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tra- compact &
precision 6 axis robot
작은 것이 세상을 정복하다 !

초정밀, 초소형 6축 로봇
산업용 로봇의 새로운 기준

INDUSTRIAL ROBOTICS
IN THE PALM OF YOUR HAND

작은 것이 세상을 정복하다 !

Meca500 초정밀, 초소형 6축 로봇

▶

0.005 mm

0.5 kg

4.5 kg

반복정밀도

가반하중

무게

260 mm 24 V DC
작업반경

전원

Meca500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초정밀, 초소형 로봇 Meca500 을 소개합니다. 일반적인 산업용 로봇은 부피가
크고 사용하기 어려우며, 장기간 교육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Meca500은 기존 산업용 로봇에 비해 작은 크기는 물론 매뉴얼 숙지만으로도 충분히 로봇작동이 가능하며, 높은
정밀도를 구현합니다. 따라서 정밀 조립, 정밀검사 및 테스트, 미세 정밀 위치 선정, 픽 앤 플레이스 및 디스펜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산업용으로 사용됩니다. Meca500은 이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제품 및 장비, 정밀부품
조립장비, 의공학관련 장비와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Presenting the
Meca500

THE WORLD’S SMALLEST
SIX-AXIS INDUSTRIAL ROBOT ARM

33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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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ROBOTICS

IN THE PALM OF YOUR HAND

▶

적용분야

▶

장점

정밀 검사 & 테스트 장비

공간절약

정밀 조립 라인

별도의 컨트롤러가 필요 없는
가장 작은 산업용 로봇,
Meca500을 사용하면 좁은 공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 활용을 경험하세요.

정밀 가공 장비
접착제 도포 라인
3D 프린팅 장비
Pick & Place

정밀도 향상

제어방식

Meca500의 반복 정밀도는 0.005mm로
월등하여, 미세조정 작업과 정밀한 조작이
필요한 자동화 작업에 탁월합니다.
완벽함을 경험하세요.

Meca500은 추가 제어 프로그램
설치없이 귀하의 시스템 또는
생산라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용함을 경험하세요.

제로 백래쉬
기어박스

알루미늄
정밀가공

내장형
컨트롤러

옵션 MEGP 25 Electric Parallel Gr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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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a500의 특성

Go ultra-compact
Meca500은 다른 소형 산업용 로봇보다
훨씬 작을 뿐만 아니라 외부 캐비닛에
설치될 필요없이 컨트롤러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Maximize efficiency
정밀 가공 알루미늄 및 제로 백래쉬 기어
박스와 결합된 Meca500은 0.005mm
의 반복정밀도를 자랑하는 가장 정밀한
6축 로봇입니다.

Innovate
놀랄만큼의 정밀함을 지닌 로봇이기에
좁은 공간에서도 자동화가 가능하여
제품 혁신이나 생산 라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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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a500의 기술사양

0.005 mm

0.5 kg

4.5 kg

반복정밀도

가반하중

무게

260 mm
최대 도달 거리

내장형 컨트롤러
1번 축 이동 범위

[-175° ~ 175°]

2번 축 이동 범위

[-70° ~ 90°]

3번 축 이동 범위

[-135° ~ 70°]

4번 축 이동 범위

[-170° ~ 170°]

5번 축 이동 범위

[-115° ~ 115°]

6번 축 이동 범위

[-36,000° ~ 36,000°], ±100 revolutions

1번 축 최대 이동 속도

150°/s

2번 축 최대 이동 속도

150°/s

3번 축 최대 이동 속도

180°/s

4번 축 최대 이동 속도

300°/s

5번 축 최대 이동 속도

300°/s

6번 축 최대 이동 속도

500°/s

조인트 모드에서의 최대 TCP 선형 속도

2,000 mm/s 이상

데카르트 모드에서의 최대 TCP 선형 속도

500 mm/s

최대 전력 소비량

200 W

입력 전압

24 V DC (AC 90V ~ 264V, 50~60Hz)

작동 가능한 환경의 온도 범위

[5°C~45°C]

작동 가능한 환경의 습도 범위

[10%~80%]

IP 보호등급

IP 40

브레이크

1, 2, 3번 축

로봇 설치 방향

전부 가능

통신규격

Ethernet TCP Socket, EtherCAT

안전 카테고리

카테고리 3

인증

CE

Web browser

Google Chrome 또는 Firefox

작업 툴

전기 평행 그리퍼

프로그램 언어

C++, Java, Python, web interface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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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및 작업반경
▶

Meca500

▶

Meca500 툴 부착면
DP4

DP2.2

DP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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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a500 전원공급장치(안전모듈)

▶

Meca500 베이스

Meca500 컨트롤러

▶

▶

내장형 컨트롤러

Communication

Ethernet TCP Socket, EtherCAT

Controller

Embedded in robot base

Certification

CE

Programming language

C++, Java, Python,
Web-interface commands

통신 규격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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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interface 기반의 프로그램

① Main Menu

② Programing panel

⑤ Real-time jogging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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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Robot Log panel

⑥ Real-time joint positions

④ Quick command panel
⑦ 3D view 메뉴로 구성

- GUI 향상으로 작업효율 최대화

-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 엔지니어를 위한 쉬운 프로그래밍

- 보다 사용하기 쉬운 조작 구현

Meca500 각 축의 구성
▶

Meca500
4번축
5번축

6번축
3번축

2번축

1번축

고성능의 제로 백래시 감속기와 고정밀의 엔코더를 모든 축에 장착한 Meca500은 0.005mm의 반복 정밀도를
구현합니다. 또한, 모든 구성 요소 부품을 매우 정밀하게 가공하여 조립하였으며 최종 품질 검사를 통하여 탁월한 위치
정밀도와 경로의 정확성을 자랑합니다. 경로 정확도는 0.1mm 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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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a500 OPTIONS
▶

MEGP 25 Electric Parallel Gr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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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per jaw

3 mm

Grip force range

-40 N to +40 N

Recommended workpiece weight

200 g

Weight

120 g

Max. admissible finger length

32 mm

Max. admissible weight per finger

20 g

Repeatability

0.020 mm

Fastest complete closing/opening time

0.09 s

Protection class IP

30

Meca500 의 기타구성품

▶

파워 서플라이
Max. power consumption

200W 8.34A

Input voltage

24V DC
(AC 90V~ 264V, 50~ 60Hz)

Safety Category

Stop Category 3

▶

Adjustable kinematic stop

▶

Adapter plate for T-slotted fr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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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코퍼레이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밭로 60
T 032-683-6200
E-mail biz@jwcorporation.kr
www.jwcorporati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