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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링 AT 시리즈

HARDWARE AND CONTROL SYSTEM

하드웨어 및 컨트롤 시스템

With the control suggested by Autorotor (with or without operating

제안해 드리는 AT모듈은 외부환경과 매우 쉽게 통신하여 편리하게

panel) the AT module can communicate very easily with the outside

제어 할 수 있습니다. Ethernet을 기반으로 하는 최신의 통신 프로

environment. Said control system is open to all existing field bus,

토콜을 포함하여 모든 기존 필드버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including the latest communication protocols based on Ethernet.

Autorotor시스템의 필드버스인 EthrerCAT은 매우 빠르고 더욱 성

Autorotor system’s field bus is EtherCAT, undisputedly the fastest

능이 우수한 제품중 하나입니다. Autorotor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and more performing one of the category. It can be defined as

정의 할 수 있습니다.

the “Ethernet to control the automation technology”. It is an open

"Ethernet의 자동화 제어기술". 산업환경에서의 Autorotor시스템

source, high performance communication protocol, which uses

은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Ethernet 프로토콜 사용, 고성능 통신 프

Ethernet protocol in an industrial environment. Also AT system

로토콜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동화를 위한 AT 시스템 프로그래밍 프

programming is open to the most common standards and, more

로그램은 일반적이면서, 특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공되어 있습

specifically, to the programming languages for automation (as per

니다. (IEC 6-1131 표준규격)

standard IEC 6-1131).

그리고 인덱스 링 AT 시리즈는 타 제어시스템과 호환성이 좋다는 점

All other control systems are also accepted, as said before.

AT SERIES

Autorotor사에서 오퍼레이팅 패널을 함께 제공하는 것과 상관없이

또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3

-컴
 팩트한 단축 드라이브는 일반적인 기술과 EtherCAT 기
술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C
 ompact single axis drives, able to stand and support
EtherCAT technology

- 전원사양 :
· 24 V
· 1 × 208 … 230 VAC
· 3 × 208 … 230 VAC
· 3 × 400 … 480 VAC

- Power supply :
· 24 V
· 1 × 208 … 230 VAC
· 3 × 208 … 230 VAC
· 3 × 400 … 480 VAC

- 최고의 프로그램과 고성능 PC를 내장

-E
 mbedded high performance PC for highest programmability
and efficiency

-월
 등한 빠른 계산속도를 가진 시스템 (최신의 pc와 동일
한 성능).

-U
 nsurpassed system’s calculating speed (at least as high
as latest PC’s).

- TwinCAT 프로그램밍 소프트웨어와 개별환경

- TwinCAT programming software and development environment.

- TwinCAT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와 개발 환경
자동화 : IEC 6-1131

- Standard programming languages for automation : IEC 6-1131

- 원격 제어 및 시스템 모니터링

- Telemetry and system monitoring

- 모든 산업 시스템내에서의 가능한 통합 시스템

- System integration in all industrial systems

-모
 든 축의 파라미터 (속도, 가속도, 위치)를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A
 ll axis parameters (speed, acceleration, position) can be
adjusted

- 다양한 길이의 케이블 제공

- Cables available in several l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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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 I/O digitale (ingressi e uscite 24 V)

· Digital I/O (24 V of input and output)

· EtherCAT

· EtherCAT

· Lightbus

· Lightbus

· PROFIBUS

· PROFIBUS

· Interbus

· Interbus

· CANopen

· CANopen

· DeviceNet

· DeviceNet

· Modbus

· Modbus

· RS485

· RS485

· RS232

· RS232

· Ethernet TCP/IP

· Ethernet TCP/IP

· PROFINET

· PROFINET

· EtherNet/IP

· EtherNet/IP

AT SERIES

통신

105

INDEXING RING

AT 25

인덱싱 링

TECHNICAL DATA

●

기술자료

(STANDARD±…)=±(㎜)

반복정밀도 / Repeatability:

(SPECIAL±…)=± (㎜)

●

회전판 평행도 / Disc flatness:

●

회전판 편심도 / Disc eccentricity:

●

최고 속도 : 30 rpm

●

최대 토크 : 180 Nm

●

최대 허용 관성모멘트 : 5 Kgm2

반복 정밀도 공차

인덱싱 디스크의 최대 허용 부하

하중값 / combined
축방향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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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알 하중

토크 / torque
굽힘모멘트

오버터닝 모멘트

정정격출력토크

인덱싱 링

회전부

(고정부)
(회전부)

AT SERIES

(회전부)
(회전부)

2-Ø8H7 사용가능 길이 12㎜ 180°간격

2-Ø7.5 깊이15

6-M8 깊이15 60°간격

6-M8 사용가능 길이 12㎜ 60°간격

4-Ø8.5 사용가능 길이 12㎜ 90°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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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ING RING

AT 35

인덱싱 링

TECHNICAL DATA

●

기술자료

(STANDARD±…)=±(㎜)

반복정밀도 / Repeatability:

(SPECIAL±…)=± (㎜)

●

회전판 평행도 / Disc flatness:

●

회전판 편심도 / Disc eccentricity:

●

최고 속도 : 30 rpm

●

최대 토크 : 375 Nm

●

최대 허용 관성모멘트 : 15 Kgm2

반복 정밀도 공차

인덱싱 디스크의 최대 허용 부하

하중값 / combined
축방향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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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알 하중

토크 / torque
굽힘모멘트

오버터닝 모멘트

정정격출력토크

인덱싱 링

회전부

(고정부)
(회전부)
(회전부)

AT SERIES

(회전부)

2-Ø10H7 사용가능 길이 15㎜ 180°간격

2-Ø9.5 깊이20

6-M10 깊이20 60°간격

6-M10 사용가능 길이 15㎜ 60°간격

4-Ø11 사용가능 길이 15㎜ 90°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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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ING RING

AT 55

인덱싱 링

TECHNICAL DATA

●

기술자료

(STANDARD±…)=±(㎜)

반복정밀도 / Repeatability:

(SPECIAL±…)=± (㎜)

●

회전판 평행도 / Disc flatness:

●

회전판 편심도 / Disc eccentricity:

●

최고 속도 : 30 rpm

●

최대 토크 : 560 Nm

●

최대 허용 관성모멘트 : 30 Kgm2

반복 정밀도 공차

인덱싱 디스크의 최대 허용 부하

하중값 / combined
축방향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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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알 하중

토크 / torque
굽힘모멘트

오버터닝 모멘트

정정격출력토크

인덱싱 링

회전부

(고정부)
(회전부)
(회전부)

AT SERIES

(회전부)

6-M10 사용가능 길이 15㎜ 60°간격

2-Ø
9.5 깊
이20

6-M10 깊이20 45°간격

2-Ø10H7 사용가능길이 15㎜ 180°간격

4-Ø11 사용가능 길이 15㎜ 90°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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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ING RING

AT 65

인덱싱 링

TECHNICAL DATA

●

기술자료

(STANDARD±…)=±(㎜)

반복정밀도 / Repeatability:

(SPECIAL±…)=± (㎜)

●

회전판 평행도 / Disc flatness:

●

회전판 편심도 / Disc eccentricity:

●

최고 속도 : 15 rpm

●

최대 토크 : 1240 Nm

●

최대 허용 관성모멘트 : 50 Kgm2

반복 정밀도 공차

인덱싱 디스크의 최대 허용 부하

하중값 / combined
축방향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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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알 하중

토크 / torque
굽힘모멘트

오버터닝 모멘트

정정격출력토크

인덱싱 링

회전부

(고정부)
(회전부)
(회전부)

AT SERIES

(회전부)

2-Ø12H7 사용가능 길이 20㎜ 180°간격

2-Ø
11.5
깊이
25

8-M12 깊이25 45°간격

6-M12 사용가능 길이 20㎜ 60°간격

4-Ø13 사용가능 길이 20㎜ 90°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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