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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V-FLOOR® 설치

본 설명서는 KEITH® V-FLOOR® V-18 언로딩 시스템 설치 절차를 설명합니다. 설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아도 일반적인 작업 과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설치 작업의 세부 사항은 트레일러의 특징, 선택한 키트, 설치 작업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작동 방식의 경우에는 다양성을 고려하여 선택 사항에 맞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본 설명서는 5 1/4” (133.35mm) 슬랫 센터를 지닌 10” 스트로크, 18 슬랫 시스템 설치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합니다.
5” 슬랫 센터를 지닌 시스템의 경우에도 설치 방법은 비슷합니다.
5” (127mm) 슬랫 센터에 해당되는 정보는 필요한 곳에서 적절하게 제공합니다.
설치 소요 시간은 다를 수 있으며, 설치 작업자의 숙련도와 트레일러의 적용성에 따라서
35 - 100 시간이 소요됩니다. 트레일러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경우, 공수와 부하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제 2 장에서 트레일러 준비 사항의 일부를 제시합니다. 용접이 가능한 작업자 한
사람이 모든 설치 작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공구가 적절하며 자재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 설치 효율이 높아집니다. 공구 목록은
부록 1에서 제시합니다. 자재 목록은 부록 2에서 제시합니다. 본 설명서에는 참조도가 몇
개 제공됩니다. KEITH® 사용자 설명서에는 시스템과 작동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KEITH Mfg. Co. 또는 본 설명서의 표지에 수록된 당사 국제 지점 중
한 곳에 연락하십시오.

경고: WALKING FLOOR® 시스템 설치 시 고객의 트레일러에 약간의 개조 작업을 해야 합
니다. 트레일러 제조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 작업을 하면 트레일러 보증 사
항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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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LOOR® 설치

시스템 설치에 앞서서 트레일러에서 준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설치 요구 조건에 맞게 계획
을 미리 작성하면 준비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트레일러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2.1 드라이브 유닛 호환성
드라이브 유닛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사용할 스타일은 트레일러의 프레임에 따
라 결정합니다. 트레일러의 개조 작업에 앞서서 드라이브 유닛과 트레일러의 호환성을 확
인하십시오.
프레임 레일이 트레일러의 전체 길이까지 확장되는 경우 (그림 1), 프레임 레일이 없는 드
라이브 유닛을 사용하십시오 (그림 2).

트레일러의 전면

풀 프레임 트레일러

센터 프레임 레일

CENTER FRAME DRIVE ASSEMBLY
트레일러가 “프레임리스”인
(그림 3), 테이퍼 프레임 레일이 장착된 드라이브 유닛을
PAGE 경우
3
사용하십시오 (그림 4).
DWG: K-80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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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의 전면

프레임리스 트레일러

액슬 프레임
랜딩 기어 프레임

참고: 프레임리스 트레일러 제조사가 자사의 액슬 레일을 전방으로 충분하게 확장하여
TAPERED
프레임리스 드라이브 유닛을 설치할
수FRAME
있도록RAIL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0” 스트로크의
DRIVE ASSEMBLY
경우 113”를 확장하며, 6” 스트로크는
109”를
확장합니다.
PAGE 5
DWG: K-80011

제 4 장에서 드라이브 유닛 설치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2.2 트레일러 정렬
1. 슬랫이 적절하게 평행으로 이동하려면 트레일러는 반드시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트레일러에 배치한 플로어 슬랫을 잘 검사하여 직진도를 확인하십시오.

4

2

트레일러 준비						

V-FLOOR® 설치

2.

전면에서 트레일러 폭을 측정하고 중앙에 표시를 하십시오.
트레일러의 중앙과 후면에서 동일한 작업을 하십시오. 전면 중앙에 만든 표시에 줄
을 고정하여 팽팽하게 당긴 후, 뒤쪽 중앙에 만든 표시에서 고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트레일러의 중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 마찰 원리를 이용하는 WALKING FLOOR 시스템에는 평평한 플로어가
필요하므로, 서브 데크를 장착하는 교차 부재는 반드시 수평이 맞아야 합니다. 만
일, 편차가 1/8”를 초과하면 수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리어 도어 입구에 있는 트레일러의 최종 빔이 교차 부재와 수평이 맞는 것을 확인
하십시오.

5.

알루미늄 입구를 사용하는 경우, 강철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상단 마모판은 반드시
교차 부재와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2.3

브레이싱

트레일러 브레이싱은 비틀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플랫 바를 사용한다면, 압력을 받을 때 쉽게 좌굴되므로 교차 브레이싱을 해야 합니
다.
강철 앵글의 경우에는 교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강철 앵글을 설치할 때, 휠 간격이 충
분한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림 5

1. 액슬 프레임
2. 랜딩 기어 프레임
3. 브레이스
그림 6

1. 그림 5 및 6과 같이 브레이싱을 설치하십시오.
트레일러가 플로어를 일직선으로 고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플로어 제거에 앞서서 브
레이싱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브레이싱은 드라이브 입구까지 도달합니다.
엇갈리는 교차 부재에 모두 브레이스를 용접하거나 볼트로 조이십시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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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압 배관 위치
트렉터의 웨트 키트(Wet kit)에서 만들어진 유압이 드라이브 유닛을 구동합니다. 드라이브
유닛과 트렉터를 배관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퀵 커플러의 위치는 트레일러 앞쪽 중앙부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동 중 연결할 때 호스 길이가 짧아도 됩니다.
브레이크 라인 및 전기 와이어가 가동 부품과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선을 다시 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옵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교차 부재를 관통하는 유압 배관 배치 (그림 7).
교차 부재마다 1 3/8” 구멍을 두 개 뚫습니다. 교차 부재가 구조적인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트레일러의 측면에 가까운 곳에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교차 부재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배관이 정렬될 수 있도록 트레일러의 끝 부분에
관통 작업용 구멍을 절단하거나 드릴로 가공해야 합니다.
배관을 제자리에 배치한 후 구멍을 막으십시오.
랜딩 기어 뒤편에서 배관이 교차 부재 아래로 내려올 수 있으며 교차 부재의 하부에
부착될 수 있습니다.

1” 배관용 러버 그로밋을
배치하기 위해서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러버 그로밋 (통상적으로 교차 부재마다 구멍 한 개)

단면 A-A

트레일러
전면

러버 그로밋 (통상적으로 교차 부재마다 한 개)

그림 7
드라이브 유닛은 표시
하지 않음
드라이브 유닛

일반적인 트레일러의 전면 패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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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모든 굽힘부에는 스위프 엘
보를 사용하여 발열이 누적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이드 실

드라이브 유닛
3’ - 4’ 간격의 튜브 클램프

참고: 트레일러의 양측에 튜브를 배치합니다.

퀵 커플러

3) 교차 부재 하부의 배관 배치.
트럭 타이어와 간격이 문제되고, 배관이 매우 취약하게 될 수 있므로 본 옵션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2.5 교차 부재
교차 부재는 서브 데크를 지지합니다.
참고: 새로운 트레일러에 장착하기 전, 교차 부재를 관통하는 유압 배관 구멍을 가공해야
합니다.
드라이브 유닛에서 트레일러 교차 부재와 성형 크로스 실의 높이를 비교하십시오. 이
둘은 동일해야 합니다. 만일 같지 않다면 KEITH Mfg. Co. 또는 당사 국제 지점 중 한 곳에
연락하십시오.
1. 드라이브 유닛을 위한 적절한 간격을 만들기 위해 교차 부재를 제거하십시오 (그림 9).
드라이브 유닛 위치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제 3 장을 참조하십시오.

82” 센터 프레임 속으로 슬라이드하는 드라이브 유닛의 경우
68” 아래에서 올라오는 레일에 드라이브 유닛이 있는 경우

그림 9

트레일러 크로스 실

2. 필요한 경우 교차 부재를 다시 배치하십시오.
가장 뒤쪽의 교차 부재는 트레일러 도어 안쪽에 최소 17” 거리를 두고 장착해야 합니다.
가장 앞쪽의 교차 부재는 전면 벽체와 약 17”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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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유닛

센터 프레임 트레일러와 프레임리스 트레일러의 드라이브 유닛 설치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아직 조치하지 않았다면, 모든 실린더를 트레일러의 배출 종단부로 수축시키십시오.
배출 종단부에서 트레일러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트레일러 벽체를 일직선 또는 테이퍼로
해야 합니다. 자재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3.1 센터 프레임 트레일러
1. 드라이브 유닛의 위치를 결정하십시오.
드라이브 유닛은 최대한 트레일러의 뒤쪽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트레일러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중심선을 표시하십시오. 이 중심선은 드라이브와 서브
데크 정렬에 사용합니다.
3. 드라이브 유닛을 배치하십시오.
서브 데크 설치에 앞서서 드라이브를 배치 및 용접하십시오. 본 시스템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한 후 오픈 탑 트레일러에 넣을 수 있습니다.

8

3

드라이브 유닛						

V-FLOOR® 설치

트레일러 탑이 닫혀있거나 인양 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a.
b.
c.
d.
e.

트레일러의 뒤쪽 내부에 합판 한 장을 장착하십시오.
유압 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판 위에 차단 장치를 준비하십시오.
합판 위에 드라이브 유닛을 배치하십시오..
합판을 앞으로 밀어서 드라이브 갭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유닛의 뒤쪽을 올려서 포워드 크로스 실 아래에 프론트 스티프너
플레이트가 장착되도록 하십시오.
f. 유닛을 앞으로 밀어서 리어 스티프너가 리어 크로스 실에서 완전히 나오게
하십시오.
g. 유닛을 내리고 제자리로 미십시오.
참고: 드라이브 유닛을 조작하려면 최소 드라이브 갭 86”가 필요합니다.
중요: 피스톤 로드를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실린더에 있는 유압 교차 부재 튜브 또는 다른
모든 유압 부품을 이용하여 드라이브 유닛을 들지 마십시오.
4. 드라이브 유닛을 정렬하고 수평을 맞추십시오.
전면에서 후면까지 정렬
드라이브 갭에서 드라이브 유닛을 중앙에 놓으십시오. 2” x 8” 크로스 드라이브
배관은 트레일러 교차 부재와 평행해야 합니다.
좌우측 정렬
드라이브 유닛의 중앙 펀치 표시와 트레일러의 중심선을 정렬하십시오.
그림 10a
트레일러 프레임 레일
드라이브 프레임
교차
부재
DRIVE FRAME
X-MEMBERS
트레일러
교차X-MEMBERS
부재
TRAILER
치수 ‘A’
치수 ‘B’보다 약 ¼” 더 큰 치수
중앙 표시

드라이브 엔드 플레이트
치수 ‘B’
치수 ‘A’보다 약 ¼” 더 작은 치수

STRAIGHT EDGE
스트레이트
엣지

STRAIGHT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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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드라이브 종방향으로 교차 부재와 교차 부재 사이에 스트레이트 엣지를
배치하십시오, 이때 드라이브 유닛의 각 측면으로 교차 부재 두 개를 미십시오. (
그림 10)
b. 드라이브를 올려서 각 스트레이트 엣지의 슈 길이 종방향에서 드라이브
교차 부재 상단이 스트레이트 엣지에 닿도록 하십시오. 드라이브 유닛 엔드
플레이트의 끝부분에 심을 넣거나 그라인딩을 하여 높이를 조절하십시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드라이브 유닛 교차 부재 높이와 트레일러의 교차 부재 높이가
동일해지므로 적절한 드라이브 높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심을 넣으십시오. (
STRAIGHT EDGE
그림 11).
그림 11
STRAIGHT 엣지
EDGE
스트레이트

5. 드라이브 유닛을 제자리에 용접하십시오.
DRIVE HEIGHT FRAME IN RAILS
참조도 C-10797A에 따라 용접하십시오.
DRAWING
PAGE 15
마운트
DWG:플레이트의
K-80012

a. ½” x 5” 실린더
상단 중앙에 있는 중앙 펀치 표시를 사용하여
드라이브 유닛 중앙과 트레일러 중앙을 정렬하십시오.
b. 슈 상단이 교차 부재 상단보다 1 ¼” 위로 올라온 것을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드라이브에 심을 넣어서 높이를 맞추십시오.
c. 도면에 표시된 용접 기호 다섯 개를 준수하십시오.
6. 참조도 C-10797A에 표시된 것과 같이 브레이싱을 측벽에 용접하십시오.
알루미늄 트레일러의 경우, 사이드 레일에 강철 스트립을 볼트로 조여서 브레이스를
용접하십시오.
7. 참조도 C-10797A에 표시된 것과 같이 크로스 드라이브 서포트 튜브를 설치하십시오.
8” x 2” 크로스 드라이브와 트레일러 프레임 레일 중간 위치로 서포트 튜브를 미십시오.
전체 스트로크 동안 크로스 드라이브를 지지할 수 있는 위치에 튜브를 배치하십시오.
장착한 UHMW에 밀착된 상태로 드라이브되도록 강철 튜브에 심을 넣어도 됩니다.
과도하게 밀착시키면 UHMW이 강철에서 파열될 수 있으므로 심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십시오. 각 종단에서 3/8” x 1” 볼트 한 개를 사용하여 튜브의 볼트를 정위치에
조이십시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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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프레임리스 트레일러
참고: 프레임리스 트레일러 제조사가 프레임리스 드라이브 유닛을 설치하기 위해 액슬
레일을 앞쪽으로 충분하게 확장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0”스트로크의 경우 113”를
확장하며, 6” 스트로크는 109”입니다.
1. 드라이브 갭에 드라이브 유닛을 배치하십시오.
드라이브 유닛 치수가 설치 위치에 맞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레일 높이는 거의
같아야 하며 (그림 12), 치수 A와 치수 B는 동일해야 합니다 (그림 13). 본 시스템은
크레인으로 위에서 인양하거나, 지게차로 아래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테이퍼
드라이브 프레임 레일이 크로스 실의 아래 부분에 딱 맞도록 올리십시오.
중요: 피스톤 로드를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실린더에 있는 유압 교차 부재 튜브 또는 다른
모든 유압 부품을 이용하여 드라이브 유닛을 들지 마십시오.
그림 12

테이퍼 드라이브 프레임 레일

액슬 프레임 레일

트레일러의 앞쪽까지 테이퍼 가공
치수는 동일해야 합니다.

참고: 드라이브 유닛 프레임과 트레일러의 액슬 빔을 정렬하는 것보다 트레일러 중심선과
드라이브 유닛 중심선을 올바르게 정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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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드라이브 프레임

치수 ‘A’ = 치수 ‘B’

액슬 프레임 레일

치수 ‘B’는 플랜지 안쪽입니다

2. 드라이브 유닛을 정렬하고 수평을 맞추십시오.
성형 크로스 실의 종단은 트레일러 사이드 레일 위에 있어야 합니다.
전면에서 후면까지 정렬
테이퍼 드라이브 프레임 레일을 액슬 빔 종단에 꽉 맞붙이십시오 (그림 14 및 15). 평평한
표면이 드라이브 프레임이나 액슬 빔에 있지 않다면 트랜스퍼 플레이트를 빔 두 개 사이에
배치해도 됩니다.
좌우측 정렬
드라이브 유닛의 중앙 펀치 표시와 트레일러의 중심선을 정렬하십시오. (그림 14)
DRIVE FRAME
X-MEMBERS
드라이브 프레임
교차
부재
TRAILER
X-MEMBERS
트레일러
교차
부재

그림 14

STRAIGHT
EDGE
스트레이트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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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높이 (그림 15)
a. 드라이브 종방향으로 교차 부재와 교차 부재 사이에 스트레이트 엣지를
배치하십시오. 이때, 드라이브 유닛의 각 측면으로 교차 부재 두 개를 미십시오.
b. 드라이브를 올려서 각 스트레이트 엣지 상의 슈 길이 전체에서 드라이브 교차
부재 상단이 스트레이트 엣지에 닿도록 하십시오. 이에 따라서 드라이브 유닛을
올리거나 내리십시오.
DRIVE FRAME
X-MEMBERS
드라이브 프레임
교차
부재
TRAILER
X-MEMBERS
트레일러
교차
부재

그림 15

스트레이트
STRAIGHT엣지
EDGE

4. 드라이브 유닛을 제자리에 용접하십시오.

STRAIGHT EDGE

참조도 C-10797A에 따라 용접하십시오.
a. ½” x 5” 실린더 마운트 플레이트의 상단 중앙에 있는 중앙 펀치 표시를 사용하여
드라이브 유닛 중앙과 트레일러 중앙을 정렬하십시오.
DRIVE HEIGHT FRAME IN RAILS
DRAWING

15
b. 드라이브 슈와 1” x 1” 서브 데크PAGE
배관을
정렬하십시오.
DWG: K-80012

c. 슈 상단이 교차 부재 상단보다 1 ¼” 더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드라이브에 심을 넣어서 높이를 수정하십시오.
5. 참조도 C-10797A에 표시된 것과 같이 브레이싱을 측벽에 용접하십시오.
알루미늄 트레일러의 경우, 사이드 레일에 강철 스트립을 볼트로 조여서 브레이스를
용접하십시오.
3.3 페인팅
드라이브 유닛은 제작 공장에서 적색 산화물 또는 회색 산화물 프라이머로 페인팅합니다.
1. 드라이브 유닛의 프라이머 페인팅 상태가 양호한 것을 확인하십시오.
2. 드라이브 유닛과 서브 데크에 마감 페인트를 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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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페인팅 작업 시 다음의 부품이 보호 처리된 것을 확인하십시오. 실린더 크롬 로드,
스위치 밸브 크롬 로드, 명판, 모든 데칼.
4

V-18 서브 데크

서브 데크는 교차 부재 바로 위 그리고 플로어 슬랫 바로 아래에 위치한 구조물입니다.
서브 데크는 알루미늄 구조물로 구성됩니다. 알루미늄 구조물은 교차 부재의 상단에
장착합니다.
배플 플레이트는 도어 입구에서 앞으로 확장되어 슬랫이 전방 위치일 때 플로어를 통해서
자재가 걸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알루미늄 입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8” (3mm) 이상의 고정 자재를
IF USING ALUMINUM THRESHOLD,
사용하여 입구 상단에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 마모판을
SECURELY
FASTEN STAINLESS STEEL OR ALUMINUM
확실하게
고정하십시오.

WEAR PLATE TO TOP OF THRESHOLD USING AT LEAST
1/8" (3mm) MATERIAL.

입구와 교차 부재 상단을 같은 높이로 하십시오. 알루미늄 입구를 사용하는 경우,
LEVEL THRESHOLD WITH TOP OF X-MEMBERS. IF USING ALUMINUM
마모판 상단과 교차 부재를 같은 높이로 해야 합니다.

THRESHHOLD, TOP OF WEAR PLATE SHOULD BE LEVEL WITH X-MEMBERS.

최종 교차 부재는 입구에서 1” - 2” 이내
PLACE LAST X-MEMBER
위치에 배치하십시오.

WITHIN 1-2" OF THRESHOLD

1-2" (25-50mm)

14"

세부도 A
축척DETAIL
1/8

A
SCALE 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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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브 데크 구조
알루미늄 구조물을 적절하게 설치하는 것은 드라이브 정렬, 플로어 직진도, 플로어 슬랫
아래에 있는 베어링의 최적 성능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서브 데크 작업은
드라이브 유닛을 배치한 후에 합니다.
아직 조치하지 않았다면, 드라이브 유닛의 모든 실린더를 트레일러의 배출 종단부로
수축시키십시오.
1. 지그 위의 노치를 정렬하기 위해 각 교차 부재에서 트레일러의 전체 길이로 줄을
그으십시오. 트레일러 중심선에서 2 5/8” (66.68mm) 떨어진 곳에 표시를 만드십시오. (
그림 16) 줄에서 거리를 차감하여 서브 데크 지그에 있는 노치를 찾으십시오. (그림 17)

그림 16

트레일러 폭에 따라서 5
¼” (133.35mm) 또는 5”
(127mm)

서브 데크 지그를 찾기 위해 줄을
그으십시오.

그림 17

줄을 그으십시오.
지그 위의 노치를 정렬하기 위해
각 교차 부재에서 트레일러의 전체
길이로 표시를 만드십시오.
세부도 D 축척 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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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브 데크를 트레일러에 배치하십시오. 서브 데크 센터는 트레일러의 폭에 따라서 5 ¼”
(133.35mm) 또는 5” (127mm) 떨어져야 합니다.
3. 서브 데크 지그를 정렬하십시오. 만들어 놓은 줄을 사용하여 서브 데크 지그를
찾으십시오. 서브 데크는 리어 도어의 12” (305mm) 거리 안에서 끝나야 합니다. (그림 18)

그림 18

서브 데크 지그

4. 서브 데크를 설치하십시오.
서브 데크 용접 설명:
모든 교차 부재에 양쪽에서 서브 데크를 용접하십시오. 단, KEITH Mfg. Co.이 제공하는
교차 부재는 예외로서, 드라이브의 한쪽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J 베어링 설치가
쉽습니다.
다른 방법: 양쪽의 서브 데크에서 아래쪽 횡방향으로 서브 데크를 용접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교차 부재 모서리부터 ¼” (6mm) 떨어진 곳에서 용접을 중지하십시오. (그림 19)
5. 프론트 지그에 서브 데크를 고정한 후, 지그를 전방으로 이동하여 서브 데크를
고정하십시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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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세부도 C
서브 데크 용접 작업 세부도

양쪽의 모든 교차 부재에서 서브 데크를 교차 부재에
용접하십시오. 다른 방법: 양쪽의 서브 데크에서 아래쪽
횡방향으로 서브 데크를 용접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교차 부재 모서리부터 ¼” (6mm) 떨어진 곳에서
용접을 중지하십시오.

그림 20에서 용접 패턴을 설명합니다. 매번 트레일러의 같은 쪽에서 패스를 시작하면 냉각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림 20

트레일러 교차 부재

X = 첫 번째 패스

서브 데크

0 = 두 번째 패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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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데크의 볼트 고정 설명:
서브 데크는 교차 부재의 양쪽을 고정해야 합니다. 단, KEITH Mfg. Co.이 제공하는 교차
부재는 예외로서, 드라이브의 한 쪽에만 있습니다.
본 교차 부재를 볼트로 고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J 베어링 설치가 쉽습니다. (그림
21)
위에서 설명한 단계 1 - 3을 완료한 후, 아래와 같이 진행하십시오.
a. #2 드릴(Ø.221” 또는 5mm)로 파일럿 드릴 구멍을 뚫으십시오.
b. ¼” (6mm) x 1” (25mm) 셀프 태핑 볼트를 사용하여 각 서브 데크 피스를 부착하십시오.
c. c. 배출 종단부에서 서브 데크 종단과 높이를 맞게 하여 서브 데크 속에 전체 길이의
인서트 스트립을 넣으십시오. 배출 종단부의 서브 데크 캡에서만 인서트를 용접하십시오.
J 베어링이 인서트를 제자리에 고정하십시오.
금속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일러 테이프(Mylar tape)를 붙이거나 페인트를 처리하여
알루미늄 구조물과 강철 교차 부재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림 21

¼” x 1” 셀프 태핑 나사
모든 교차 부재마다 두 개

세부도 E

벽체에 전체 길이로
사이드 실을
용접하십시오.
성형 사이드 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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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입구 마모판
1) 강철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입구를 사용하는 경우, 입구와 교차 부재의 상단의 높이가
같은 것을 확인하십시오.
2) 알루미늄 입구를 사용하는 경우, 강철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마모판으로 덮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강철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마모판의 최소 두께는 1/8”이며, 입구에 확실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3) 마모판은 볼트 또는 용접으로 고정할 수 있으나, 비틀리거나 구부러져서 슬랫과
베어링이 너무 빨리 고장 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4)마모판을 볼트로 고정하는 경우, 슬랫 스트로크 영역 내부에는 카운터 싱크 볼트를
사용하여 베어링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평활한 표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4.3 사이드 실 옵션
사이드 실은 트레일러 벽체와 서브 데크(혹은 사이드 실 서브 데크라고 호칭)의 외부
피스를 결합합니다. 올바른 수량과 사이드 실 구조 정보는 고객의 키트를 참조하십시오.
사이드 실 자재는 트레일러 벽체 자재와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벽체의
트레일러는 알루미늄 사이드 실을 사용합니다.

19

4

서브 데크						

V-FLOOR® 설치

사이드 실의 스팬은 서브 데크의 전체 길이와 맞아야 합니다. 강철 재질의 사이드 실
길이는 12’ 또는 알루미늄의 경우는 10’로 공급되므로 각 사이드에서 일정 부분을
절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트레일러 벽체에 사이드 실의 전체 길이를 용접하십시오. 본 작업 시, 스티치
용접을 수 회로 나누어 하여 한 곳에 고열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전체
길이를 용접하면 사이드 실 뒤편에 자재가 남지 않으며 벽체가 분리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림 23
1

2

3

4

5

6

7

8

벽체에
전체
WELD
SIDE길이로
SEAL SUB-DECK
TO WALL
FULL 데크를
LENGTH.
사이드
실 서브
용접하십시오.

세부도
DETAILE E
축척
½1 / 2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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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J 베어링
“J” 형태 베어링은 플로어링을 지지하며 플로어링과 서브 데크 사이에서 베어링 표면을
만들어서 금속이 상호간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J 베어링이 있는 슬랫이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단계 1 - 9는 생략하십시오.
J 베어링 설치
1. J 베어링이 운송을 위한 형태인 권선 모양인 경우, 설치에 앞서서 권선을 풀고 실온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평평한 곳에 두십시오.
2. 트레일러의 부하 종단부에서 시작하여 서브 데크의 각 사이드에 J 베어링 피스 두 개를
배치하여 서브 데크에 J 베어링을 설치하십시오. 서브 데크의 부하 종단부에서 J 베어링
3”(50mm)부터 시작하여 열 팽창 및 수축이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3. 각 피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J 베어링 24”(600mm)를 두드리십시오.
4. 부하 종단부에서 배출 종단부까지 J 베어링을 완벽하게 설치하려면 고무 망치 또는
설치 공구(P/N 63484)를 사용하십시오. 엔드 캡 용접 작업을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려면
배출 종단부 너머로 J 베어링을 확장시키면 안 됩니다.
참고: J 베어링이 서브 데크와 맞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J 베어링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으면 슬랫 설치 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5. 서브 데크의 각 부분에 J 베어링 피스를 계속 설치하십시오. 사이드 실 서브 데크의 가장
바깥쪽 피스 두 개는 고무 망치로 각 피스를 두드려서 J 베어링을 전체 길이로 설치해야
합니다.
6. 남는 베어링 부분을 절단하여 서브 데크의 배출 종단부와 높이를 맞추십시오.
7. 드릴 지그를 제자리(P/N 7585501)에 고정한 후 드릴 템플리트 지그와 11/64” (4.4 mm)
드릴 비트를 사용하여 J 베어링 및 서브 데크를 통해서 파일럿 구멍을 뚫으십시오. 뚫고
있는 구멍에 알루미늄 절삭유로 드릴 비트를 윤활하면 비트가 부러지는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림 24)
8. 82° 카운터싱크 비트를 사용하여 J 베어링의 구멍에 카운터싱크를 만드십시오.
카운터싱크가 과도하게 가공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9. 배출 종단부 J 베어링의 피스마다 #10-24 x ½” 평면 접시머리 Rolok 나사 (P/
N86404410) 네 개를 설치하십시오. 록타이트 스레드 리테이너 #243을 사용하십시오.
나사 머리 높이가 베어링 표면과 같거나 조금 낮은 것을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베어링을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그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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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브 데크의 배출 종단부에 엔드 캡을 용접하십시오. 이 캡은 서브 데크 공동을 막고
베어링이 트레일러 뒤쪽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캡 상단이 베어링의 상단
표면보다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림 26)
11. J 베어링 설치 완료 후, 드라이브 유닛으로 돌아와서 드라이브 유닛의 양쪽에서 서브
데크를 교차 부재에 용접하거나 볼트로 조이십시오.

그림 24

DISCHARGE END (REAR) OF TRAILER
11 배출 종단부 (뒤쪽)
1.
트레일러의
1. USE
JIG TO DRILL 64
" (4.4 MM) HOLES THROUGH
BEARING AND 서브
SUB-DECK
(4X PER BEARING).
베어링과
데크를
통해 11/64”
LUBRICATE BIT TO MINIMIZE BROKEN BITS.
(4.4mm) 구멍을 뚫기 위해 지그를
사용하십시오 (베어링 한 개에 구멍
네 개). 드릴 비트를 윤활하여 비트가
파손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십시오.

1 1/2

1 1/2

1 1/2

1

4. WELD
SUB-DECK
END캡을
CAP.
4.
서브ON데크
엔드
NO SURFACE SHOULD BE HIGHER
용접하십시오.
THAN THE TOP OF THE모든
BEARING.
표면은 베어링 상단보다
낮아야 합니다.

SCALE½
1/2
축척

COUNTERSINK
HOLES WITH
82°BIT 같거나
2.2. 머리의
높이가
베어링과
TO ENSURE HEADS SIT FLUSH OR
낮게
82°
비트를 사용하여
BELOW되도록
SURFACE OF
BEARING.
카운터싱크 구멍을 뚫으십시오.

3. #10-24 x ½” FHCS 셀프 태핑
나사의
나사산에 #243 록타이트를
3. APPLY #243 LOCTITE TO THREADS OF
바르고,
서브SCREWS
데크에 있는
FHCS SELF TAPPING
#10-24 X 1 2베어링과
AND DRIVE
THROUGH
THE CS HOLES머리
IN THE 높이가
SC
구멍에
조이십시오.
BEARING AND SUB-DECK. CHECK THAT
베어링
낮은SURFACE.
것을
HEADS ARE표면과
FLUSH OR 같거나
BELOW BEARING
확인하십시오.

그림 25
드릴
지그
DRILL JIG
P/N 7585501
P/N
7585501

WELD DOWN
서브
데크 SUB-DECK
용접

축척
½
SCALE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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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세부도
그림 26

엔드 캡의 아래 부분과
서브 데크의 아래
부분 높이는 동일해야
합니다.

5

엔드 캡의 아래 부분과
서브 데크의 아래
부분 높이는 동일해야
합니다.

플로어링

5.1 플로어 슬랫
1. 플로어 슬랫의 길이를 결정하십시오.
슬랫은 플로어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도어에서 1” 떨어진 곳부터 시작하여 전면
벽체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최소 9” 위치까지 닿아야 합니다 (6” 스트로크
시스템의 경우). 이것은 슬랫의 최대 길이가 트레일러의 내부 길이보다 10” 짧은
수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스트로크 시스템의 경우). 예를 들어,
45’ 트레일러에서 6” 스트로크 유닛인 경우 최대 슬랫 길이는 44’-2”입니다.
경고: 슬랫이 전면 벽체에 충돌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둥근 형태의 벽체에
주의하십시오. 불 노우즈 (Bull nose) 트레일러에 특히 주의하십시오.
2. 플로어 슬랫을 길이에 맞게 절단하십시오.
플로어 슬랫의 한쪽 종단에 마모판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반대 쪽에서 남는 부분을
절단하십시오.
참고: KEITH Mfg. Co.는 일반적으로 단계 1 - 2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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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슬랫 설치
플로어 슬랫 설치
모든 실린더가 트레일러의 배출 종단부 쪽으로 수축된 것을 확인하십시오.
KRFII 플로어 슬랫 볼트 작업 지시:
1. 트레일러 위에서 슬랫을 미십시오. 실린더가 배출 종단부 쪽으로 수축된 경우, 슬랫은
리어 도어 내부의 ½” (12.7mm) 거리에서 끝나야 합니다.
2. 슬랫 하부에서 드라이브 슈를 관통하여 구멍을 뚫으십시오. 슬랫이 프레임 레일 위에
있는 경우, 일부 구멍은 위에서 뚫어야 합니다.
3. 플로어 볼트 높이와 상단 슬랫의 높이가 같게 되도록 구멍에 카운터싱크를 만드십시오.
중요: 카운터싱크를 지나치게 가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연결부가 약해져서
플로어가 헐겁게 됩니다.
4. 플로어 슬랫의 볼트를 단단히 조이십시오. 3/8” x 1 ½” (9.5mm x 38mm) 등급 8
접시머리 플로어 볼트와 나일록 너트(Nyloc nut)를 사용하십시오. 45 ft-lb(61 N-M)의
토크를 가하십시오.

그림 27
M12x35mm 플로어
M12x35mm
FLOOR
BOLT
볼트 90
ft-lb 토크
90 FT-LBS TORQUE
(122N-M)
N-M)
토크
(122
TORQUE

G

H

3/8”x1-1/2” 플로어
볼트 45 ft-lb 토크 (61
N-M) 토크
KRFII 볼트 세부도

I

NUT BAR

J

K

KFD
KFD볼트
BOLT세부도
DETAIL

KFD 볼트 세부도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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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½” UHMW
프론트 쉴드
(KEITH 공급품)

참고: 45° 또는 90°
마운트

로어 V 슬랫 (고정)
6” (152mm) 스트로크
3 ½” (89mm)

미립자가 떨어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드십시오.

어퍼 V 슬랫 (왕복)
단면 A-A

5.3 프론트 쉴드
1. 치수를 결정하십시오. (그림 28)
폭은 트레일러 내부 폭과 동일합니다. 프론트 쉴드의 각도는 45°입니다. 플로어
슬랫이 뒤쪽 위치인 경우, UHMW 구조물은 플로어 슬랫 상단에 계속해서 온전하게
있어야 합니다.
2. 프론트 쉴드를 조립하십시오.
플레이트를 만든 후 지지용 앵글 스틸을 부착하십시오. 볼트를 사용하여 UHMW
구조물을 쉴드에 조이십시오.
3. 프론트 쉴드를 장착하십시오.
나사를 사용하여 트레일러의 측면에 플레이트를 조이십시오.
슬로프 시트 아래에 작업용 구멍을 만드십시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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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 배관

유압 배관의 위치는 제 2.4 절에서 설명합니다.
중요: 시스템에 오염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요소와 배관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1. 튜브 위치와 길이를 결정하십시오.
굽힘부는 가능한 최소화하십시오. 모든 굽힘부에는 스위프 엘보를 장착하여
고온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2. 길이에 맞게 튜브를 절단하십시오.
3. 튜브를 배치하십시오.
교차 부재를 통과하여 튜브를 설치할 때에는 러버 그로밋이나 PVC 튜브를
사용하여 배관을 보호하십시오. 사이드 실 또는 교차 부재의 하부에 튜브를 설치할
때에는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해야 합니다.
드라이브 유닛에 튜브를 연결하기 위해 1” 호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트레일러의 앞쪽에 퀵 커플러를 장착하십시오.
압력 라인(“PUMP” 스탬프가 있는 스위칭 밸브 포트로 가는 라인)에 수놈 커플러를
연결하십시오. 리턴 라인(“RES” 스탬프가 있는 스위칭 밸브 포트로 가는 라인)에
암놈 커플러를 연결하십시오. 그림 30
유압 밀봉제를 바르십시오.
5. 드라이브 유닛에 튜브를 연결하십시오.
압력 라인은 “PUMP” 표시가 있는 스위칭 밸브 포트에 연결하고, 리턴 라인은
“RES” 표시가 있는 스위칭 밸브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고무 호스가 비틀리지 않은
것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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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 배관						

V-FLOOR® 설치

트레일러의 전면

수놈

암놈
그림 29

압력

리턴

On/Off 필터 블록

‘RES’ 스탬프

실린더 연결

드라이버 측

호스

‘PUMP’ 스탬프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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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항목						

V-FLOOR® 설치

기타 항목

7.1 트레일러 와이어와 라인
가동 부품에 의해서 와이어와 라인이 손상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다른 부품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착하십시오. 라이트와 브레이크 성능이 적절한 것을
확인하십시오.
7.2 주의 데칼
트레일러에 적절한 위치에 주의 데칼을 부착하십시오.
7.3 프론트 가드
프론트 가드는 슬랫 전단부의 아래쪽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므로 아래쪽에서 들어와서
발생하는 손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재가 없다면 리어 배플 플레이트와 유사한
스크린 또는 플레이트 정도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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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공구 							

V-FLOOR® 설치

KEITH Mfg. Co.이 제공하는 공구.
-		
스페이서 지그 (서브 데크 정렬용)
키트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본 공구
- 		
렌치, 최대 1 1/2”
-		
3/8” 래칫, 최대 12” 확장
-		
육각 렌치
- 		
쇠톱
- 		
핸드 그라인더
- 		
25 ‘ 줄자
- 		
20 C 클램프 11 R
-		
3/8” 및/또는 1/2” 핸드 드릴, 비트 세트, 1 3/8” 원통 톱
- 		
스트레이트 엣지
-		
납볼 망치
특수 공구
-		
-		
-		
-		
-		
- 		
- 		
- 		
- 		
옵션 공구
-		
-		
기타 항목
- 		
- 		

11/64” 드릴 비트
유량계
확관기, 1” 파이프
5/16” 드릴 비트, 길이 12”
토크 렌치, 최대 50 ft-lb
미그 용접기 (와이어 용접기)
리벳 건
천정 크레인 (호이스트 또는 지게차)
원형 톱
무릎 보호대
띠톱
유압 밀봉제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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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자재							

표준 키트
- 		
- 		
- 		
- 		
- 		
- 		
-		

드라이브 유닛
플로어 슬랫
서브 데크
UHMW 프론트 쉴드 구조물
성형 사이드 실
J 베어링
서브 데크 캡
플로어 볼트
주의 데칼

표준 키트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
- 		
1” 유압 배관
- 		
유압 퀵 커플러
- 		
유압 호스 (드라이브 유닛과 튜브 연결용)
- 		
강철판 (게이지 12 또는 14, 배플 플레이트 조립용)
- 		
프론트 쉴드
옵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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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마모 스트립
튜브 클램프
러버 그로밋
1” I.D. PVC 파이프

V-FLOOR® 설치

부록 3 참조도면							

V-FLOOR® 설치

부록 3에서 참조도의 축소 사본을 제시합니다. 설치 설명서에는 전체 축적의 참조도를
함께 제공합니다.
설치 설명서와 함께 제공하는 참조도
C-10797A 드라이브 설치, 테이퍼 레일의 프레임.
C-40075 드라이브 설치, 풀 프레임 트레일러.
D-12005 드라이브 장착 사례.
D-63092 F 18-슬랫 V-플로어 설치 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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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점검 목록						

V-FLOOR® 설치

본 목록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하십시오. 최적의 플로어 성능에 발휘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설치 전
1. 트레일러는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2. 트레일러는 크로스 브레싱을 해야 합니다.
3. 교차 부재는 다른 교차 부재 및 킹핀 플레이트와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설치 중
4.
5.
6.
7.

알루미늄 서브 데크 배관은 트레일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드라이브 유닛은 올바르게 정렬되어야 합니다.
드라이브 채널 연결 전 실린더를 모두 수축시켜야 합니다.
프론트 가드는 트레일러 전단부의 아래쪽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므로,
아래쪽에서 침입하는 손상이 슬랫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8. J 베어링은 서브 데크 상에 적절하게 자리를 잡아야 하며, 플로어링은 베어링
상에 적절하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설치 후
9. 압력 및 리턴 라인을 올바른 스위칭 밸브 포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10. 주의 데칼이 잘 보여야 합니다.
사용자 설명서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을 작동하십시오.
작동 후
11. 누설 및 불필요한 마찰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12.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여 스위치 밸브를 조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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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토크 차트 						V-FLOOR® 설치

볼트
¼-20

위치
볼 밸브의 튜브 클램프

등급
5

토크 (ft.lb).
8

5/16-18

실린더 연결 튜브 클램프

5

17

5/16-18

역류방지 밸브

5

17

3/8-16

플로어링

8

45

5/8-11

베럴 클램프

5

125

5/8-11

드라이브 종단 플레이트

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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