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력검출기(TENSION DETECTORS) 
 
MODEL 
LX-005TD, LX-015TD, LX-030TD, LX-050TD, LX-100TD, LX-200TD, 
LX-005TD-909, LX-015TD-909, LX-030TD-909, LX-050TD-909,LX-100TD-909, LX-200TD-909 

 
 

취 급 설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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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의 개요 

 

 장력검출기는 그림과 같이 Guide Roller 안쪽의 센타 롤러에 Pillow 블록을 사이에 세워서 설치하고, 재료장력을 

하중으로 변환해서 검출하는 제품입니다.  

 

이 경우, 검출기에 가해지는 하중은 그림과 같이, 장력벡터 화되어 그 위에 장력검출용 롤러의 질량이 더해집니다. 

 

 

 

장력검출기는 재료의 폭이 넓을 경우에는, 재료가 한쪽으로 치우쳤을 경우라도 전폭장력을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

게 장력검출용 롤러의 양단에 1대씩 총2대를 사용합니다.  

 

 편력이 발생하지 않는 재료의 경우는, 한 쪽에 1대의 장력검출기로 장력검출이 가능합니다.  

 

또, 전선·로프 등의 경우에는 1대의 검출기 위로 장력검출용 Pully를 설치해서 장력검출을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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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력검출기 설치 

 본 제품은 정밀한 가공·조립기술에 의한 고감도검출기이므로, 설치 및 운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2.1 설치의 주의 

 

1)위 험 : 인화·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비방폭 제품을 사용 하지 말아 주십시오 

비방폭 타입 및 안전보유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전을 할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인화·폭발의 위험

이 있는 기름·가연성 가스 장소등 에서는 절대로 사용 하지 말아 주십시오. 반드시 안전한 방폭타입을 사

용해 주십시오.  

안전한 방폭타입을 사용시는 반드시 당사지정의 안전보유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2) 위 험 : 전원을 차단 후, 회전체가 정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회전중에 작업을 실시하는 것은 감전·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설치·제거·조정·보수를 할 떄에는 반드시 장치의 전원을 차단후, 회전체가 정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

음 작업을 행해 주십시오.  

이 때, 손·손가락등이 끼이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 바랍니다. 

 

3) 위 험 : 볼트의 조임, 느슨함은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볼트의 체결 상태에 따라서 볼트가 절단 파손되면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볼트를 접착제·스프링 

와샤(Washer)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해 주십시오. 

 

4) 위 험 : 금속 부스러기나 전선 조각을 제품 안에 떨어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품의 손상·발연·발화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주 의 : 케이블로 제품을 매달지 마십시오. 

케이블이 끊어져서 발밑에 낙하하면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제품자체를 설치·제거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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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력검출용 롤러(Roller)의 언밸런스나 센서 부착면의 불평행 등 기계가공 오차, 온도변화에 의한 롤러(Roller)의 

길이의 변화 등에 의한 장력으로서 검출되지 않도록, 축받침은 반드시 자동조정식 축받침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 장력검출 오차를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기 위해서 상기의 기계가공 오차는 작게 해 주십시오.  

장력검출용 롤러(Roller)의 언밸런스는 JIS B 0905-1988의 G1급을 추천합니다.  

 

(2)장력검출용 롤러(Roller)를 양다리에서 지지 할 경우, 검출기 부착면의 높이를 맞추어 주십시오.  

 

 

 

※ 장력검출 오차를 적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

로 해 주십시오.  

 

※ 치수가 클 경우, 재료의 사행, 베어링의 수명

저하, 제로점 출력의 변동 등의 불량의 요인이 됩

니다.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Spacer를 이용할 경우, Spacer는 부착면의 전면을 커버할 수 있는 형태로 해주십시오. 

 

(3)재료각도에 의한 장력의 합력은, 장력

검출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지점

의 위치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추천합력 

범위내에 들어오도록 해 주십시오.  

 

 

 

(4)실수로 검출기의 볼트를 풀면, 다시 조여도 특성은 원래대로 되지 않습니다.  

 

(5)검출기의 부착시, 큰 충격하중이나 과대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또 절분이나 전선 조각등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부착시 주의해야 할 충격 및 과대하중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자동정식 축 받침를 이용하지 않고 고정하면 편심, 불평행이 있을 때.  

② 롤러간의 평행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로우(Pillow) 블록이나 롤러(Roller)를 햄머로 직접 두드렸을 때.  

③ 검출 롤러(Roller)에 사람이나 물건이 실렸을 때.  

④ 검출 롤러(Roller)를 설치한 후에 기계를 수송하고, 수송중의 진동이나 충격이 가해졌을 때.  

⑤ 장력검출기를 낙하시키거나, 쿠션 재료 없이 수송했을 때. 

 

(6)온도변화가 큰 환경에서 사용될 경우, 장력검출 정밀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장력검출용 롤러(Roller)의 온도변

화에 의한 길이의 변화를 흡수하는 기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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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저 장력운전의 경우, 장력제어 오차를 작게 하기 위해서 메카로스는 될 수 있는 한 작게 해 주십시오.  

(8)검출 롤러(Roller)의 편측에 부착을 할 수 없습니다.  

(9)재료각도θ1, θ2이 변화되지 않도록 장력검출기의 전후에 Guide Roller를 설치해 주십시오. 

 

 

(10)롤러(Roller)의 부착은, 롤러(Roller)중심과 장력검출기의 센터 마크(외형도참조)을 맞추어 주십시오.  

 

2.2부착----------볼트의 강도는 반드시 JIS B 1051규정의 「10.9」이상을 사용하십시오.  

 

(1)장력검출기 부착 상세(LX-TD 시리즈 표준부착 방법) 

 

 

 

 

・LX-100/200TD 

   t ＝ 18mm 

・다른 종류는＝ 13mm 

 

 

 

 

필로우(Pillow)블록 및 필로우(pillow)블록 부착 볼

트는 사용자께서 준비하십시요. 

 

**주의 : 부착 볼트의 길이를 확인해 주십시오. 

필로우(pillow)블록 부착 볼트는 검출기측의 부착 베이스의 두께t를 초과하지 않는 길이로 해주십시오. 볼

트 길이가 t를 넘으면 볼트가 검출기 내부에 접촉해서 정확한 검출을 할 수 없어집니다. 또, 고장의 원인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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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력검출기 상세(LX-TD 시리즈용 옵션의 LX-□□□ PLT 사용의 경우) 

 

 

옵션 플레이트 부착 볼트는 옵션 플레이트에 부속되고 있습니다. 

 

(3)장력검출기 상세(벽면부착의 경우) 

 

 

 

장력검출기 부착용 볼트 길이는 검출기 하우징면

에서 10mm이하로 해 주십시오.  

 

10mm를 넘으면 볼트가 검출기 내부에 접촉해서 

정확한 검출을 할 수 없어집니다. 또, 고장의 원

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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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선 작업 

3.1 배선상의 주의 

위험 키리코나 전선조각-를 제품안에 떨어뜨리지 말아 주세요. 

제품의 손상·발연·발화등을 부릅니다 

 

방폭사양의 장력검출기를 사용할 경우는, LX-05BRR 방폭용 안전보유기의 배선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3.2장력검출기와 제어장치와의 접속 

 

(1)장력제어장치와 접속 예는 우측 그림을 참조하

십시요.  

 

 

접속의 자세한 것은 장력 제어장치의 취급설명서

를 참조해 주십시오. 

 

 

 

(2)케이블을 연장할 경우, 반드시 실드선을 사용해 주십시오. (방폭타입의 경우, 케이블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3)방폭용 장력검출기의 경우에는 하우징 본체의 접지용 나사를 D종 접지(접지 저항100Ω이하)을 해 주십시오.  

(D종접지 공사는 구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제3종 접지 공사에 해당합니다.) 

 

 

4. 운전 

 

4.1 운전상 주의 

위험운전중은 제품에 손을 대지 말아 주십시오. 

 

검출 롤러(Roller)등이 회전중에 장력검출기에 손·손가락등의 신체가 접촉하면 감전·부상의 근본이 됩니다.  

운전중 닮는 사람이나 손가락이 접촉할 경우는, 보호 커버를 설치해 주십시오. 

 

(1)검출기의 운전시, 큰 충격하중이나 과대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부착시 주의해야 할 충격 및 과대하중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롤러(Roller)의 다이내믹 밸런스가 나빠 공진 등에 의해 이상진동이 발생할 때.  

② 큰 권축 관성의 기계로 급가속, 급감속을 행했을 때.  

③ 작은 권경에서 잘못해서 최태권경에 상응하는 권축 토르크를 주었을 때.  

④ 재료에 이상한 편력이 생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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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양 

 

비방폭타입 LX-005TD LX-015TD LX-030TD LX-050TD LX-100TD LX-200TD 

형명 

방폭 타입 
LX-005TD -

909 

LX-015TD -

909 

LX-030TD -

909 

LX-050TD -

909 

LX-100TD -

909 

LX-200TD -

909 

정격하중(N) 50 150 300 500 1000 2000 

적용하중방향 압축・인장의 양방향 

설치방법 바닥면 취부, 벽면설치, 천정설치 

케이블 사양 비방폭타입＝7m× φ7(첨부) 、 방폭타입＝20m × φ8(첨부) 

중  량 1.8kg 3kg 

사 용 조 건 
주변온도：비방폭 타입…－5 ～＋ 60 ℃ 

방폭 타입 ……－5 ～＋ 40 ℃ 진 동：2m/s2 이하 

외 형 도 외 형 도 1 외 형 도 2 

축받침 사양 
UCP-201～204 옵션의 LX-030PLT를 

사용하면 UCP-205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UCP-201～ 204 옵션의 LX-100PLT를 

사용하면 UCP-205/206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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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형크기 

방폭용 장력검출기의 외형크기나 부착은 비 방폭형과 같지만, 케이블 사양 및 기타가 다릅니다.  

 

6.1외형도1------- LX-005TD, LX-015TD, LX-030TD, LX-050TD 

LX-005TD-909, LX-015TD-909, LX-030TD-909, LX-050TD-909공통 

 

６．２외형도 2 ------- LX-100TD、LX-200TD、ＬX-100TD-909、LX-200TD-909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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