6. 5단계에 따라 각 조인트의 볼트 패드를 육안으로 검사하여 볼트 패드 둘레(약 하우징에 주조된 두 세트의 표시 화살표 사이)에 금속 대 금속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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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단계에서의 배관 써포트 요건
Style 109 커플링은 써포트를 설치 하지 않을 경우 배관의 처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커플링 또는 조인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안 
배관 써포트가 필요합니다. 아래 아래 그림은 써포트를 설치 하지 않을 경우의 최대 허용치입니다. Victaulic I-100 현장 설치 핸드북의 '고정식 시스템 행거 
공간' 섹션에 따라 아래 나열된 배관 길이보다 긴 배관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지지대

엘보

완전  지지식  배관

지지대

6피트
1.8미터

커플링

지지대

지지대

커플링

6피트
1.8미터

지지대

지지대

티이

6피트
1.8미터

지지대

지지대
커플링

커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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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109 커플링 재조립 설명서
 경고

• 모든 Victaulic 제품을 설치, 분리, 조절 또는 유지 보수하기 직전에 배관 시스템의 압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배수 여부를 
전체적으로 확인하십시오.

• Victaulic 제품을 설치, 분리, 조절 또는 유지 보수하기 직전에 검사를 위해/검사 중 또는 밸브 폐쇄/위치 조정으로 인해 
분리되었을 수 있는 장비, 브랜치 라인 또는 배관 섹션이 확인되고, 감압되었고, 배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본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 및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에서 압력을 제거하고 완전히 배수한 후  커플링을 분해하십시오.

2. 커플링 어셈블리에서 너트를 풀고 체결 부품 끝단에서 커플링을 제거하십시오.

3. 하우징에서 너트, 볼트, 가스켓, 연결부를 제거하십시오. 모든 부품의 손상 혹은 마모를 점검하십시오. 손상이나 마모가 있으면 Victaulic에서 제공하는 
커플링 어셈블리로 교체하십시오.

4. 1페이지의 2단계 설명에 따라 체결 부품 끝단을 점검하십시오.

 주의
• 재조립 중 가스켓이 끼이거나, 돌아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호환되는 윤활제를 얇게 도포하십시오.

• 가스켓 파이프 접촉면 및 외부에 윤활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호환되지 않은 윤활제를 사용하면 가스켓 성능이 저하되어 조인트 누출이 발생하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STYLE 109 커플링 재조립을 위해 가스켓을 윤활 처리합니다. 가스켓의 
밀봉 가장자리와 외부에 호환되는 윤활제를 얇게 도포하십시오. 1페이지의 '
가스켓 윤활유 호환성' 표를 참조합니다.

6. 첫 번째 커플링 하우징에 가스켓 설치: 하우징 중 하나에 가스켓을 설치하십시오. 하우징 포켓에 가스켓이 
확실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커플링 하우징 및 연결부 설치: 두 번째 커플링 하우징을 설치하십시오. 하우징 포켓에 가스켓이 확실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좌측에 표시된 대로 하우징에 연결부를 설치하십시오.

8. 볼트 및 너트 설치: 볼트를 설치하고 너트를 볼트에 조입니다. 비고: 해당 볼트의 타원형 목 부분이 볼트 구멍에 
정확히 안착하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너트를 완전히 조이지 마십시오. 볼트 패드는 커플링 재설치를 위해  
간격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너트는 적절한 간격을 확보하기 위해 볼트 상단과 같은 높이를 이루어야 합니다.

9. 2 ~ 3페이지의 4~ 6단계를 따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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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툴 사용 지침

유의사항
• 이러한 지침은 특유의 어셈블리 토크 없이 볼트 패드 금속 간 접촉이 필요한 커플링을 위한 것입니다.

• 또한 윤활유 처리되지 않은 아연 전기도금된 강관 하드웨어에만 적용되며,

• 금속성의 파이프에 사용되는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임팩트 공구는 시공자에게 너프 조임을를 판단할 수 있는 직관적인 '렌치와 같은 느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출력과 토크가 높은 임팩트 공구를 사용할 
경우, 설치 중에 볼트 또는 커플링의 볼트 패드가 손상 또는 파열될 수 있는 오버시프트 및/또는 오버토크를 방지하기 위해 임팩트 공구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고
• 해당 볼트/너트 규격은 이 페이지의 표에 명시된 '최대 허용 볼트 토크'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본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인트 고장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심각한 신체적 부상 또는 사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Victaulic 설치 설명서에 따라 커플링을 조립하십시오. 제품 설치 설명서 목록에 제시되는 QR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이 설명서는 
victaulic.com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육안 점검 요구사항을 충족할 때까지 너트를 계속 조이십시오. 설치 작업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각 조인트에 대한 육안 검사가 필요합니다. 
앵글 볼트 패드 커플링의 경우: 각진 볼트 패드에 균등한, 포지티브 또는 중립 오프셋이 나타납니다.

설치 과정 중에 설치 토크는 해당 볼트/너트 규격은 이 페이지의 표에 명시된 '최대 허용 볼트 토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버시프트 및/또는 초과 
볼트 토크를 초래할 수 있는 상태에는 다음이 포함되니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규격이 적합하지 않은 임팩트 공구 – 다음 페이지의 '임팩트 공구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 볼트가 똑바로 고정되지 않음 – 2개 이상 볼트가 포함된 커플링의 경우 너트는 특정 커플링에 대한 육안 점검 요구 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반대쪽이 
고르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 앵글 볼트 패드의 오버시프트 – 앵글 볼트 패드의 오버시프트는 금속 간 접촉을 방지하는 오프셋과 반대쪽 앵글 볼트 패드에서 균등한, 포지티브 또는 
중립 오프셋을 초래합니다. 이는 하드웨어가 반대쪽까지 고르게 고정되지 않으면 발생합니다. 다른 쪽은 오버시프트될 때 한쪽의 하드웨어를 조이려고 
하다 보면 설치가 올바로 되지 않아 이 페이지의 표에 명시된 '최대 허용 볼트 토크' 값을 초과하는 볼트 토크를 초래합니다. 다른 볼트 패드에 금속 간 
볼트 패드 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를 계속 조이면 조인트 고장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심각한 신체적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버 시프트 커플링의 경우 각진 볼트 패드의 하드웨어는 느슨하게 하고 두 각진 볼트 패드에서 균등한, 포지티브 또는 중립 오프셋을 얻기 위해 다시 
조여야 합니다.

• 규격을 벗어난 그루브 가공(특별히 크고 사양을 벗어난 직경 'C') – 육안 검사시 적절하게 조립이 않았으면 커플링을 제거하고 모든 그루브 배관 가공이  
Victaulic Spec에 맞게 가공이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루브 배관 마감 크기는 Victaulic Spec에 맞지 않게 가공되었을 경우 Roll 그루브 공구 사용 및 
유지보수 설명서의 모든 지침에 따라 파이프 가공 다시 작업하십시오.

• 육안 점검 요구 사항을 충족한 후 너트를 계속 단단히 조이는 경우 – 육안 점검 요구 사항을 충족한 후에는 너트를 계속 조이지 마십시오. 적절한 육안 
점검 요구 사항을 충족한 후에 볼트, 너트 를 계속 조일 경우 조인트 고장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심각한 신체적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계속 너트를 조이면 볼트의 장기적 무결성에 영향을 미쳐 과도한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조인트 고장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 심각한 신체적 손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볼트 토크로 설치가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며, 이 페이지의 표에 명시된 '최대 허용 볼트 토크'를 초과하는 볼트 
토크는 설치 중에 볼트 및/또는 커플링의 볼트 패드가 손상 또는 파열될 수 있습니다.

• 가스켓 끼임 – 가스켓이 하우징 사이에 끼여 있는 경우 적합한 육안상 점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스켓이 끼여 있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커플링을 해체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켓이 끼여 있으면 커플링 조립 작업을 다시 해야 합니다.

• 해당 Victaulic 설치 설명서에 따라 커플링이 조립되지 않은 경우 – 설치 설명서를 준수하면 이 문서에서 다룬 상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드웨어가 오버토크되었다고 의심이 될 경우 전체 커플링 어셈블리를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볼트가 휘어 있거나 볼트 패드 인터페이스에 너트가 불거져 
나왔거나 볼트 패드 손상 등으로 알 수 있듯이).

  최대 허용 볼트 토크
볼트/너트 규격 최대 허용 

볼트 토크*
볼트/너트 규격 최대 허용 

볼트 토크*인치 미터 인치 미터
5/16 – 15피트-파운드 5/8 M16 235피트-파운드

20 N•m 319 N•m
3/8† M10 55피트-파운드 3/4 M20 425피트-파운드

75 N•m 576 N•m
7/16‡ M11 100피트-파운드 7/8 M22 675피트-파운드

136 N•m 915 N•m
1/2 M12 135피트-파운드 1 M24 875피트-파운드

183 N•m 1186 N•m
  *최대 허용 볼트 토크 값은 실제 테스트 데이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3/8"/M10 볼트에 대한 VdS 인증의 경우 볼트 토크는 55ft-lbs/75N입니다.•m. 
  ‡7/16"/M11 볼트에 대한 VdS 인증의 경우 볼트 토크는 75ft-lbs/102N입니다.•m.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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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공구 선택
임팩트 공구의 적절한 선택은 해당 커플링 설치 설명서에 따라 적절히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부적절한 임팩트 공구 선택으로 커플링 조립 
오류 및 손상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심각한 신체적 손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팩트 툴의 적합성을 판정하려면 표준 소켓 렌치 또는 토크 렌치로 시범적으로 조립 작업을를 수행하십시오. 이러한 시범적인 조립 작업은는 육안 설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안 설치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토크 렌치로 각 너트에 적용된 토크를 측정하십시오. 측정된 토크 값을 사용하여 해당 값에 
부합하나 이전 페이지의 표에 명시된 '최대 허용 볼트 토크' 값을 초과하지 않는 토크 출력 또는 출력 셋팅으로 임팩트 툴을 선택하십시오.

임팩트 툴의 선택:
단일 출력 토크의 임팩트 툴 – 요구되는 설치 토크보다 상당히 높은 출력 토크의 임팩트 툴을 선택하면 하드웨어 오버토크 가능성으로 인해 하드웨어  
및/또는 커플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전 페이지의 표에 명시된 '최대 허용 볼트 토크' 값을 초과하는 토크 출력 셋팅의 임팩트  
툴을 사용하도록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출력 토크 셋팅의 임팩트 툴 – 여러 출력 토크 셋팅의 임팩트 툴이 선택될 경우 이 툴은 '단일 출력 토크의 임팩트 툴'에 대한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최소 1개 이상의 토크 셋팅이 있어야 합니다.

출력 토크가 초과되는 임팩트 툴을 사용하면 툴을 다루기 어려운 회전 속도와 동력으로 인해 사용자가 설치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시스템을 설치하는 
동안에 위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커플링 어셈블리에 너트 토크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임팩트 툴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을 위해 항상 임팩트 툴 제조사의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또한, 적절한 임팩트 등급 소켓이 커플링 설치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고
하드웨어를 조일 때,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볼트 손상이나 파열
• 볼트 패드 손상이나 고장 또는 하우징 파열
• 조인트 누출 및 재산상 손해
• 시스템 무결성에 부정적인 영향
• 부상 또는 사망



I-109-KOR설치 설명서

Style 109 FireLock™ Installation-Ready™ 고정식 커플링

연락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www.victaulic.com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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