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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STAGE TENSIONER PSD
더블 스테이지 유압식 텐셔너 PSD



더블 스테이지 텐셔너 PSD는 작업 공간이 좁아도 적용이 가능하

며 볼트에 응력을 주지 않고도 체결, 해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볼트에 적용되는 장력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플라라드에서 제작되는 모든 텐셔너는 사용자화가 가능하며 각

각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1:1 제공이 가능합니다. 아래 나열된 제

품들은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대표 품목들이며, 더블 스테이

지 뿐 아니라 싱글 스테이지 텐셔너 또한 맞춤 설계 및 제공이 가

능합니다.

플라라드는 아래 나열된 표준 제품 이외에도 사용자가 원하는 특

수한 현장에 맞도록 1:1 설계 및 제작이 가능합니다.   수한 현장에 맞도록 1:1 설계 및 제작이 가능합니다.   

특수 사이즈 및 제품은 별도 문의  

작동 유압 최대 1,500 bar



플라라드 텐셔너 만의 장점

최대 인장 표시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볼트의 인장 길이만큼 텐셔너

상부에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사이클 카운터

텐셔너의 작동 횟수를 표기하며 제품의 초과 사용으로 인한

부품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여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횟수 표기로 인해 중간 점검 일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핸들

호스의 커플러가 손상되거나 더럽혀지

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텐셔너를

다루기가 수월해져 작업성을 향상시킵

니다.

하부 브릿지

볼트 간 간격 및 주위 구조물의 방

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회전이

가능합니다

기어 박스

너트가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라쳇 핸들 및 토크렌치

를 적용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M36 미만:40Nm/M36 이상:80Nm)

최적화 된 하부 지지대

비좁은 공간에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 및

설계된 지지대로 원활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볼트 체결 정도 표시 (옵션)

볼트와 텐셔너의 체결 정도를 녹색핀으로

표시하여 작업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자동복귀 피스톤

압력이 해제되는 순간 피스톤은

원래 자리로 복귀하여 작업 시간

을 단축시킵니다.

인장 한계점 설계 및 적용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존의 레

드라인 (피스톤의 붉은색 링 - 육안

식별용) 외에 기계적인 걸쇠를 적

용하여 최대 압력에도 견딜수 있습

니다.

스프링 받침 소켓

볼트 상에 위치할 때 생길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켓 

상부에 스프링이 장착되어

너트와 소켓이 원활히

결합됩니다.



플라라드는 텐셔너에 필요한 광범위한 액세

서리를 공급합니다. 전기식 혹은 공압식 텐

셔너용 펌프 (작업 문서화가 가능한 전자동

식 작동)를 제공하며, 수동 텐셔너용 펌프 또

한 공급이 가능합니다. 

볼트 체결 확보 표시:

육안 식별 가능

각종 스페이서 및 와셔: 

길이가 다른 각종 스터드 볼트에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함.

회전식 커플러: 

좀 더 유연한 작업성 확보

추가 액세서리 

본 브로셔의 수정 및 복사는 반드시 PLARAD의 인가가 있어야 하며, 오역 혹은 에러로 인한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손해는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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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새코리아는 다릅니다!
한새코리아는 PLARAD 의 국내 유일의 파트너십 기업으로서 국내에 보다 보편화된

브랜드 정착과 함께 각 현장에 맞춰진 최적의 장비와 합리적인 견적을 통해 

사용자의 산업 현장에 가장 적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세계적인 기업의 기술력과 뛰어난 제품을

통해 사용자의 업무가 더욱 편리하고 간소화되길 희망합니다. 

한새코리아는 기존과는 다른 

새롭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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