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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상원이엔지 SSEN CHUCK(영구전자척_쎈척)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SSEN CHUCK(영구전자척_쎈척)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작을 위한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사용설명서를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기계 주위의 찾기 쉬운 장소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경고표시의 의미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할 위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용들의 표시입니다.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할 위험의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의 표시입니다.

부상의 위험 또는 제품의 파손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될 수 있는 

내용들의 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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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사용하기 전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은 후에 사용바랍니다. 

다음에 표시되어 있는 주의사항들은 제품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사용하여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사항은 “위험”과 “경고”, “주의”의 세가지로 구분하며, 그 표시를 무시하고 

잘못된 취급을 할 경우 위험이 발생하오니 주의 깊게 읽고 

반드시 주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전자척의 설치 및 보수점검, 수리 시

반드시 기계전원 및 컨트롤러 전원을 차단하세요.

고정용 볼트는 적정토크로 확실하게 체결하여 주세요.

영구전자척 이동 시에는 아이볼트,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세요.

위험

경고

전원 OFF

공작물 세팅시 손가락 및 신체 일부 또는 장갑 등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인공 심장 박동기 착용자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제조사 직원 이외에는 절대 분해, 개조 또는 수리하지 마세요. 

이상작동 및 고장의 원인이 되며 당사에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충격을 주거나 무리하게 힘을 가하지 마세요.

제품 및 제품주위를 늘 청결하게 관리하여 주세요.

주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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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자석척의 클램핑 기술은 자석의 원리를 정밀하게 제어하여 공작기계의 공작물을 

고정용지그 또는 전자척보다 탁월한 클램핑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개요

장점_기존 클팸핑 방식 그 한계를 극복하다.

영구전자척 | 5.0   전자척 | 3.0   

- 몇 초 이내로 자력발생

- 추가 전원 공급 불필요

- 기계 작동시 전원선 간섭 없음

- 영구적으로 자력이 균일하게 발생

- 가공중에도 지속적인 전원공급 필요

- 정전 및 전원선 단선시 가공물의 불량문제

- 유지보수의 어려움

- 장시간 사용->전자척의 발열->클램핑력 저하

클램핑력

시간(초)

클램핑력

시간(초)

발열발생

★★★★★ ★★★☆☆

영구적인 클램프력2-1

2-2

소재의 변형 없는 가공 가능
 클램핑 바이스의 간섭 없는

5면 가공 가능
 굴곡진 가공소재 가공 가능

GOOD

BAD

기존- 소재 변형○

고정식 블록 + 유동식 블록

자사 제품-소재변형 X

흡착력2-3

금형강 SKD11(H, T), S45C(H, T) 또는 열처리가 적게 된 가공물의 자력 OFF시 

가공물 표면 잔류 자력으로 인하여 가공물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공물의 재질에 따른 흡착 능력

마그네트척의 흡착 능력은 가공물의 재질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합금량과 흡착력은 

반비례하여 스테인리스 304같은 재질은 

전혀 흡착되지 않습니다.

SUS430
FC350
FC150

S45C 열처리

FCD400
CDM415

S45C
SS400

120%
100%

80%
60%
40%
20%

0%

120%
100%

80%
60%
40%
20%

0%

▽

▽▽

▽▽▽

0

0

0.0

5 9 13 17 21 25 29 33 37 41 45 49

50

50

1.0

100

100

2.0

가공물의 표면조도에 따른 흡착 능력

가공물의 흡착면은 평평해야 하며, 표면은 

요철이 적을수록 경사가 없이 수평에 가까울수록 

흡착력이 강합니다.

가공물의 틈(공극)에 따른 흡착 능력

먼지나 불순물, 이물질 등에 의해 가공물과 

마그네트척의 흡착면에 틈이 생기면 

흡착력은 감소합니다.

가공물의 두께에 따른 흡착 능력

가공물이 얇으면 얇을수록 흡착력은 감소합니다. 

특히 두께가 20mm이하의 얇은 가공물은 

그 흡착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므로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착력 (%)

가공물과 마그네트척 사이의 틈(mm)

흡착력

흡착력

가공물 두께(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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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➌

➍

➊

➊   본체                   

➌   에폭시 몰딩

➋   전원 커넥터                

➍   확장블록

3. 부품도 4. 구조

➊

➋ ➌ ➐ ➑

➍ ➎

➏

No 부품명 Q’ty 비고

1 영구전자척 본체 1

2 컨트롤러 1 2-2CH, 2-4CH, 4-4CH / 전원케이블 5m

3 유선 리모컨 1 전선길이 3.5m

4 확장블록 (사각형)

5 육각렌치볼트

6 아이볼트 2

7 척 케이블 1 3.5m

8 고정용 클램프 4 설치부품

영구전자척 구조4-1

➋

➊   안전성을 위한 회로보호용 차단기

➋   긴급 대응을 위한 착.탈자 스위치 내장

➌   마그네트척(1) 접속용 커넥터  

➍   마그네트척(2) 접속용 커넥터

➎   외부 PLC 제어용 커넥터

➏   유선 리모컨 접속 커넥터

➐   컨트롤러 전원케이블

전 면 후 면 

➊ ➌ ➍ ➎ ➏ ➐

제어용 컨트롤러 구조4-2

➊   자력조절 기능

➋   착자 및 탈자 기능

➌   채널 선택 기능

유선  리모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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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 및 조작방법

주의사항

설치순서

5-1

5-2

1 제품 설치 할 때에는 사용설명서의 설치단계를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슬롯 또는 카운터보어를 이용하여 

   볼트로 고정하세요.

4 커넥터 내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 후 

    에어건으로 제거하세요.

7 리모컨의 POWER LED가 점등 되면 

    영구전자척 위에 공작물을 올려놓고 

    착.탈자를 하십시오.

3 영구전자척과 공작기계의 평형도를 

    확인 후 확장블록을 미세가공 하세요.

5 케이블 커넥터를 커넥터 키홈에 맞춰

    넣은 후 오른쪽으로 돌려 체결하세요.

8 케이블 커넥터를 왼쪽으로 돌려 

    분리하세요.

6 컨트롤러 전원스위치를 ON으로 

    올려주세요.

9 착.탈자 후 영구전자척에 케이블을 

    분리한 뒤 방수커버를 오른쪽으로 돌려 

    체결 후 공작물을 가공하십시오.

2 안전을 위해 먼저 전원을 끄고, 전기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메인 전원 케이블을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3 제품 설치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해체하지 마십시오.

2 상단의 확장블록을 육각렌치로 

    체결하여 주세요.

2

2

1

1

ON

OFF

컨트롤러 사양 및 LEVEL / 조작방법

- 컨트롤러 사양 : 전원 AC220V

- 영구전자척 자력 LEVEL

5-3

LEVEL 1 2 3 4 5 6

자력 30% 50% 70% 80% 90% 100%

- 컨트롤러 조작방법

전원코드를 연결한 다음 전원스위치를 올려 ON하세요.

착자버튼과 안전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착자가 됩니다.
착자 방법

(공작물 부착)

탈자버튼과 안전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탈자가 됩니다.
탈자 방법

(공작물 이탈)

+, - 버튼을 이용하여 자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자력 조절

CH1, CH2 버튼을 이용하여 채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채널 선택

리모컨 파손시, 컨트롤러 전면에 설치된 조작부를 통해 제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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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양

SEP  Model Series

5  Pole Size

0203  Body Size

Model Dimensions (mm) Weight Poles 
SEP5 **** B L H kg no.

SEP50203

260

380

65

34 12

SEP50205 500 50 18
SEP50206 620 65 24
SEP50208 740 80 30
SEP50208S 810 87 33
SEP50209 910 94 36

SEP50210 1030 108 42

SEP50303

320

380 44 16
SEP50305 500 65 24
SEP50306 620 84 32
SEP50308 740 104 40
SEP50308S 810 110 44
SEP50309 910 123 48
SEP50310 1030 141 56
SEP50403

440

380 60 24
SEP50405 500 89 36
SEP50406 620 115 48
SEP50408 740 142 60
SEP50408S 810 155 66
SEP50409 910 168 72
SEP50410 1030 193 84
SEP50503

500

380 72 28

SEP50505 500 106 42

SEP50506 620 138 56

SEP50508 740 169 70

SEP50508S 810 185 77

SEP50509 910 200 84

SEP50510 1030 230 98

SEP50603

620

380 88 36

SEP50605 500 130 54

SEP50606 620 169 72

SEP50608 740 207 90

SEP50608S 810 225 99

SEP50609 910 246 108

SEP50610 1030 282 126

규격품 외 필요한 사이즈 또는 다른 형태로 

주문생산이 가능합니다.

예) 측면 Slot, 커넥터 방향, 치부용 Hole 등

7.  사용 예시

마그네트 척 2대

2채널 또는 4채널 컨트롤 유니트 1대

Junction Box 1개

유선 리모컨 1개

마그네트 척 3대

3채널 또는 6채널 컨트롤 유니트 1대

Junction Box 1개

유선 리모컨 1개

마그네트 척 4대

4채널 또는 8채널 컨트롤 유니트 1대

Junction Box 1개

유선 리모컨 1개

마그네트 척 2대

2채널 또는 4채널 컨트롤 유니트 1대

Junction Box 1개

유선 리모컨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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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지보수

영구전자척 유지보수

컨트롤러 유지보수

전체 유지보수

8-1

8-2

8-3

1

1

1

사용 후 가공 칩, 기름, 물 등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십시오.

커넥터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주십시오.

모든 시험은 전기적인 기술자에 의하여 수행하여 주십시오.

2

2

2

주기적으로 확장블록 및 클램프 블록이 제대로 고정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선의 손상이나 동선의 노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주십시오.

시험 및 유지보수 전에는 항상 전원을 차단시켜 주십시오.

3

3

3

4

5

6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커넥터 방수커버를 닫고, 녹이 방생하지 않도록 방청유를 도포하여 주십시오.

사용 후 습한 장소는 피하고 건조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장소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바닥이 젖은 곳은 피해주십시오.

시험 및 유지보수를 행하는 동안에는 안전화와 절연장갑을 착용하여 주십시오.

제조사 직원 외에는 임의로 제품을 분해하지 마십시오.

외부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주의하여 주십시오.

상원이엔지 품질보증서

품     명

보증기간

영구전자척

12개월

아래와 같이 제품을 보증합니다.

본 제품은 출고 시 엄밀한 품질관리를 거쳐 종합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만일 운송도중 발생한 고장이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보증합니다.

본 보증서는 재발행 되지 않습니다.

보증 기간에 생긴 고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일체의 서비스 및 부품비를 받지 않습니다.

- 처음 설치 할 때 제품자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

- 정상적인 작동상태에서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비의 서비스비 및 부품비를 받습니다. 

- 보증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 고객의 취급주주의(운반, 무리한 작동)로 인한 고장일 경우 

- 화재, 수해, 이상전압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일 경우

- 제조사가 아닌 곳에서 임의로 제품을 개조 및 수리하였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