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ICKLE

HSS Burr-less Reamer for Cross Hole

Cross Hole 의 완벽한 디버링

BRICKLE BURR-LESS REAMER (Cross Hole Deburring

공구)

BLICKLE BURR-LESS REAMER 특허취득중
Closs Hole 의 거스러미의 발생은, SS400 ᆞ SCM 등의 일반강부터 구상 흑연 주철, 고합금재료 등의 가공에 있어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거스러미가 기계부품이나 가동부로 잘못 섞여 들어가게 되면, 부품의 조기마모나 제품 자체의
파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BRICKLE BURR-LESS REAMER 는 유압 밸브, 슬라이드 밸브, 인젝션 파츠 등 교차되는 홀의 거스러미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디버링 전용 공구로써 개발되었습니다.

특징

1. 정회전과 역회전 조작으로 교차되는 홀의 디버링 작업이 가능한 공구입니다. 축이 되는 홀에서 한 번에
가공할 수 있습니다.
2. 가공하는 홀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3. 최소 직경(Φ1.95mm~) 및 깊은 홀 작업을 위한 롱 타입 등 여러가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수한 수지를 내장

Cross Hole 입체도

역회전시 절단 날

정회전시 절단 날

홀 가공으로 주축이 되는
홀에 거스러미가 생긴 상태

디버링 가공 후
홀 내부 상태

DBRS

DBRL

HSS BURR-LESS REAMER
Short Type

● 구리ᆞ알루미늄ᆞ연강 등의 연질재료부터 주철ᆞ구상흑연주철ᆞ

HSS BURR-LESS REAMER
Long Type

● 구리ᆞ알루미늄ᆞ연강 등의 연질재료부터 주철ᆞ구상흑연주철ᆞ

탄소강ᆞ합금강ᆞ스테인레스강까지 폭 넓은 재료의 디버링 가공이

탄소강ᆞ합금강ᆞ스테인레스강까지 폭 넓은 재료의 디버링 가공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공칭지수

공칭지수

날수: 4 매→DBRS-1.95~4.0

날수: 4 매→DBRS-1.95~4.0

Short Type
모델명
단 위

HSS

가공적용범위

TiN
코팅
날장

6 매→DBRS-4.05~20.05
4 매→우측날 2 매·좌측날 2 매
6 매→우측날 3 매·좌측날 3 매 (단위:`mm)
직경

유효길이

전장

샹크

Long Type
모델명
단 위

HSS

TiN
코팅

가공적용범위

6 매→DBRS-4.05~20.05
4 매→우측날 2 매·좌측날 2 매
6 매→우측날 3 매·좌측날 3 매 (단위:`mm)
날장

직경

유효길이

전장

샹크

BLICKLE BURR-LESS REAMER

BRICKLE HSS BURR-LESS REAMER 의 가공 순서
정면도

단면도

① BURR LESS REAMER 를 정회전 시켜서 가공을 시작합니다.

정회전

② 날 부분이 크로스 홀을 전부 지나도록 한 후에 역회전
으로 날을 빼면서 거스러미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주의사항>

정회전

실리콘이 많은 알루미늄 합금 주물 등의 재료로는 ①~②의
작업으로도 거스러미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크로스 홀의
내부까지 거스러미가 밀려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먼저 크로스 홀에서 BURR LESS REAMER 를 정회전으로

역회전

정면도

삽입하여 문제가 되는 거스러미를 축이 되는 홀로 다시 밀어
넣어 주세요. 그 다음, 축이 되는 홀에서 ①~②의 작업을
반복하여 거스러미를 완전하게 제거해주세요.

역회전

절삭 조건 기준표
피삭재

절삭속도 m/min

연강ᆞ탄소강 S25C ᆞ S45C 등

15~25

탄소강ᆞ합금강 S50C ᆞ SCM 등

10~20

스테인레스강 SUS304 등

10~15

회주철 FC250 등

15~20

구상흑연주철 FCD400 등

10~15

알루미늄ᆞ알루미늄합금 주철

40~100

동합금 C1020 등

40~60

이송량 mm/rev

1) 홀에 삽입할 시에는 정회전, 홀에서 제거할 때에는 역회전 시켜서 사용해주세요.
2)

스테인레스에 사용할 시, 절삭유제를 사용해주세요.

3)

기계 및 척은 가능한 한, 정밀도가 높은 것을 사용해주세요.

4)

피삭재를 제대로 고정하여 진동, 휘어짐, 변형이 없도록 해주세요.

5)

조건이 다를 경우, 절삭조건표를 참고하여 가장 알맞은 수치를 설정해주세요.

0.05~0.3

BLICKLE BURR-LESS REAMER

취급상의 주의사항
● 칼날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케이스에서 제품을 빼낼 때에는, 칼날이 손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

설치시의 주의사항
● 설치 전에는 항상 공구에 흠집이나 깨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강성이 있는 알맞은 홀더를 사용하여 확실히 척킹(Chucking)해주세요.
● 공구의 회전방향은 작업 개시 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사용상의 주의사항
● 카달로그의 절삭 조건 기준표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은 작업능률 등을 고려해 대략적으로 게재해 둔 것입니다. 조
건표와 같이 가공해도 갑자기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용시에는 반드시 안전 커버ᆞ보안경ᆞ안전화를 착용해주
세요.
● 가공하면서 생기는 파편이 날리거나, 감겨 붙어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주세요.
● 가공 시 생기는 파편을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작동 중인 공구를 절대 만지지 말아주세요.
● 작동 중에 이상한 소음이 발생하거나, 진동이 발생하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하고, 원인을 제거해주세요.
● 제품의 사용감이 나빠졌다면 사용을 중지해주세요.
● 절삭유제는 용도에 맞게 알맞은 것을 사용해주세요.
불수용성 절삭유제를 사용할 경우, 발열에 의한 발연, 인화 등에 충분히 주의해주세요.
● 절삭조건은 기기강성, 피삭재, 가공형태, 절삭유제, 작업량 등에 따라 알맞게 조절해주세요.
● 가공에 의한 불량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구의 치수는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공구를 본래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개조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재연삭 시의 주의
● 재연삭 시에는 분진이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는 반드시 안전 커버, 배기장치 등을 설치하고
보안경ᆞ보호마스크 등을 사용해주세요.
● 공구는 재연삭이 부적절할 경우, 강도가 현저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재연삭 가공 후,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