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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의 모션 컨트롤 성능과 설계 유연성이 필요 할 때마다 
Moog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협업, 창의성 및 세계적 수준의 기술 솔루션을 통해 
가장 어려운 엔지니어링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기계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his catalog is for users with technical knowledge. To ensure all necessary characteristics for function and safety of the system, the user has to check the suitability of the products 
described herein. The products described herein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in case of doubt, please contact moog. 

moog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moog inc. and its subsidiaries. all trademarks as indicated herein are the property of moog inc. and its subsidiaries. for the full disclaimer refer to 
www.moog.com/literature/disclaimers.

for the most current information, visit www.moog.com/industrial or contact your local moo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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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T I I S

intrinsically safe valve versions are available for use in potentially hazardous environments. Specific models are certified to fm, aTeX, 
cSa, TiiS and iecex standards. contact moog for details.

The G761/761 시리즈 유량제어 서보밸브는 3 혹은 4-way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스로틀 밸브 입니다. 
이 밸브는 2-Stage 형태의 고성능 디자인으로 
Spool Land 당 35bar(500psi)의 밸브 압력강하 시 
4~63 l/min(1~16.5 gpm)의 정격 유량 범위를 가집니다.

이 디자인은 간단하고 견고하여 신뢰할 수 있고 장기간 사용
가능 합니다. 출력 스테이지는 클로즈 센터형 4-Way 슬라이딩 
Spool 입니다. Pilot Stage는 대칭형 이중 노즐, 건식 토크 모
터로 구성됩니다. 2nd Stage 의 Spool 위치는 카바이드 팁 
형식의 피드백 와이어에 의하여 제어 됩니다. 
피드백 와이어 끝부분의 카바이드 볼은 높은 정확도, 신뢰성을 
요구하는 작동 및 장수명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 입니다.
당사의 모든 서보 밸브는 가장 가혹한 산업분야에서도 높은 
정확도와 안정적인 작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밸브는 높은 동적 응답성을 요구하는 전기 유압 위치, 
속도, 압력 또는 힘 제어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밸브 디자인

마운팅 패턴

최대 사용압력: 포트 P, A, B, X

최대 사용압력: 포트 T

Pilot 밸브

Spool & Bushing 및 건식 토크모터가 탑재된 2-Stage 형식

ISO 10372-04-04-0-92

315 bar (4,500 psi)

210 bar (3,000 psi)

Nozzle-Flapper

정격 압력강하 ΔpN 35 bar(500psi)/Spool Land 
에서 토출 유량

4 l/min  
(1 gpm)

10 l/min  
(2.5 gpm)

19 l/min  
(5 gpm)

38 l/min  
(10 gpm)

63 l/min  
(16.5 gpm)

0~100% 스트로크에 대한 스텝 응답시간 5 ms 7 ms 16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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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이점

특징 장점

부드럽고 간편한 스타트업, 다운타임 단축 및 중요한 
산업 응용 분야에서 긴 수명을 보증.

2-Stage 디자인 장비의 고성능, 보다 빠른 사이클타임 및 고정밀도 실
현. 이 모든 것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짐.

이중 코일 토크모터 높은 신뢰성을 위한 이중화

토크 모터의 이중 정밀 노즐 정밀한 유량제어 및 예측 가능성

건식 토크모터 디자인 설비의 가동중단을 유발할 수 있는 토크모터의 에어갭
(air gap)에서 잠재적인 오염 요인을 배제

고강도 440C Bushing & Spool 거친 환경에서도 높은 수명, 내마모성을 제공하며 사용 
중 슬라이딩 마찰이 적음

비상 Fail-Safe 위치동작 대부분의 밸브는 지령 신호가 차단되거나 소실되었을 
때 Fail-Safe 위치로 돌아가도록 설정 되어있음.

현장에서 교체 가능한 파일럿 스테이지 필터 현장에서 예방정비가 가능하여 기기 가동중지 시간 단축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외부 중립점 바이어스 조정부 밸브의 Null 바이어스를 수동으로 조정하여 장비의 조건에 
맞출 수 있습니다. (Null 유량 조정 – 11페이지 참조). 
이 기능을 사용하면 컨트롤러를 조정하지 않고도 장비 
성능을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파일럿 공급을 위하여
현장 맞춤이 가능한 5th Port 

5번 포트(X 포트) 사용 시 저압 Main stage 에서의 
작동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있음.

카바이드 Ball-in-hole 피드백 매커니즘 Ball-in slot 형식 및 사파이어 볼 디자인에 비해 
서보밸브의 수명 연장.

G761/761 시리즈는 높은 성능, 안정성 및 정확도가 요구
되는 장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입증된 기술입니다. 
Moog의 기계식 피드백 밸브는 높은 신뢰성과 긴 사용 
수명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요 사양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100% 공장 시험



5rev. K, December 2016

inTroDucTion moog g761/761 Series flow control Servo valves

5

inTroDucTion

rev. K, December 2016

moog g761/761 Series flow control Servo valves

작동 설명

G761/761 시리즈 유량제어 서보밸브는 자화된 전기 
토크모터와 2단 유압 증폭부로 구성 됩니다.
모터 Amature는 자기 선속 폐회로의 공극(Air gap) 으로 
확장 되며 이 위치에서 Flexure Tube에 의해 지지 됩니
다. Flexure Tube는 밸브의 전/자기부 - 유압부 간 씰 역
할을 합니다. 2개의 모터 코일은 Flexure Tube의 각 측면
에 하나씩 전기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1st Stage 유압 증폭부의 Flapper는 전기자(Amature)의 
중앙에 견고하게 부착 되어 있습니다. FlapperѤ Flexure 
Tubeͥ⁷ ּת◑Ӈ‡ 2ˌ╥ Яּפ Ợ╪⁄ ─ ⁴ Яּפ
̓ Flapper Ợ╪⁄Ἄ 2ˌ╥ ʺṉ ₡ᵙ ᾅ ⁵ ╙ ѱ
ѻ. Flapper₮ Яּפ╥ ʺṉ ₡ᵙ ᾅᴛ Ⱡ‡ӈ  ᴏ╘ 
2nd Stage╥ Spool ‚Ѿ╖ᴛ ♣Ҁ Ӌѱѻ.

2nd Stage는 전형적인 4-way 스풀 형태로 밸브 압력
강하가 일정할 때 밸브의 토출 유량은 Null 위치로부터의 
스풀 변위에 비례합니다. 캔틸레버 피드백 스프링은 
Flapper에 고정되어있으며 스프링 말단의 볼은 스풀 중
앙의 구멍에 장착됩니다. ᾅ ╥ ṉ─Ѥ ӥḥ ₮╪‡
╥ ḙḛᴏ╙ ḛỸᾎ ̆, Amature/Flapper╥ ̯ⱳᶹ⁄Ἄ 
╪₮ ẋᴗ  ╪ ḛỸӋѱѻ.

입력 신호가 자기력을 유도하여 Amature/Flapper가 
휘어 집니다. Amature/Flapper는 Flexure Tube를 중심
으로 기울어지며 한 노즐 오리피스₮ Flapper Ợ╪╥ 
ʼ͏╙ 늘리고, 반대 노즐 오리피스의 ʼ͏╙ 줄입니다.

여기서 발생 된 차압에 의하여 Spool이 동작 합니다. 
Spool의 변위가 입력 신호에 의한 토크에 대하여 피드백 
와이어에 선형 반발력을 유발합니다. 피드백 와이어에 인
가된 힘과 입력 신호에 의한 함이 평형을 이룰 때 까지 
Spool이 이동 합니다.

전기-유압식 서보밸브 단면도

X PB

스풀
(Spool)

하부 자극편 
플래퍼(Flapper)

입측
오리피스

플렉서 튜브
(Flexure Tube)

코일
커넥터

노즐

부싱
(Bushing)

피드백 와이어

상부 자극편(Polepiece)
영구자석 
전기자(Amature)

T A 

Pilot Stage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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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61/761 series servo valves

일반 기술 데이터

밸브 디자인 Spool & Bushing 및 건식 토크모터가 탑재된 2-Stage 형식

Pilot 밸브 Nozzle Flapper

마운팅 패턴 iSo 10372-04-04-0-92
설치 위치(방향) 모든 방향, 고정 또는 이동 가능

무게 1.08 kg (2.4 lb)

보관 시 온도 범위 -40 ~ +60 °C (-40 ~ +140 °F)

주변 온도 범위 -29 ~ +135 °C (-20 ~ +275 °F)

진동 저항 30 g, 3 axis, 10 Hz ~ 2 kHz

충격 저항 30 g, 3 axis

Seal 재질 FKM 85 Shore 
기타 사양은 요청

유압 데이터1)

최대 작동 압력

포트 P, A, B, X

포트 T

315 bar (4,500 psi) 

210 bar (3,000 psi)

정격 토출유량: ΔpN=35 bar (500 psi)/Spool Land 4 l/min  
(1 gpm)

10 l/min  
(2.5 gpm)

19 l/min  
(5 gpm)

38 l/min  
(10 gpm)

63 l/min  
(16.5 gpm)

최대 유량 Qmax
100 l/min (26.4 gpm)

Main Stage 의 누설 유량 (≈ zero lap) 1) 1.2 l/min  
(0.31 gpm)

1.5 l/min  
(0.38 gpm)

2.3 l/min  
(0.60 gpm)

Null 조정 범위

작동유

온도 범위

정격 유량의 10% 이상

DIN 51524 Part 1~3 및 ISO 11158에 따른 유압유

기타 사양은 요청

-29 ~ +135 °C (-20 ~ +275 °F)
점도 범위

38°C (100°F) 에서의 권장 점도 범위 

38°C (100°F) 에서의 최대 허용 점도 범위

10 ~ 97 mm2/s (cSt) 

5 ~ 1,250 mm2/s (cSt)

ISO 4406에 따른 권장 청정도 등급

성능 보장 17/14/11

장시간 수명 15/13/10

권장 필터 등급

성능 보장

장시간 수명

ß10 ≤ 75 (10 µm absolute) 

ß5 ≤ 75 (5 µm absolute)

일반 정특성/동특성 데이터 1)

0 ~ 100% 스트로크에 대한 Step 응답 시간 5 ms 7 ms 16 ms

Threshold ≤ 0.5 %

Hysteresis ≤ 3.0 %

ΔT = 55K (131°F) 에서 중립점 변동 ≤ 2.0 %

정격 유량의 표본편차 ±10 %

1) Pilot 압력 또는 작동압력 210 bar(3,000 psi), 오일 점도 32 mm2/s, 오일 온도 +40 °C (+104 °F)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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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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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 압력 또는 작동압력 210 bar(3,000 psi), 오일 점도 32 mm2/s, 오일 온도 +40 °C (+104 °F)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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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Ἅ

♩˳ ♆ᵃ₫ ╪ ♄

1/ 1   는  일    

,   류  하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 ▄ җᾂ

표준사양 코일의 저항 및 인덕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일 두개의 권선수는 동일하여 코일 저항의 정상적인 
생산 공차는 ±10% 입니다. 
구리 자석 와이어가 사용되므로 코일 저항은 온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일 저항 변화의 영향은 출력 
임피던스가 높은 전류피드백 서보 증폭기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ᶴד Ӣ ̻◌ ♩˳ ♆ᵃ Zl@\ 
ᴓ ᾍּק

╪ ♄
ZNglr.bnhk `s 
14 ÀB '66 ÀE(\ 

ἲẈ♆ᴌ ZV\ ╪ ╩ҕ ᾂ ZG\  
4/ Gy ›Ἁ ♩

ᾔ͏ 
╪

ᴎּר
╪

ṋᴎ
╪

ᾔ͏ 
╪

ᴎּר
╪

ṋᴎ
╪

ᾔ͏ ּרᴎ ṋᴎ

h ±15 ±7.5 ±15 206 0.046 0.023 0.72 2.2 0.59
l ±40 ±20 ±40 80 0.128 0.064 0.22 0.66 0.18
z ±200 ±100 ±200 22 0.88 0.44 0.07 0.21 0.06
4 ±8 ±4 ±8 1,000 0.064 0.032 3.2 9.7 2.6
M ±50 ±25 ±50 80 0.20 0.10 0.22 0.66 0.18

╪ ⁴˷

표준사양은 MS 3106F 14-2S에 대응하는 커넥터 입니다.  
토크모터의 리드선 4개는 모두 커넥터와 연결 가능하므로
직렬, 병렬 또는 차동 구동을 위한 연결 구성이 외부에서 가능합니다.

G761/761 시리즈의 서보밸브는 특별 주문으로 타 기종의 커넥터나
Pigtail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구성도: P → B, A → T 밸브 개방 예시

싱글 직렬 병렬

A                B C                D A                B C                D A                B C                D

a (+), b (-) or c (+), D (-) a (+), D (-), b and c connected a and c (+), b and D (-)

인덕턴스는 가압 상태의 운전 조건에서 정의되며 토크 모터
의 역 전자기력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대부분의 운전 조건에 따라 다르며 100Hz 이상의 
신호 주파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주어진 외관상 코일 
인턱턴스 값은 50Hz에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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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도 및 Null 조정 요령

A C D B 

1 

7 

74 
2.90 

37 
1.46 

53.7 
2.12 

94 
3.71 

2.57 .101 
2.34 .092 

3 

33.0 
1.30 

PIN C 

PIN D 

93 
3.68 

2 

5 

6 PIN A 

PIN B 

44.45 
1.750 

65.07 
2.562 

22.22 
.875 

81 
3.19 4 

1 표준 사양의 배선도

2 위치 핀 (위치는 포트 패턴 섹션 참조)

3 필터 위치

4     마운팅 홀의 깊이 4 x Ø 8.36 mm (0.329 in) thru ⊔ Ø 13.49 mm (0.531 in) 

5 기계식 Null 조정 나사  (3/8" 렌치와 3/32" 육각 키 필요)

6 자성 Null 조정 옵션 (7/8" 렌치 필요)

7 MS3106F14S-2S (Moog P/N: -49054F014S002S) 에 대응하는 커넥터

유체:
산업용 석유계 유압유, 
청정도 ISO 4406 등급 17/14/11로 관리 권장.
수명 연장 시 청정도 등급 15/13/10, 
점도 10 ~ 97 mm2/s (cSt) at 38 °C 로 관리를 권장함.

사용 온도 범위:
유체: -29 ~ +135 °C (-20 ~ +275 °F) 
주변: -29 ~ +135 °C (-20 ~ +275 °F)

밸브의 출력 방향:
다음과 같을 때 포트 B에서 유량이 토출 됨: 
직렬 코일: B 와 C 연결, A+, D- 
병렬 코일: A+/C+, B-/D- 
싱글 코일: A+/B- 또는 C+/D-.

장착면:
표면처리 0.8 μm (0.000032 in), 
조도 공차 0.025 mm (0.001 in)

Null 조정:
Null 조정 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B 포트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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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면의 포트 패턴

X

T

P

B

G

A

F3F4

F1 F2

X

Y

designation P a B t X g F1 F2 F3 F4

Size Ø  mm 
in

8.15 
0.321

8.15 
0.321

8.15 
0.321

8.15 
0.321

5.0 
0.20

3.5 
0.14

m8 
5/16-18

m8 
5/16-18

m8 
5/16-18

m8 
5/16-18

Position X  mm 
in

22.23 
0.875

11.11 
0.437

33.32 
1.312

22.23 
0.875

33.32 
1.312

12.32 
0.485

0 
0

44.45 
1.75

44.45 
1.75

0 
0

Position Y  mm 
in

21.42 
0.843

32.54 
1.281

32.54 
1.281

43.65 
1.718

8.74 
0.344

19.84 
0.781

0 
0

0 
0

65.07 
2.562

65.07 
2.562

참고
1) 표면

 밸브가 부착되는 표면은 100mm에 걸쳐 0.025 mm 의 
평탄도와 평균 마감 0.8 µm 이상이 요구됩니다.

2) 포트:

 최대 유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P, T, A, B 포트는 
   직경 8.2mm, X 포트는 직경 5.0mm로 가공하여야 합니다.

3) 권장 Seal:

 포트 P, T, A, B:
경도 85, 두께 1.78 mm, 내경 10.82 mm
유압유에 적용 가능한 O-Ring

포트 X:
경도 85, 두께 1.78 mm, 내경 9.25 mm
유압유에 적용 가능한 O-ring

파일럿 포트 전환
내부 또는 외부 파일럿 공급으로 운용 시
스크류(M4x6 EN ISO 4762) & 씰 와셔 로 
미사용 Pilot 포트를 막음 처리.

파일럿 공급 방식 X P

P: 내부 막음 개방

X: 외부 개방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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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유량 조정

서보밸브의 Null(중립점) 유량은 다른 시스템 파라미터와 
독립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적 Null 조정식 
밸브는 Null 유량을 최소 ±10 % 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기계적 Null 조정은 밸브 본체의 T포트 위에 위치한 편심 
부싱 리테이너 핀으로, 회전하면 부싱 위치를 조정 가능
합니다. 기계적 피드백 방식은 주어진 입력 신호에 대해 
밸브 본체를 기준하여 스풀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본체 
기준으로 부싱이 움직이면 Null 유량이 변경됩니다.

기계적 Null 조정 절차

조정 전 밸브 구동전류 미인가 상태 (전기커넥터 분리)로
준비 합니다. 
Null 조정 핀이 회전 가능할 때 까지 3/8" 렌치를 사용하여 
록킹 너트를 풀어 줍니다.(록킹 너트는 대체로 1/2턴 미만 
회전) 
록킹 너트는 절대로 분해하지 마십시오. 
3/32" 육각렌치를 Null 조정 핀에 삽입 합니다. 
Null 조정 핀을 돌려 원하는 Null 위치로 조정 합니다.
(매우 민감하므로 조정에 주의를 요함)
조정 완료 후 록킹 너트를 57in lbs 로 다시 조입니다. 

자성 Null 조정 절차

해당 옵션의 편심 마그네트가 적용되어 있다면 Null 
조정기는 모터 캡 상단에 있으며 회전시키면 구동전류 
미인가 상태(전기커넥터 분리) 에서 토크모터의 자기적 
치우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7/8" 렌치를 사용하여 모터 캡 상단에 있는 자기 조정부를 
회전시켜 원하는 Null 위치로 조정 합니다.
최대 ±90° 회전 가능 합니다.
자성 Null 조정은 Null 유량에 대해 ±10% 조정이 가능합
니다.

Optional Magnetic Null Adjust

Standard Mechanical Null Ad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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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계산

실제 토출유량은 전기 지령신호 및 밸브 압력강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어진 밸브 압력강하에 대한 유량은 
오리피스 제곱근 함수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Q = QN 
. p

pN
 

Q [l/min (gpm)] 실제 유량 
Qn [l/min (gpm)] 정격 유량

Δp [bar (psi)]           Spool Land 당 실제 압력강하

Δpn [bar (psi)]      Spool Land 당 정격 압력강하

Flow diagram

151 (40)

114 (30)

76 (20)

38 (10)

19 (5)

8 (2)

4 (1)

2 (0.5)

14
(200)

28
(400)

42
(600)

70
(1,000)

140
(2,000)

210
(3,000)

310
(4,500)

19 (5)

38 (10)

63 (16.5)

10 (2.5)

4 (1)

G761-3003B

G761-3004B

G761-3002B

G761-3001B

G761-3005B

p [bar (psi)]

 Q
 [l

/m
in

 (g
pm

)]

표준 Axis Cut (Zerolap) 열린 중립점 (Underlap) 닫힌 중립점 (Overlap)

C
on

tr
ol

 F
lo

w Q

I

C
on

tr
ol

 F
lo

w Q

I
Underlap 

Zone

C
on

tr
ol

 F
lo

w Q

I

Overlap 
Zone

Input Current Input Current Input Current 

null cut options

기본형,
Null Cut 옵션에 별도의 주문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압 모터 애플리케이션에 사용

일반적으로
Failsafe 애플리케이션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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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품

 DIN 레일 모듈 - 아날로그 제어 카드

Moog의 DIN 레일 장착 모듈 아날로그 제어 카드는 
공간이 제한된 엔클로저에서 사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모듈은 서보앰프, 변환기 컨디셔닝 장치, 지령 및 보조
기능 모듈, 밸브 구동 앰프, 전원공급장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듈은 CE 마크가 있으며 24VDC 공급이 필요
합니다. 모듈은 쉬운 설치/제거를 위해 표준 35mm 
DIN 레일 마운트에 장착하여 사용합니다.

 din rail module 

 휴대용 밸브 테스터 - 현장에서 밸브 진단

밸브 테스터는 현장에서 밸브를 진단하는 경제적인 방법 
입니다. 이는 유압부 문제와 전기제어부 문제를 빠르고 
쉽게 구별 가능한 수단 입니다. 

5가지 모델이 있으며, 각 모델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다양한 수준의 기능과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밸브테스터는 컴팩트하고 쉽게 휴대할 수 있는 형태
를 가지고 있습니다. 

 valve tester 

마운팅 매니폴드 - 간편한 설치 및 유지관리

다양한 마운팅 매니폴드는 마운팅 및 플러싱 요구 사항을
위한 기본 및 어댑터 유형을 포함하여 표준 산업용 밸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볼트 및 커넥터와 같은 다른 하드웨어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모델에 요구되는 특정 액세서리는 관련 제품 카탈로
그에 나열되어 있으며 지역 사무소를 통해 
주문할 수 있습니다.

 mounting manifolds 

 필터- 산업용 서보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오일 필터링

유압 시스템의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염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G761/761 시리즈 서보 밸브를 사용하는 산업용 서보 
시스템의 경우 이상적인 시스템 필터 배열을 다음과 같이 
추천 합니다.

• 밸브 또는 밸브의 중요한 요소 전단에 바이패스가
없는 10 미크론(베타 10 ≥ 75) 고압 필터를 사용
하십시오.

• 리턴 또는 바이패스 라인에 5 미크론 (베타 5 ≥ 75)
저압 필터를 사용하십시오.

• 탱크 Breather에 적어도 리턴 라인의 필터와 동일한
여과 레벨인 필터를 사용하십시오.

이러한 권장 사항은 대부분의 서보 및 비례밸브가 최대 
25미크론 입자 까지 통과 가능하다는 사실에 기반하며,
압력 필터는 밸브를 치명적인 고장으로부터 보호 합니다.
실제 필터링은 부품의 마모 및 막힘의 원인인 작은 입자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는 저압 필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필터의 치수가 적절하고 초기 설치 및 유지보수 중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가정하에 목표는 ISO 4406 17/14/11
로 오일 청정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수명 연장을 위한 청정도는 15/13/10 입니다. 이는 최고 
수준이며 적절한 관리와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여 
최고 수준을 달성할 수 있고 달성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
하십시오. 유온의 상승, 탱크의 높은 습도, 
오염된 신유과 같은 오일의 오염을 야기하는 다른 여러 
요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hydraulic Fi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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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점검 가이드라인

매 6개월 혹은 4,000 운전시간 마다 아래에 설명된 예방 
유지보수 단계를 수행하여 제어밸브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 점검하십시오. 이러한 점검은 설비에서 밸브를 탈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의심되면 설비를 수리하기 전에 
밸브를 먼저 수리하십시오.

• 유압 필터 엘리먼트를 교체한다.

• 밸브를 동작하여 전체 스트로크 구간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점검한다.; 움직임이 불안정하다면
서보밸브, 액추에이터 또는 프로세스 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

밸브 보관 시 영향
밸브를 장기간 보관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eal이 경화되어, 누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압유가 끈적하게 변질되어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보관 기간
보관 기간은 재고 입고 시 부터 밸브 장착 시 까지 기준. 

보존
보존 처리(e.g. 윤활방청제 도포)를 할 경우 씰 재질과 호
환 가능하고, 밸브의 예비부품 및 액세서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성분의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보관하기 전에

참고: 보관 장소가 열악한 환경이면 진공 포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보관 조치를 권장합니다.

Shipping 플레이트를 밸브에 부착하십시오.
이 방법은 이물질과 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밸브를 적절히 
보호하고 오존 및 자외선의 영향으로부터 씰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 입니다.

밸브, 예비부품 및 액세서리를 공급 시 포장박스에 보관
하십시오.
각 밸브를 별도로 포장합니다.

변색방지 용지를 두르거나 밸브, 예비부품 및 액세서리를 
부식 방지 필름으로 포장하십시오.
(보관 기간이 1년 이상 인 경우)
개별 패키지에 단일 밸브의 멀티팩이 허용 됩니다.

공급 시 포장박스를 올바르게 밀봉하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밸브, 예비부품, 액세서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관 환경

보관 시 다음과 같은 주변 조건을 권장합니다.

• 먼지가 없고 적당한 환기를 갖춘 장소

• 가능한 한 진동 및 충격이 없는 장소

Shock resistance (as per en 60068-2-27): 
50 g, 6 directions, half-sine 3 ms

vibration resistance (as per en 60068-2-6): 
30 g, 3 axes, frequency 10 to 2,000 Hz

온도
권장: +15 ~ +25 °C (+59 ~ +77 °F)

허용치: -40 ~ +60 °C (-40 to +140 °F)

온도가 +10 °c 이상 변화하는 장소는 피해야 합니다.

차폐 라디에이터 까지의 거리: 1m 이상 유지

태양광에 직접 노출 금지

자외선 성분이 높은 광원 사용 금지

자외선은 오존을 발생시켜 씰을 손상시킵니다. 

상대 습도: 65 %이하, 비 응축

보관 이후

사용하기 전, 보관 중 파손이나 변형이 있는지 
기존 포장, 밸브, 예비부품 및 액세서리를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밸브, 예비부품 및 액세서리가 손상되었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비정상의 Seal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오염

• 갈라짐

• 경화/연화

• 끈적임

• 변색

보관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당사 또는 당사 공인 서비스 센터에서 밸브를 점검할 것을 
권장합니다.

보관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당사 또는 당사 공인 서비스 센터에서 반드시 밸브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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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G에 대하여

Moog Inc.는 정밀제어 컴포넌트와 시스템의 설계, 제조, 
통합 세계적 디자이너 입니다. Moog의 Industrial Group
은 에너지 생산 및 발전기기, 산업 생산장비,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 장비 등의 분야에서 전기, 유압 및 하이브리드 
기술을 결합한 고성능 모션 제어 솔루션을 설계, 제조하고 
전문 컨설팅을 수행 합니다.
우리는 성능을 추구하는 기업에 차세대 기기를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2015 회계년도에 미화 
5억 2,2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고 전 세계 40개 이상
의 지부를 가진 Moog Industrial Group은 25억 3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Moog Inc.(NYSE:MOG.A and 
MOG.B)의 자회사 입니다.

이 방대한 범위를 통해 엔지니어들이 기계 제작 업체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며, 고객의 가장 까다로운 과제
에 부합하는 유연한 설계 솔루션과 기술 전문지식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Moog 전문가는 기계 제작 업체 및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와 긴밀히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 신뢰성 향상, 
우수한 연결성, 저렴한 유지 보수 및 보다 효과적인 운영
을 위한 모션 제어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당사의 지역적 
입지, 업계의 지식 및 설계 유연성을 통해 Moog 모션 
제어 솔루션이 운영 규정 및 성능 표준 충족에서 기계 
성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품

모든 Moog 솔루션의 중심에는 정밀도, 고성능 및 신뢰성
을 위해 설계된 제품군이 있습니다. 60년 이상 동안 Moog 
제품은 중요한 기기 애플리케이션에 선정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수많은 산업분야의 표준 제품이며 일부는 고유한 
운영 환경을 위해 특별히 개발 되었습니다. 
최신 기술 혁신과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개선 됩니다.

Moog 제품군

• 서보밸브와 비례밸브

• 서보모터와 서보드라이브

• 모션 컨트롤러 및 소프트웨어

• 래디얼 피스톤 펌프

• 액추에이터

• 통합 유압 매니폴드 시스템 및 카트리지 밸브

• 슬립링

• 모션 베이스

servo valves

servo cartridge valves

radial Piston Pumps

servo dr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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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G에 대하여

유압 솔루션

Bill Moog가 1951년에 최초의 상용 서보밸브를 개발한 
이후, Moog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압 기술 표준을 정립 
하였습니다. 오늘날, Moog 제품은 다양한 애플리케이
션에 적용되고 고출력, 향상된 생산성 그리고 더 나은 
성능을 다양한 산업의 요구에 대응하며 제공합니다.

일렉트릭 솔루션

청정 운용, 저소음, 유지보수 와 전력소비 최소화로 
Moog 일렉트릭 솔루션은 전 세계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입니다. Moog는 변화하는 기술이 특별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이상적인 파트너 입니다.

하이브리드 솔루션

Moog는 모듈식 유연성, 효율성 향상 및 청정도 향상 등 
기존의 유압 및 전기 기술의 장점을 혁신적인 하이브리
드 솔루션에 통합 함으로써 특수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새로운 퍼포먼스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Flight simulation

Formula one simulation table

MOOG 글로벌 서포트

Moog Global Support는 숙련된 기술자가 제공하는 세계
적인 수준의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합니다. 신뢰성은 전세계에 걸쳐 완벽한 설비를 갖춘 선도
기업에서만 가능합니다. Moog는 믿을 수 있는 서비스와 
전문가를 제공하여 귀사의 장비가 최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약속은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많은 혜택을 제공
합니다.

• 중요 설비를 최고의 성능으로 운전하여 가동중단
시간 단축

• 제품의 안정성, 다재다능함 및 수명을 보장하여
투자를 보호

• 더 나은 유지보수 활동 계획 및 체계적인 업그레이드
수행

• 당사의 유연한 프로그램을 통한 고객사의 특별한
서비스 요구사항 충족

다음과 같은 글로벌 지원을 위해 MOOG를 찾아보십시오. 

• OEM 부품을 사용한 수리 서비스는 숙련된 기술
자가 최신 사양에 따라 수행합니다.

• 예상치 못한 가동중단 시간을 방지하기위한 예비
부품및 제품의 재고.

• 업그레이드, 예방정비 및 연간/다년 계약과 같은 고객의
요구에 맞춘 유연한 프로그램.

• 현장 서비스를 위한 전문가 파견, 보다 신속한 커미셔닝,
셋업 및 진단 제공.

•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관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신뢰할 수있는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Moog Global Suppor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moog.com/industrial/service.



17rev. K, December 2016

orDering informaTion moog g761/761 Series flow control Servo valves

17

orDering informaTion

rev. K, December 2016

moog g761/761 Series flow control Servo valves

액세서리와 예비 부품
시리즈 별 액세서리 및 예비 부품 

G761 시리즈 서보 밸브의 예비 부품

품명 설명 재질 Part number
필터 교환 키트 다음과 같이 구성 됩니다.:

• 2 pieces o-ring,
내경 Ø 3.7 mm(0.15 in) x 두께 Ø 1.8 mm(0.07 in)

• 2 pieces o-ring,
내경 Ø 13 mm(0.51 in) x 두께 Ø 1.5 mm(0.06 in)

• 1 piece 디스크필터 60 µm

fKm 85 Shore b52555rK201K001

포트 P, T, A, B 용
O-Ring

4 pieces, 내경 Ø 10.8 mm x 두께 Ø 1.8 mm. 
MIL-R-83248 size-013과 동등.

fKm 85 Shore -42082-022

포트 X 용 O-Ring 1 piece, 내경 Ø 9.3 mm x 두께 Ø 1.8 mm fKm 85 Shore -42082-013
교환용 필터 60 µm nominal a67999-065

G761 시리즈 서보밸브의 문서

품명 설명 비고 Part number
카탈로그 G761/761 시리즈의 일반 정보 참고: 아래 사이트 방문 

www.moog.com/industrial
cDl6642

서비스 매뉴얼 G761/761 일반 제품군 cDS6673
G761K/761K 본질안전 제품군 cDS6769

G761 서보 밸브의 액세서리

품명 설명 비고 Part number
AMO 매니폴드 A, B 포트 사이에서 누설량을 조정할 수 있는 

미터링 오리피스로 압력제어에 유리.
-65568am002

체결 나사
인치

4 pieces 5/16-18NC x 1.75 long, 
체결토크  11 Nm (97 lbf in)

c66391-228b

체결 나사
미터

4 pieces M8x45 ISO 4762-10.9, 
체결토크 11 Nm (97 lbf in)

b64929-008b045

플러싱 플레이트 유압유 최초 플러싱 시 밸브 대신 사용

A P BTX

-23718-001K002

커넥터 4Pin 전기 커넥터 -49054f014S002S  
(mS3106f14S-2S)

장착 매니폴드 베이스 마운팅 매니폴드, 4 포트 -43586am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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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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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esignation

Variant

밸브 타입
표준응답형 63 l/min (16.5 gpm )

최대사용압력 [bar (psi)] 및 바디 재질 

ṥᾔ.ᾂ  ӭ■╩ 
4-way: Axis cut (Zerolap), 선형 유량특성
4-way: ±10 % overlap, 선형 유량특성

기타 옵션 주문

참고: 요청 시 기타 옵션 제공

(4,500) 알루미늄

± 7.5 mA
± 20 mA
± 100 mA

± 15 mA
± 40 mA
± 200 mA

± 4 mA
± 25 mA

± 8 mA
± 50 mA

Input Signal

직렬 코일 기준   싱글 혹은 병렬 
코일 기준

씰 재질

내부
외부

파일럿 연결

♆͖ ᾍ  ѻ ᾋ ᾂ  ⌐
중립 위치

정격 토출유량 [l/min (gpm)]
Spool Land 당 정격압력강하 p N = 35 bar (500 psi) 

밸브 커넥터 X1 

Model number (assigned at the factory) Type designation

(2.5)
(1.0)

(5.0)

Specification status

B

4
M

커넥터 방향 - P 측
커넥터 방향 - B 측

H 고응답형 4 ~ 38 l/min (1 ~ 10 gpm)

Series specification

5 Pilot Stage ӭ■╩
F     ♇┬װ, Nozzle Flapper, Ö 10 l/min (2.5 gpm)   
G   Nozzle Flapper, > 10 l/min (2.5 gpm) ,װ┬̆

38 38 (10.0)
63 63 (16.5)

Assigned at the factory

주요 모델

모델번호 타입 지정  정격토출유량(∆1,000 psi) 정격 전류 (single coil)
l/min gpm      mA

       G761-3001B     H04JOFM4VPL 4 1.0 ± 40
       G761-3002B     H10JOFM4VPL 10 2.5 ± 40
       G761-3003B     H19JOGM4VPL 19 5.0 ± 40
       G761-3004B     H38JOGM4VPL 38 10.0 ± 40
       G761-3005B     S63JOGM4VPL 63 16.5 ± 40

M VJ



What moves your World

More ProduCtS. More SuPPort.
moog designs a range of motion control products to complement those featured in this document. moog also provides 
service and support for all of our products.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the moog facility closest to you.

australia 
+61 3 9561 6044 
Service + 61 3 8545 2140 
info.australia@moog.com 
service.australia@moog.com

brazil 
+55 11 3572 0400 
info.brazil@moog.com 
service.brazil@moog.com

canada 
+1 716 652 2000 
info.canada@moog.com

china 
+86 21 2893 1600 
Service +86 21 2893 1626 
info.china@moog.com 
service.china@moog.com

france 
+33 1 4560 7000 
Service +33 1 4560 7015 
info.france@moog.com 
service.france@moog.com

germany 
+49 7031 622 0 
Service +49 7031 622 197 
info.germany@moog.com 
service.germany@moog.com

Hong Kong 
+852 2 635 3200 
info.hongkong@moog.com

india 
+91 80 4057 6666 
Service +91 80 4057 6604 
info.india@moog.com 
service.india@moog.com

ireland 
+353 21 451 9000 
info.ireland@moog.com

italy 
+39 0332 421 111 
Service 800 815 692 
info.italy@moog.com 
service.italy@moog.com

Japan 
+81 46 355 3767 
info.japan@moog.com 
service.japan@moog.com

Korea 
+82 31 764 6711 
info.korea@moog.com 
service.korea@moog.com

luxembourg 
+352 40 46 401 
info.luxembourg@moog.com

The netherlands 
+31 252 462 000 
info.thenetherlands@moog.com 
service.netherlands@moog.com

russia 
+7 8 31 713 1811 
Service +7 8 31 764 5540 
info.russia@moog.com 
service.russia@moog.com

Singapore 
+65 677 36238 
Service +65 651 37889 
info.singapore@moog.com 
service.singapore@moog.com

South africa 
+27 12 653 6768 
info.southafrica@moog.com

Spain 
+34 902 133 240 
info.spain@moog.com

Sweden 
+46 31 680 060 
info.sweden@moog.com

Turkey 
+90 216 663 6020 
info.turkey@moog.com

united Kingdom 
+44 (0) 1684 858000 
Service +44 (0) 1684 278369 
info.uk@moog.com 
service.uk@moog.com

uSa 
+1 716 652 2000 
info.usa@moog.com 
service.usa@moog.com

for product information, visit www.moog.com/industrial
for service information, visit www.moogglobalsupport.com

moog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moog inc. and its subsidiaries. 
all trademarks as indicated herein are the property of moog inc. and its subsidiaries. 
©2016 moog inc. all rights reserved. all changes are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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