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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RY TABLES
로터리 테이블은 입력 축의 연속적인 회전운동을 출력 축 회전판
의 간헐적인 회전운동으로 전환하는 직각 축 형태의 기계장치입
니다. 이는 입력축의 캠과 출력 회전판에 있는 캠 팔로워가 서로
결합되어있는 형태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캠의 프로파일과 캠 팔
로워 베어링의 수에 의해서 인덱스 동작형태를 결정합니다. 정지
수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됩니다. (2~32
까지 공급하며 요청에 따라 540까지 가능합니다.)
정지위치간의 인덱스 시간은 입력 RPM과 캠각도에 비례합니다.
Autorotor 로터리 테이블은 베럴캠 뿐만 아니라 롤러캠 방식의 시
스템 등 다양한 범위의 제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반 어
플리케이션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TS(슬림) 유니트는 치수가 제한된 응용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Autorotor 인덱스 테이블은 컴팩트하고 강한 구조로 되
어있고 고객맞춤에 따른 표준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축하
중 및 레이디얼 하중이 기본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Autorotor 인
덱스 테이블은 유지보수가 거의 없으며 작업시간 동안 캠에 의해
회전판이 높은 위치 정밀도를 가지고 가 감속을 수행하기 때문에
백래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TS SERIES / TS 시리즈

GL SERIES GLOBOIDAL / GL 시리즈

로터리 테이블
The rotary tables are mechanical units with orthogonal axes, where
the continuous rotation of the input shaft results in the conversion
into an intermittent rotation of the output disc. This is accomplished
by mounting the cam to the input shaft and then an indexing disc
which has cam follower bearings are integrated with the output
disc generating the intermittent motion. The profile of the cam and
number of cam follower bearings applied determine the type of index
movement that occurs. The number of stations (2 to 32 with the
possibility up to 540 stations) will be determined by the mechanism
and as to the customer’
s requirements. The index time from station to
station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cam angle of displacement and
the input RPM. The large range of the Autorotor rotary tables includes
barrel cam and globoidal cam displacement systems. Standard
solutions for applications are readily available. For example the TS
(slim) units are designed to accommodate an application that requires
a limited dimensional requirement. The compact and robust structure
of the Autorotor index tables, along with the tailoring of requirements
with all the higher standards of performance, high axial as well as
the radial load capacities is a standard for Autorotor. The Autorotor
index table is maintenance free and over the time the highest levels
of accuracy occurs due to the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of the
indexing disc through the displacement generated by the cam and
the fact that there is an absence of backlash.

T6 AND TS6 SERIES / T6, TS6 시리즈

COMPLETE GROUP / 인덱스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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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RY RINGS
로터리 링은 연속적인 입력 회전운동을 간헐적인 출력 운동으로
전달하는 기계입니다. 이 제품은 혁신적인 로터리 인덱스 테이블
이며 이는 회전판이나 형상 등 회전부분에서 현저한 차이를 가지
고 있습니다. 링의 중심에 추가로 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매우 큰
중앙 홀을 갖고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컴팩트한 디자인과 고정밀
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터리 링
The Rotating Ring is a machine that transforms the continuous
input rotary motion into an intermittent output motion. This is an
evolution of a rotary index table, but it has the substantial difference
in that the rotating part is not on the disc but on the crown. It is
characterized by a large center hole which is ideal for the mounting
of auxiliary equipment in the center of the ring. It has a compact
design and a high degree of precision accuracy.

AR SERIES / AR 시리즈
AR 시리즈는 질량과 관성을 고려할 때 요구되는 부분적인 필요
사항들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연속적인 회전운
동과 프로그램화된 정지운동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 하중
캠 팔로워와 실린더 형태의 캠 그리고 강한 설계 구조는 모든 어
플리케이션에 고 성능을 보장합니다. 또한 조용한 동작을 제공하
고 위치정밀도 및 반복정밀

The AR Series is designed to handle demanding part requirements
when considering mass and inertia. Each model can be the possible
solution for programmable stopping or continuous rotation. The
heavy duty cam followers, cylindrical cam and structural design
guarantees high efficiency in all applications. It also provides a quiet
operation. It is run with a mechanical cam to optimize accuracy and
repeatability.

도를 얻을 수 있는 기계적
인 캠을 사용하여 동작하고
있습니다.

AT SERIES / AT 시리즈
AT시리즈는 기계적 전달장치나 유성기어 감속기와 서보 모터로 제어합니
다. 어떤 응용이나 언제든지 프로그램화된 작업 위치들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공간적으로 협소하더라도 최고의 유동성을 발휘
합니다. 고 위치정밀도와 고 반복정밀도이면서 매우 조용한 동작을 하는
것이 이 AT시리즈의 주된 특징입니다.

큰 중앙 공간은 기계를 통하여 장비(케이블이
나 호스)들의 통과를 쉽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서보모터 드라이브와 컨트롤 시스템을 포함할
수 도 있고 요청에 따라서 고객이 제공하는
시스템과의 접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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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T Series is controlled by a servo motor in conjunction with
a planetary gear and mechanical transmission. With a very small
dimensional footprint, the system offers a great deal of flexibility
due to the programmable working positions that can be varied
freely at any time for any application. The high accuracy and great
repeatability for positioning, in addition
to a linear as well as an extremely quiet
operation are the main features of the AT
Series.
The large central opening allows for the
easy flow of equipment (cables, pipes,
etc) through the machine. The servomotor
drive and control system are included
with the unit, or if requested, the AT
Series ring can be prepared to receive a
customer supplied system.

OSCILLATORS AND INTERMITTENT DRIVES WITH
ORTHOGONAL AXES
표준 사각 간헐 드라이브는 로터리 인덱스테이블과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차이점은 일반 간헐회전 운동을 하는 것과 오실레이
팅 하는 것이 있으며 인덱싱테이블과 같은 상부 회전판이 아닌 출
력 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컴팩트하고 크기를 최소
화한 형태는 요구 조건에 따라
서 다른 방향이 필요할 때 유
용합니다. 오실레이터는 기본
적으로 크기가 표준 간헐 드라
이브와 같으나 다른 방식의 드
라이브 캠이 장착되어있어서
일정한 입력 속도를 가감속을
가지고 오실레이팅 왕복운동을
하는 출력으로 전환합니다.

직각축 형의 오실레이터 및
표준 간헐 사각 드라이브

The intermittent drive works on the same principal as the rotary
index table. The difference is that both the oscillator and Intermittent
drives have an output shaft rather than an indexing table top
or disc. The compact and minimalistic shape makes the units
easily applicable when placed in different orientations within the
final machine requirements. The
Oscillator is dimensionally the same
as the Intermittent Drive. But it is
equipped with a different drive cam
that transforms a constant input
speed into an oscillating output
with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inherent to the mechanism. Specific
dwells or pauses can be achieved
by simply designing the internal cam
and the incorporation of cam follower
bearings to ride in the rib of the
cam. With minimal mass and inertia
rapid movement of the machine is
achievable.

OT/IT SERIES / OT/IT 시리즈

OSCILLATORS AND INTERMITTENT
PARALLEL DRIVES
이 제품의 중요성은 입력과 반대편에 평행하게 있는 출력이 동일
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8가지의 정지 패턴을 가지고
있거나 오실레이팅하는 출력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이 제품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된 평탄한
캠 프로파일과 아이들 롤러를 적용하여 간헐 및 오실레이팅 출력
이 가능합니다. 고 정밀이 필요하지 않은 저가의 로터리 턴 테이
블의 대체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평행축 형의 오실레이터 및
표준 간헐 드라이브

The significance of this product is that the input of the drive is
equally matched with output on the opposing side of the unit with
variations in station patterns from One to Eight or in the case of the
oscillator output displacement angles that may be required. This is
an alternative to orthogonal machines and drives. In applying double
flat cam profiles in conjunction with additional idle rollers intermittent
and oscillating outputs are achieved. They are low cost alternatives
to Rotary Turn Tables where higher precision is not required.

AP SERIES / AP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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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QUE INDEX TABLE
토크인덱스테이블은 기계적인 로터리인덱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전기적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원리는 리니어 모터를 기하학적
으로 원형 형태로 적용한 것입니다. 토크테이블의 하우징이 고정
자(stator)역할을 하며 테이블의 회전베어링을 부착한 매그네틱 드
럼이 회전자(rotor)역할을 합니다. 이는 기어나 기어박스 기타 전
달장치 없이 전력이 직접 회전체를 돌
리는“direct drive system”을 의미합
니다.
토크 인덱스테이블의 장점은 높은 가속
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 높은 정밀도로 백래시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큰 중
앙 홀을 가지고 있으며 재 프로그램이
가능하여 사용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
다. 이 제품은 어느 컨트롤러나 모터제
품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토크 인덱스 테이블
The Torque Index Table is an electronic alternative to a mechanical
rotary index table. The principal behind this product is that of a
linear motor with the components arranged in a circular geometry.
The Fixed part (stator) is integrated into the Torque Tables housing,
while the rotating component (rotor) is applied as a magnetic drum
that is affixed to the table’s rotating bearing. This means that this
is a “direct drive system”, wherein the
power is transferred directly to rotary
component without the aid of gears or
gear boxes or other transmissions.
The advantages of the Torque Index
Tables are a higher value of acceleration;
faster speeds; greater precision; and
a total absence of backlash. Other
advantages are a large center hole and
the possibility of reprogramming and
thus reapplying the Torque Index Table
without limitations. The unit is supplied
to be driven by any controller and motor
manufacturer.

TK SERIES / TK 시리즈

MANIPOLATOR
매니퓰레이터는 지정된 위치에 부품이나 제품을 핸들링하는데 사
용됩니다. 또한“pick and place”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종류가
있어서 선택이 넓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이 없으며 정밀하고
정확한 위치제어가 가능합니다. 매니퓰레이터는 캠 변위를 이용한
기계적 장치로 혹은 직선 이나 각 운동을 하는 전기적 장치로도
제공됩니다. 이 제품은 높은 반복 정밀도, 높은 생산성, 컴팩한 디
자인, 최소한의 입력 힘 그리고 저 비용의 유지보수가 주요 장점
입니다. 또한 저비용으로 다른 기계장비와의 동기가 가능합니다.

Manipulators enable the handling of components or parts
between predefined points. Also known as a “pick and
place”, a wide range of operations with exacting and precise
locating is available with the absence of vibration and at very
fast speeds. Manipulators are offered as a mechanical devise
that incorporatescam displacement or as an electronic devise
employing a linear and/or angular movement. High repeatability,
compactness, minimum input power, and low maintenance are
important features of the Autorotor Manipulators. Together the
ability to synchronize with other mechanical equipment makes
applying manipulators and easy and distinct opportunity for
higher productivity with low cost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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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퓰레이터

ROTARY
INDEX TABLES
SERIES 5

로터리 인덱스 테이블 시리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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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D INDE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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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싱 제어 기술

AUTOROTOR는 고속의 기계적인 전달 및 포지셔닝 용으로 전

AUTOROTOR has developed a full range of indexing devices for high

반적인 인덱싱 장비를 개발하여 왔습니다. 이 장비들은 당사의

speed mechanical transfer and pieces positioning. Reliability and

축적된 경험과 보다 나은 기술적인 솔루션을 위한 끊임없는 연

performance of these equipments stem from our experience and

구로 신뢰성 및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unending research for better technological solutions.

왜 회전 및 간헐적 운동이 필요한가

WHY ROTATING AND INTERMITTENT

생산성, 고속, 정밀도, 저소음, 저비용 등의 요구조건들이 필요

When requirements are: productivity, high speed, accuracy, low noise,

할 때 기계적이고 간헐적 회전시스템이 그 해결방안이 될 수

low running cost, experience has clearly shown that the mechanical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rotary intermittent system is the answer.

로터리 인덱싱테이블 시리즈 5

ROTARY INDEXING TABLE SERIES 5

AUTOROTOR 로터리 인덱싱 테이블 시리즈 5는 입력축에 일정

AUTOROTOR ROTARY INDEXING TABLE series 5 is a mechanical

한 회전을 전달하여 출력회전판을 간헐적으로 회전시키는 기

square axis unit to transform the uniform rotation of inlet shaft in an

계적인 장치 입니다.

intermittent rotation of output disk.

표준 인덱싱 범위는 2 에서 32 stop 까지이고 요청에 따라서

The number of standard indexings ranges from 2 up to 32. From 32

32에서 540까지 가능합니다.

up to 540 indexings on request.

인덱싱 테이블은 보통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Indexing tables are generally mounted on:

- 조립장비

- Assembling machines

- 포장장비

- Packing equipments

- 제조장비

- Manufacturing equipments

- 자동용접장비

- Automated welding machines

- 이송장비

- Movement devices

- 가공장비

- Machining isles

- 충전장치

- Filling machines

- 프린팅장비

- Printing machines

- 기타

- Etc.

장점

ADVANTAGES

주요 장점은

The main pros are:

- 전반적으로 고속이면서 연속적인 변위이동 제어

- High speed continuous and totally controlled displacemenl

- 높은 빈도수에도 부드러운 작동

- Smooth running also at high frequence.

- 정지구간에서의 자체 록킹 기능

- Self-Iocking in dwell position,

- 높은 반복정밀도

- High repeatability

- 낮은 유지보수

- Low maintenance.

- 낮은 설치 비용

- Low installed power

변위 이송을 위한 기계적 구동장치
T5 SERIES

DRIVE OF THE DISPLACEMENT

변위 이송을 위한 기계적 구동장치

MECHANICAL DRIVE OF
THE DISPLACEMENT

● 고속의 연속 이송
● 정지구간의 자체 록킹기능
● 높은 반복 정밀도
● 무 진동
● 낮은 유지보수
● 낮은 설치 비용

● High speed continuous displacement
● Self-looking in dwell position
● High repeatability
● No vibrations
● Low maintenance
● Low installe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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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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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도처리되고 곡면형태를 가지고 있는 높은 인장력의 강철 캠

2.

고강성의 대형사이즈 캠 팔로워

3.

최대한 낮은 면에 롤러베이링들이 설치 되어있는 인덱싱 회전판

4.

반대편에 원추형 롤러베이링이있는 입력 캠 샤프트

5.

중공 허브

6.

keyway가 있는 입력 축

7.

가공처리된 표면

8.

씰링된 주철 케이스로 긴 수명을 위한 그리스 내장

High tensile steel cam with hardened and round profiles
Oversize section cam followers - They bear high load rigidita
Indexing disk - Followers mounted on the lower plane
Input power cam shalf on opposite conical roller bearings
Central hollowed fix hub
Inlet power shalf with keyway
Machined planes for flat contact
Sealed cast iron case (long life grease lubrication

로터리 테이블의 특징

OPERATING PRICIPLE
AUTOROTOR 로터리 인덱싱 테이블 시리즈 T5는 기계적으로 사

AUTOROTOR ROTARY INDEXING TABLE series TA5 is a

각 축 형태의 장치입니다. 롤러들을 갖고 있는 캠이 입력축에 일

mechanical square axis device.

정한 회전을 전달함으로써 출력축에 미리 정해진 간헐적인 회전
운동을 발생시킵니다. 캠의 형상에 따라서 디스크의 회전을 결정
합니다. 즉, 수치적인 이동 곡선과 결정된 정지구간과 관련이 있
습니다. 작동원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DESCRIPTION
완벽한 작업 사이클을 위해서는 360도를 완전히 회전하였을
때 출력 인덱싱 회전판의 이송 및 정지 구간을 포함한 입력축
을 필요로 합니다. 캠축은 그 프로파일을 따라서 구동하여 캠
팔로워를 움직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
세요.)
캠 롤러들은 인덱스회전판의 일부이기
때문에 캠축은 적어도 2개의 연결된 롤
러들을 회전시켜 간헐적으로 회전판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인덱스 회전판이
항상 일정하게 전 사이클을 움직이는
동안 이송과 정지를 진행합니다.
이송 작동중 캠축의 정해진 역할에 의
해서회전판의 회전 형태를 전달하게 됩
니다. 이는 전체 작업의 계획아래에서
(특정 가감속을 가지고) 작동하게 됩니
다. 정지구간에서도 연결된 캠의 형상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A mechanical cam with followers transforms the inlet shaft
uniform rotation into a predeterminated intermittent rotation at the
outlet. The cam shape causes the disk rotation, which follows
mathematically set movement curves, and a well defined dwell
period. The principle of operation is shown below.

설명
For a complete operating cycle it is necessaty the full rotation
(360°) of the input shaft with a transfer and a dweli period of
the output indexing disk. The cam rib drives along its profiles
the cam followers 3. (see picture on the left).
As the cam followers are part of the index disk, when the cam
rib rotates the engaged followers,
which are always at least two,
make the disk to move in an
intermittent way. The index disk
is constantly driven through the
full cycle, during the transfer and
the dwell portion.
During the transfer motion the
engaged portion of the cam rib
transmits to the disk the type
of movement (with its peculiar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which has been planned in the
project during the dwell period
the configuration of the engaged
cam rib portion is square to the
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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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 SERIES

구동 원리

MOTION LAWS

모션규칙

우리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온 이론이나 계
산 값들의 경험들은 적절한 모션규칙을 선택할 수 있는 도움을 드
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ur direct experience as users of our product, naturally backed by
theory and calculation, hasled us to select the suitable motion laws.
They are:

CYCLOIDAL 혹은 SINUSOIDAL 형태(a)

CYCLOIDAL or SINUSOIDAL(a)

이것은 전혀 진동이 없는 이상적인 최적이 모션입니다.

It is considered the best one, as no considerable vibrations are
generated.

SINUSOIDAL DEVIATED 혹은 MODIFIED 형태(b)

SINUSOIDAL DEVIATED or MODIFIED(b)

이것은 Sinusoidal 곡선으로부터 나왔지만 좀 더 낮은 가속 성향
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 가속에서 최대 감속까지 좀더 부드
러운 경로로 나타납니다.

It stems from the sinusoidal cerve but has a lower acceleration
coefficent, this turns out in a smoother passage from maximum
acceleration to maximum decelation.

TRAPEZOIDAL MODIFIED 형태(c)

TRAPEZOIDAL MODIFIED(c)

이는 Cycloidal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곡선이 Steady한 상태를 유
지하는 동안 최저의 가속 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속도에서 늘어지는 구간이 있는 SINUSOIDAL
MODIFIED 형태(d)

이 모션은 SINUSOIDAL MODIFIED 형태와 비슷하지만 속도가 일
정한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속도에서 인덱싱 각이 다양해
지고 결과적으로 가속 계수가 다양해 질 수 있습니다.

MOTION LAWS DIA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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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derives from the cycloidal one It has the lowest acceleration
coefficent among the curves we have normalized.

SINUSOIDAL MODIFIED with a stretch at constant
speed(d)
This motion law is similar to the sinusoidalmodified one, but
has a period at constant speed. Varying the percentage of the
indexing angle at constant speed, the acceleration coefficent varies
consequently.

모션 규칙 다이어그램

Cycloidal 또는 Sinusoidal

Sinusoidal deviated 또는 Modified

Trapezoidal 또는 Modified

일정속도에서 늘어지는 구간이 있는 Sinusoidal Modified

ROTATION DIRECTION
표준 로터리 인덱스 테이블은 right hand 캠으로 공급됩니다. 입력

Standard rotare index table is supplied with right hand cam.

축에서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출력 축에서 반 시계방향으로 간

Clockwise rotation at inlet is transformed into counterclockwise

헐적인 회전운동을 하도록 전달됩니다. (아래그림 a를 보세요.)

intermittent rotation at outlet (see picture below “a”).

입력 축에서 left hand 캠과 시계방향의 회전은 출력 축에서 간헐

With left hand cam and clockwise rotation at inlet we have

적인 시계방향 회전을 전달합니다.

intermittent clockwise at outlet(see picture “b” below).

오른손캠

TABLE MACHINED SIDES

왼손캠

가공 처리한 테이블 면

보통 로터리 인덱싱 테이블은 A면과 B면을 가공 처리하여 공급합

Rotary indexing table is normally machined on planes A and B (D

니다. (D면은 요청에 따릅니다.) 설치 방법은 페이지 15을 참조하

on request). For mounting position see page 15.

세요. 몇몇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Some examples are shown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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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방향

REFERRING TO SET POINT

SET POINT에 대한 참조사항

표준 로터리 인덱싱테이블의 회전 캠

Rotating cam holder shaft of a

축은 셋 포인트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standard rotaty indexing table is
equipped with a keyway which can

있는 keyway가 있습니다. Keyway가

be used as set point reference.

테이블베이스에서 90도 위 방향위치

When the keyway is in upper

에 있을 때 인덱싱 메커니즘은 정확히

position, 90° to the table base,

정지구간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옆

the indexing

그림의 pos.1)

mechanism is exactly in the middle
of the dwell(see side-pict. pos. 1).

이중 프로파일의 캠 인덱싱 테이블의

In case of indexing table with

경우는 테이블 베이스로부터 keyway

double profile cam, when the

가 각각 90도 위 아래 위치에 있을

keyway is in upper or lower

때 인덱싱 메커니즘은 정확히 정지구

position, 90° to the table base,

간 중앙에 위치합니다. 이 특수한 경

the indexing mechanism is
exactly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우에는 단지 입력축의 한번 회전으로
출력 회전판은 두 번의 이송과 두 번의 정지를 하는 간헐적인 작
업을 수행합니다 (그림의 pos.2).

dwell. In this particular case the
output intermittent disk performs two tronsfer and two dwells with
only one rotation of the inlet power camshaft (see sidepict pos. 2).

SET MICROSWITCH

마이크로 스위치 설치

또한 로터리 인덱싱 테이블은 입력 축

The rotary indexing table can also

뒤 부분에 작은 캠에 의해 작동하는

be equipped with a microswitch

마이크로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습니

operated by a little cam on the

다. 캠에 의하여 발생하는 정지구간이

rear part of the inlet power shaft.

요구하는 조건보다 짧을 때 리미트 스

When the dwell period generated

위치가 브레이크모터를 정지 및 재 구

by the cam rotation is not long

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정지

enough for

시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operation's needs, said limit switch

스위치는 정지구간의 중앙에서 작동하

enables to stop and start an

도록 설치합니다.

electric brake motor and thus to

정지구간의 중간에 마이크로 스위치를 설치하고 캠을 조정함으로

control the dwell time to meet the above needs. The microswitch is

써 출력 측 회전판의 정지시간을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옆

set to operate in the middle of the dwell period.

그림을 참조하세요.)

Dwell time of output intermittent disk can be easily regulated by
setting cam and micro switch in an intermediate position of dwell (see
side-p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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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과 4번의 경우 추가적인 씰이 장착됩니다.

인덱스 테이블 설치 방법
T5 SERIES

INDEX TABLE OPERATING POSITION

In position 2 and 4 an additional seal is planned.

POWER DRIVE UNIT ASSEMBLING POSITION

파워드라이브 유니트 조립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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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EXAMPLE
Mu

daNm

토크 능력
(관련 표를
참조하세요.)

Capacity torque
(see relevant
tables)

Ma

DaNm

기동 마찰 토크

Start friction torque

Cv

속도 계수

Speed coefficient

Ca

가속도 계수

Acceleration
coefficient

K

전달 계수

Transmission
coefficient

각 변위

Displacement angle

Cr

강성 계수

Rigidity coefficient

Cd

수명 계수

Life coefficient

입력 사이클

Input cycles

a°, arad

° / rad

rpm

n

e

계산 예제

INPUT DATA / 입력 값
S

정지수

Number of stations

t1

s

인덱싱시간

Indexing time

b

°

캠각도

Cam transfer angle

270

수명 (사이클 x 106)

Life (cycles x 106)

40

mm

회전판 반경

Disk Radius

500

mm

회전판 두께

Disk thickness

20

mt

kg

회전판 질량

Disk mass

mp

kg

Work piece 질량 (홀더 포함)

Piece holder and piece mass

rp

mm

중심으로부터 거리

Distance from center

GF

daN

마찰 계수

Estimated friction force

10

rF

mm

중심으로부터 거리

Distance from center

350

마찰 계수

Friction coefficient

0.2
10

rd

m

≤0.7

123.5

FL

daN

이송 중의 외부하중

External load during transfer

rL

mm

중심으로부터 거리

Distance from center

1. 인덱싱 시간
56페이지에 있는 표로부터 0.64 s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속비 20/1, ne = 70 rpm, β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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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440

400

1. Indexing time
From table at pag.56 we can select a time of 0.64 s
(20/1 ratio, ne = 70 rpm, β 270°)

2. 총 관성 (kgm2)

2. Total inertia (kgm²)

작은 크기의 work piece와 홀더는 하나의 개체로 고려해도 되고 이
경우에 18페이지의14번으로 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Piece holders and pieces of small dimensions may be
considered as only one entity and sized as per case 14(tablc
at page18)

회전판의 경우는 18페이지의 1번으로 계산합니다.

The disk is sized as per case 1 (table at page 18)

The sum of the single inertia (single mass by single square
radius, i.e. distance of the mass from the center of the table)
generates the total inertia. The same total inertia could be got
by a single mass (sum of all the single masses) placed on a
theoretical radius. This radius is called “equivalent gyration
radius”

변위시간과 최대 가능회전반경의 관련 표를 보면, 적절한 테이블은
T35 입니다. 이 것의 Mu 값은 152 daNm 입니다. (관련 표를
참조하세요.)

Look at the table displacement time -maximum equivalent
gyration radius. The suitable table comes out to be the T35
model; its Mu is 152 daNm (see relevant tables)

3. 토크 (daNm)

3. Torque (daNm)

테이블에 작용하는 전체 동정격 토크 Md는 관성모멘트인 Mj 와

The total dynamic torque Md applied to the table is the sum
of the moment generated by inertia Mj, the torque generated
by the friction Mf and Ml, the side torque generated by the
tangential component of the external forces acting on the table
disc during the motion

마찰 토크인 Mf 그리고 작업 동안 테이블회전판에 작용하는 외부
힘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 토크 Ml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4. 최대 토크 Mv1 (daNm)

T5 SERIES

테이블의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질량에 의한 개별 관성들의 합으로
전체 관성을 계산합니다.
이 반경을 “허용 회전 반경”이라 합니다.

4. Maximum torque Mv1 (daNm)

최대 토크 Mv1은 동정격 토크에 강성계수와 수명 계수를 곱한 The maximum torque Mv1 is the dynamic torque multiplied by the
값입니다. 이 계수들은 입력과 출력 측의 전달 강성에 의하여 rigidity coefficient and the life coefficient. This latter coefficient
depends on the transmission rigidity at the input and output.
정해집니다.

Mv1값이 선정표에서 Mu값보다 낮은지 확인하여 올바른 테이블 To check that the chosen table is the right one the Mv1 of the
선정을 합니다.
application must be lower than the Mu of the selected table

5. 입력 토크 Me (daNm)

5. Inlet torque Me (daNm)

아래 공식은 Me (입력토크), Ma (기동마찰토크), Mf (마찰에 의해 The formula below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Me (input
발생하는 토크), Ml (작업부하토크), Mj (외부관성토크) 그리고 Mi torque), Ma (start friction torque), Mf (torque generated by
friction), Ml (generated by forces in dwell) Mj (generated by
(내부관성토크) 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ternal inertia) and Mi (generated by internal inertia)

수명계수가 더해진 Me는 적절한 감속기를 선택하기 위하여 Me multiplied by life coefficient is needed to size the
전달장치의 치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밍벨트의 치수)
transmission (dimension of the timing belt for instance) and/or to
select the suitable reducer

6. 최대 출력 (kw)
필요로 하는 최대출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6. Power peak (kw)
It is the maximum power required by the application.
The formula to get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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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 OF MASS INERTIA-J[kgm²]

동일 축 선상에서 실린더가 회전하는
형태

축과 평행하게 떨어져 있는 실린더가
회전하는 형태

동일 축 선상에서 중공실린더가 회전
하는 형태

축과 평행하게 떨어져 있는 실린더가
회전하는 형태

축이 직각으로 눕힌 실린더의 중앙을
지나면서 실린더가 회전하는 형태

축이 직각으로 눕힌 실린더의 중앙을
지나면서 중공실린더가 회전하는 형태

평행 육면체가 정 중앙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형태

축이 직각으로 눕힌 길고 얇은 원형
봉의 중앙을 지나면서 회전하는 형태

질량이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

참조 : 질량단위(㎏), 길이단위(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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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 관성 모멘트-J[kgm2]

실린더가 직각으로 누워서 축 주변을
회전하는 형태

중공실린더가 직각으로 누워서 축 주
변을 회전하는 형태

축과 평행하게 떨어져 있는 평행육면
체가 회전하는 형태

축에 직각으로 눕힌 원형 봉이 축과
떨어져서 회전하는 형태

질량이 어느 한 점에 집중되어 회전
하는 형태

LIFE COEFFICIENT

T5 SERIES

수명계수

강함/강함
강함/중간강함
강함/탄력적
중간강함/탄력적
탄력적/탄력적

RIGIDITY COEFFICIENT

강성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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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RY INDEX TABLE

T 10

로터리 인덱스 테이블
정지수

캠프로파일

캠회전각

표준사양

주문사양

TOLERANCES OF ROTARY INDEX TABLES

로터리 인덱스의 공차범위
(STANDARD±…)=±(㎜)

반복정밀도 / Repeatability:
(SPECIAL±…)=± (㎜)

회전판 평탄도 / Disc flatness:

회전판 편심도 / Disc eccen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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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AXIAL AND RADIAL LOADS

축방향하중[daN]

T5 SERIES

최대 축방향 하중 및 레이디알 하중

레이디알하중[daN]

인덱스 회전판의 최대하중
하중값
축방향

토크
레이디알

굽힘모멘트

오버터닝모멘트

최대허용정지토크

START FRICTION TORQUE Ma

기동마찰토크 Ma 0.6 [daNm]

내부관성 모멘트 / Internal moment of inertia Ja - Kgm²

정지수 / Number of stations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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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EQUIVALENT RADIUS OF GYRATION

최대 허용 회전반경

이동시간(S)

테이블 회전판의 조립체결방법

2-Ø4.5 깊이 12 맞춤 핀홀

ASSEMBLING THREADED HOLES ON TABLE DISK

4-M5 깊이 12
※ 체결부 사양변경 시 별도 문의 바랍니다.
To select bolt holes circle contact our technica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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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부

(고정부)

무게

T5 SERIES

로터리 인덱스 테이블

Kg. 9.5
표면B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고정부)
4-Ø6.8

2-Ø5H7 표면 A가공
4-M5 표면 A가공

4-M6 표면 B가공

단면

단면
4-M6
고정부의 센터써클거리 M5, 홀의
최대깊이 12 (요청에 따른 변경 가능)

또는/or

표면A

볼트 홀사양의 변경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파워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 거리

(카다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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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RY INDEX TABLE

T 15

로터리 인덱스 테이블
정지수

캠프로파일

캠회전각

표준사양

주문사양

TOLERANCES OF ROTARY INDEX TABLES

로터리 인덱스의 공차범위
(STANDARD±…)=±(㎜)

반복정밀도 / Repeatability:
(SPECIAL±…)=± (㎜)

회전판 평탄도 / Disc flatness:

회전판 편심도 / Disc eccen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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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AXIAL AND RADIAL LOADS

축방향하중[daN]

T5 SERIES

최대 축방향 하중 및 레이디알 하중

레이디알하중[daN]

인덱스 회전판의 최대하중
하중값
축방향

토크
레이디알

굽힘모멘트

오버터닝모멘트

최대허용정지토크

START FRICTION TORQUE Ma

기동마찰토크 Ma 0.9 [daNm]

내부관성 모멘트 / Internal moment of inertia Ja - Kgm²

정지수 / Number of stations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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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EQUIVALENT RADIUS OF GYRATION

최대 허용 회전반경

이동시간(S)

2-Ø5.5 깊이 15 맞춤 핀홀

ASSEMBLING THREADED HOLES ON TABLE DISK

4-M6 깊이 15
26

테이블 회전판의 조립체결방법

(고정부)

T5 SERIES

로터리 인덱스 테이블

회전부

무게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고정부)

2-Ø8H7 깊이15 표면 A가공
4-M6 표면 A가공

단면

단면
4-Ø8.6
표면A
8-M5
2-Ø5H7 관통구멍

고정부의 센터써클거리 M5, 홀의
최대깊이 15 (요청에 따른 변경 가능)

4-M8

파워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 거리

(카다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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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RY INDEX TABLE

T 25

로터리 인덱스 테이블
정지수

캠프로파일

캠회전각

표준사양

주문사양

TOLERANCES OF ROTARY INDEX TABLES

로터리 인덱스의 공차범위
(STANDARD±…)=±(㎜)

반복정밀도 / Repeatability:
(SPECIAL±…)=± (㎜)

회전판 평탄도 / Disc flatness:

회전판 편심도 / Disc eccentricity:

28

MAX AXIAL AND RADIAL LOADS

축방향하중[daN]

T5 SERIES

최대 축방향 하중 및 레이디알 하중

레이디알하중[daN]

인덱스 회전판의 최대하중
하중값
축방향

토크
레이디알

굽힘모멘트

오버터닝모멘트

최대허용정지토크

START FRICTION TORQUE Ma

기동마찰토크 Ma 1.4 [daNm]

내부관성 모멘트 / Internal moment of inertia Ja - Kgm²

정지수 / Number of stations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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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EQUIVALENT RADIUS OF GYRATION

최대 허용 회전반경

이동시간(S)

2-Ø7.5 깊이 20 맞춤 핀홀

ASSEMBLING THREADED HOLES ON TABLE DISK

4-M8 깊이 20

30

테이블 회전판의 조립체결방법

T5 SERIES

(고정부)

로터리 인덱스 테이블

회전부

무게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고정부)

4-Ø9

4-M8 깊이 20 표면 A가공
Ø8H7 깊이 15 표면 A가공

단면

단면
4-M8
표면A
2-Ø6H7 관통구멍

고정부의 센터써클거리 M8, 홀의
최대깊이 20 (요청에 따른 변경 가능)

4-Ø9 관통구멍
파워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 거리

8-M6
(카다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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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RY INDEX TABLE

T 35

로터리 인덱스 테이블
정지수

캠프로파일

캠회전각

표준사양

주문사양

TOLERANCES OF ROTARY INDEX TABLES

로터리 인덱스의 공차범위
(STANDARD±…)=±(㎜)

반복정밀도 / Repeatability:
(SPECIAL±…)=± (㎜)

회전판 평탄도 / Disc flatness:

회전판 편심도 / Disc eccen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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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AXIAL AND RADIAL LOADS

축방향하중[daN]

T5 SERIES

최대 축방향 하중 및 레이디알 하중

레이디알하중[daN]

인덱스 회전판의 최대하중
하중값
축방향

토크
레이디알

굽힘모멘트

오버터닝모멘트

최대허용정지토크

START FRICTION TORQUE Ma

기동마찰토크 Ma 2.0 [daNm]

내부관성 모멘트 / Internal moment of inertia Ja - Kgm²

정지수 / Number of stations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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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EQUIVALENT RADIUS OF GYRATION

최대 허용 회전반경

이동시간(S)

2-Ø7.5 깊이 25 맞춤 핀홀

ASSEMBLING THREADED HOLES ON TABLE DISK

34

6-M8 깊이 25

테이블 회전판의 조립체결방법

(고정부)

T5 SERIES

로터리 인덱스 테이블
회전부

무게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고정부)

4-Ø9

4-M8 깊이 22 표면 A가공

2-Ø8H7 관통구멍

2-Ø8H7 깊이 20 표면 A가공

단면
표면A

4-M10

단면

고정부의 센터써클거리 M8, 홀의
최대깊이 25 (요청에 따른 변경 가능)

4-Ø11 관통구멍
파워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 거리
(카다록 참고)

8-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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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RY INDEX TABLE

T 55

로터리 인덱스 테이블
정지수

캠프로파일

캠회전각

표준사양

주문사양

TOLERANCES OF ROTARY INDEX TABLES

로터리 인덱스의 공차범위
(STANDARD±…)=±(㎜)

반복정밀도 / Repeatability:
(SPECIAL±…)=± (㎜)

회전판 평탄도 / Disc flatness:

회전판 편심도 / Disc eccen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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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AXIAL AND RADIAL LOADS

축방향하중[daN]

T5 SERIES

최대 축방향 하중 및 레이디알 하중

레이디알하중[daN]

인덱스 회전판의 최대하중
하중값
축방향

토크
레이디알

굽힘모멘트

오버터닝모멘트

최대허용정지토크

START FRICTION TORQUE Ma

기동마찰토크 Ma 3.5 [daNm]

내부관성 모멘트 / Internal moment of inertia Ja - Kgm²

정지수 / Number of stations - S

37

MAXIMUM EQUIVALENT RADIUS OF GYRATION

최대 허용 회전반경

이동시간(S)

2-Ø9.5 깊이 25 맞춤 핀홀

ASSEMBLING THREADED HOLES ON TABLE D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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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10 깊이 25

테이블 회전판의 조립체결방법

T5 SERIES

(고정부)

로터리 인덱스 테이블

회전부

무게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고정부)

4-Ø9

4-M8 깊이 20 표면 A가공

4-M10 깊이 24 표면 A가공

4-M12

부터

표면A

8-M8

단면

까지

단면

2-Ø10H7 관통구멍

2-Ø10H7 깊이 20 표면 A가공

고정부의 센터써클거리 M8, 홀의
최대깊이 25 (요청에 따른 변경 가능)

4-Ø12.2 관통구멍
파워드라이브 유니트의
(카다록 참고)
센터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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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RY INDEX TABLE

T 65

로터리 인덱스 테이블
정지수

캠프로파일

캠회전각

표준사양

주문사양

TOLERANCES OF ROTARY INDEX TABLES

로터리 인덱스의 공차범위
(STANDARD±…)=±(㎜)

반복정밀도 / Repeatability:
(SPECIAL±…)=± (㎜)

회전판 평탄도 / Disc flatness:

회전판 편심도 / Disc eccen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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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AXIAL AND RADIAL LOADS

축방향하중[daN]

T5 SERIES

최대 축방향 하중 및 레이디알 하중

레이디알하중[daN]

인덱스 회전판의 최대하중
하중값
축방향

토크
레이디알

굽힘모멘트

오버터닝모멘트

최대허용정지토크

START FRICTION TORQUE Ma

기동마찰토크 Ma 5.0 [daNm]

내부관성 모멘트 / Internal moment of inertia Ja - Kgm²

정지수 / Number of stations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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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EQUIVALENT RADIUS OF GYRATION

최대 허용 회전반경

이동시간(S)

2-Ø11.5 깊이 30 맞춤 핀홀

ASSEMBLING THREADED HOLES ON TABLE DISK

42

8-M12 깊이 30

테이블 회전판의 조립체결방법

고정부의 센터써클거리 M12, 홀의
최대깊이 30 (요청에 따른 변경 가능)

무게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고정부)

4-Ø9

4-M12 깊이 30 표면 A가공

2-Ø12H7 깊이 30 표면 A가공
4-M14 깊이 30 표면 A가공

단면

표면A

단면

멍

2-ØØ12H7 관통구

4-M16

4-Ø17 관통구멍
8-M10
파워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 거리

(카다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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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 SERIES

(고정부)

로터리 인덱스 테이블

ROTARY INDEX TABLE

T 75

로터리 인덱스 테이블
정지수

캠프로파일

캠회전각

표준사양

주문사양

TOLERANCES OF ROTARY INDEX TABLES

로터리 인덱스의 공차범위
(STANDARD±…)=±(㎜)

반복정밀도 / Repeatability:
(SPECIAL±…)=± (㎜)

회전판 평탄도 / Disc flatness:

회전판 편심도 / Disc eccen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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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AXIAL AND RADIAL LOADS

축방향하중[daN]

T5 SERIES

최대 축방향 하중 및 레이디알 하중

레이디알하중[daN]

인덱스 회전판의 최대하중
하중값
축방향

토크
레이디알

굽힘모멘트

오버터닝모멘트

최대허용정지토크

START FRICTION TORQUE Ma

기동마찰토크 Ma 5.5 [daNm]

내부관성 모멘트 / Internal moment of inertia Ja - Kgm²

정지수 / Number of stations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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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EQUIVALENT RADIUS OF GYRATION

최대 허용 회전반경

이동시간(S)

2-Ø11.5 깊이 30 맞춤 핀홀

ASSEMBLING THREADED HOLES ON TABLE D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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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12 깊이 130

테이블 회전판의 조립체결방법

고정부의 센터써클거리 M12, 홀의
최대깊이 30 (요청에 따른 변경 가능)

무게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회전부
(고정부)

4-M12 깊이 30 표면 A가공

2-Ø12H7 깊이 30 표면 A가공
Ø

4-M14 깊이 30 표면 A가공

표면A
단면

4-M16

단면
2-Ø12H7 관통구멍

4-Ø17 관통구멍
8-M6
파워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 거리
(카다록 참고)

8-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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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 SERIES

로터리 인덱스 테이블

ROTARY INDEX TABLE

T 95

로터리 인덱스 테이블
정지수

캠프로파일

캠회전각

표준사양

주문사양

TOLERANCES OF ROTARY INDEX TABLES

로터리 인덱스의 공차범위
(STANDARD±…)=±(㎜)

반복정밀도 / Repeatability:
(SPECIAL±…)=± (㎜)

회전판 평탄도 / Disc flatness:

회전판 편심도 / Disc eccen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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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AXIAL AND RADIAL LOADS

축방향하중[daN]

T5 SERIES

최대 축방향 하중 및 레이디알 하중

레이디알하중[daN]

인덱스 회전판의 최대하중
하중값
축방향

토크
레이디알

굽힘모멘트

오버터닝모멘트

최대허용정지토크

START FRICTION TORQUE Ma

기동마찰토크 Ma 8.5 [daNm]

내부관성 모멘트 / Internal moment of inertia Ja - Kgm²

정지수 / Number of stations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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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EQUIVALENT RADIUS OF GYRATION

최대 허용 회전반경

이동시간(S)

테이블 회전판의 조립체결방법

2-Ø16H7 깊이 40 맞춤 핀홀

핀홀

ASSEMBLING THREADED HOLES ON TABLE D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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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16 깊이 40

부터

고정부의 센터써클거리 M16, 홀의
최대깊이 40 (요청에 따른 변경 가능)

까지

무게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회전부
(고정부)

2-Ø12H7 깊이 30 표면 A가공

6-M16 깊이 30 표면 A가공

단면
4-M20

표면A

단면

2-Ø16H7 관통구멍

파워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 거리
(카다록 참고)

8-M12

4-Ø20.7 관통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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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 SERIES

로터리 인덱스 테이블

ROTARY INDEX TABLE

T 105

로터리 인덱스 테이블
정지수

캠프로파일

캠회전각

표준사양

주문사양

TOLERANCES OF ROTARY INDEX TABLES

로터리 인덱스의 공차범위

(STANDARD±…)=±(㎜)

반복정밀도 / Repeatability:
(SPECIAL±…)=± (㎜)

회전판 평탄도 / Disc flatness:

회전판 편심도 / Disc eccen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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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AXIAL AND RADIAL LOADS

축방향하중[daN]

T5 SERIES

최대 축방향 하중 및 레이디알 하중

레이디알하중[daN]

인덱스 회전판의 최대하중
하중값 / combined
축방향

레이디알

토크 / torque
굽힘모멘트

오버터닝모멘트

최대허용정지토크

START FRICTION TORQUE Ma

기동마찰토크 Ma 13.0 [daNm]

내부관성 모멘트 / Internal moment of inertia Ja - Kgm²

정지수 / Number of stations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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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EQUIVALENT RADIUS OF GYRATION

최대 허용 회전반경

이동시간(S)

2-Ø15.5 깊이 20 맞춤 핀홀

ASSEMBLING THREADED HOLES ON TABLE D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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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16 깊이 40

테이블 회전판의 조립체결방법

부터

고정부의 센터써클거리 M8, 홀의
최대깊이 25 (요청에 따른 변경 가능)

까지

무게
회전부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고정부)

2-Ø12H7 깊이 30 표면 A가공

6-M16 깊이 30 표면 A가공

단면
4-M20

표면A

단면

2-Ø20H7 관통구멍

파워드라이브 유니트의
(카다록 참고)
센터 거리

8-M12
4-Ø25 관통구멍

55

T5 SERIES

로터리 인덱스 테이블

INDEX TIME

56

인덱스 타임

효

율

감속비

분당회전수

싸이클타임

캠회전각

효

율

감속비

분당회전수

싸이클타임

캠회전각

효

율

감속비

분당회전수

싸이클타임

캠회전각

효

율

감속비

분당회전수

싸이클타임

캠회전각

Maximun Output Torque
형 번

캠프로파일

캠회전각

정정격출력토크

분당 회전수별 동정격 출력토크

T5 SERIES

정지수

사양별 최대 출력 토크
계수값

● 2줄 프로파일캠 - double profile cam
※ 3줄 프로파일캠 - triple profile cam

*

57

Maximun Output Torque
정지수

형 번

캠프로파일

● 2줄 프로파일캠 - double profile cam
※ 3줄 프로파일캠 - triple profile cam

*

58

캠회전각

정정격출력토크

사양별 최대 출력 토크
분당 회전수별 동정격 출력토크

계수값

Maximun Output Torque
형 번

캠프로파일

캠회전각

정정격출력토크

분당 회전수별 동정격 출력토크

T5 SERIES

정지수

사양별 최대 출력 토크
계수값

● 2줄 프로파일캠 - double profile cam
※ 3줄 프로파일캠 - triple profile cam

*

59

Maximun Output Torque
정지수

형 번

캠프로파일

● 2줄 프로파일캠 - double profile cam
※ 3줄 프로파일캠 - triple profile cam

*

60

캠회전각

정정격출력토크

사양별 최대 출력 토크
분당 회전수별 동정격 출력토크

계수값

Maximun Output Torque
형 번

캠프로파일

캠회전각

정정격출력토크

분당 회전수별 동정격 출력토크

T5 SERIES

정지수

사양별 최대 출력 토크
계수값

● 2줄 프로파일캠 - double profile cam
※ 3줄 프로파일캠 - triple profile cam

*

61

Maximun Output Torque
정지수

형 번

캠프로파일

● 2줄 프로파일캠 - double profile cam
※ 3줄 프로파일캠 - triple profile cam

*

62

캠회전각

정정격출력토크

사양별 최대 출력 토크
분당 회전수별 동정격 출력토크

계수값

Maximun Output Torque
형 번

캠프로파일

캠회전각

정정격출력토크

분당 회전수별 동정격 출력토크

T5 SERIES

정지수

사양별 최대 출력 토크
계수값

● 2줄 프로파일캠 - double profile cam
※ 3줄 프로파일캠 - triple profile c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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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n Output Torque
정지수

형 번

캠프로파일

● 2줄 프로파일캠 - double profile cam
※ 3줄 프로파일캠 - triple profile c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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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회전각

정정격출력토크

사양별 최대 출력 토크
분당 회전수별 동정격 출력토크

계수값

Maximun Output Torque
형 번

캠프로파일

캠회전각

정정격출력토크

분당 회전수별 동정격 출력토크

T5 SERIES

정지수

사양별 최대 출력 토크
계수값

● 2줄 프로파일캠 - double profile cam
※ 3줄 프로파일캠 - triple profile c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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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n Output Torque
정지수

형 번

캠프로파일

● 2줄 프로파일캠 - double profile cam
※ 3줄 프로파일캠 - triple profile cam

*

66

캠회전각

정정격출력토크

사양별 최대 출력 토크
분당 회전수별 동정격 출력토크

계수값

Maximun Output Torque
형 번

캠프로파일

캠회전각

정정격출력토크

분당 회전수별 동정격 출력토크

T5 SERIES

정지수

사양별 최대 출력 토크
계수값

● 2줄 프로파일캠 - double profile cam
※ 3줄 프로파일캠 - triple profile c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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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n Output Torque
정지수

형 번

캠프로파일

● 2줄 프로파일캠 - double profile cam
※ 3줄 프로파일캠 - triple profile c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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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회전각

정정격출력토크

사양별 최대 출력 토크
분당 회전수별 동정격 출력토크

계수값

Maximun Output Torque
형 번

캠프로파일

캠회전각

정정격출력토크

분당 회전수별 동정격 출력토크

T5 SERIES

정지수

사양별 최대 출력 토크
계수값

● 2줄 프로파일캠 - double profile cam
※ 3줄 프로파일캠 - triple profile c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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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n Output Torque
정지수

형 번

캠프로파일

● 2줄 프로파일캠 - double profile cam
※ 3줄 프로파일캠 - triple profile cam

*

70

캠회전각

정정격출력토크

사양별 최대 출력 토크
분당 회전수별 동정격 출력토크

계수값

Maximun Output Torque
형 번

캠프로파일

캠회전각

정정격출력토크

분당 회전수별 동정격 출력토크

T5 SERIES

정지수

사양별 최대 출력 토크
계수값

● 2줄 프로파일캠 - double profile cam
※ 3줄 프로파일캠 - triple profile cam

*

71

Maximun Output Torque
정지수

형 번

캠프로파일

● 2줄 프로파일캠 - double profile cam
※ 3줄 프로파일캠 - triple profile c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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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회전각

정정격출력토크

사양별 최대 출력 토크
분당 회전수별 동정격 출력토크

계수값

캠위치 센서의 치수
T5 SERIES

OVERALL DIMENSIONS OF CAM / SET MICROSWITCH
기계식

전기식

73

ROTARY INDEX TABLE

고객 체크 사항

인덱스

제 품 명

고 객 명

요청사항

연 락 처

날

담 당 자

짜

구동장치

인덱서에 들어오는 힘/부하
작업부하
반경

워크고정지그(8~14)

마찰력
마찰계수
반경
정지구간힘
반경

워크(8~14)

오버터닝
반지름/거리
굽힘력
반지름/거리

회전판(1~7)

축바향하중
레이디알하중
인덱스타임
Dwell타임
인덱스캠각
Dwell캠각
정지수

모터 정지
(도)
(도)

모터 구동
웜기어감속기(기계식 변속장치) 효율
기계수명 (100만) 표준 = 30

인덱서 중심축에서 회전하는 질량
회전판
P.18 관성모멘트표 참고

타입
강함

전체무게
외경
내경
길이
긴면길이
짧은면길이

기계식 전달
인덱서 입력
타입
예시
AUTOROTOR
강함
웜기어 감속기
인덱스 볼트 체결

중간강함

웜기어 감속기어
체인/타이밍벨트

중간강함

탄력적

변속장치에
체인/타이밍벨트

탄력적

인덱서 중심축에서 회전하는 질량
워크고정지그
P.18 관성모멘트표 참고

인덱서 출력
예시
상부판 인덱스
회전판에 직접고정
간헐구동컨베이어
체인 또는 마찰구동
변속장치에
체인/타이밍벨트

인덱서 중심축에서 회전하는 질량
기타
P.18 관성모멘트표 참고

전체무게
외경
내경
길이
긴면길이
짧은면길이
회전반경

전체무게
외경
내경
길이
긴면길이
짧은면길이
회전반경
관성모멘트
인덱서 중심축에서 회전하는 질량
워크
P.18 관성모멘트표 참고

전체무게
외경
내경
길이
긴면길이
짧은면길이
회전반경

인덱서 중심축에서 회전하는 질량
기타
P.18 관성모멘트표 참고
전체무게
외경
내경
길이
긴면길이
짧은면길이
회전반경

복잡한 구조의 구동조건에 대해서는 기본자료와 인덱스에 부하/하중값 및 도면을 함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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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LIST
T5 SERIES

ROTARY INDEX TABLE

A
U
T
O
R
O
T
O
R

18

S
R
L

18

18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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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ING RINGS
AR SERIES
인덱스 링 AR 시리즈

77

INDEXING RING

AR 510

인덱스 링

정지수

캠회전각

표준타입

TOLERANCES OF INDEXING RINGS

78

인덱스 링의 공차범위

●

반복정밀도 / Repeatability:

●

회전판 평탄도 / Disc flatness:

MAX OUTPUT TORQUE
캠 회전각

계 수 값

동정격출력토크 (da Nm) (Mu)
속도계수

가속도계수

전달계수

분당회전수 - Cycles/min.

AR SERIES

정정격출력토크
정지수

사양별 최대 허용출력토크

79

MAX LOADS

축방향하중[daN] / AXIAL LOAD[daN]

최대 허용하중

레이디알하중[daN] / RADIAL LOAD[daN]

축방향 하중

레이디알 하중

ASSEMBLING THREADED HOLES ON ROTATING DISK
8-M8 깊이18

80

강성 모멘트

링 디스크의 취부홀 위치

로터리 인덱스 링

AR SERIES

무게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회전부

7-Ø12.5 관통구멍

2-Ø12H7 관통구멍

510×18사이즈의 링디스크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4-M10 깊이24 표면 A가공
4-M8 깊이20 표면 A가공
2-Ø10H7 깊이20 표면 A가공

표면A
2-M12

단면

단면

링디스크의 추가홀 가공은 별도 요청 바랍니다.

고정부의 센터써클거리 M8
(요청에 따른 변경 가능)

81

INDEXING RING

AR 800

인덱스 링

정지수

캠회전각

표준타입

TOLERANCES OF INDEXING 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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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링의 공차범위

●

반복정밀도 / Repeatability:

●

회전판 평탄도 / Disc flatness:

MAX OUTPUT TORQUE
캠 회전각

계 수 값

동정격출력토크 (da Nm) (Mu)
속도계수

가속도계수

전달계수

분당회전수 - Cycles/min.

AR SERIES

정정격출력토크
정지수

사양별 최대 허용출력토크

83

MAX LOADS

축방향하중[daN] / AXIAL LOAD[daN]

최대 허용하중

레이디알하중[daN] / RADIAL LOAD[daN]

축방향 하중

레이디알 하중

ASSEMBLING THREADED HOLES ON ROTATING DISK
8-M8 깊이20

84

강성 모멘트

링 디스크의 취부홀 위치

로터리 인덱스 링

AR SERIES

무게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회전부

8-Ø12.5 관통구멍
800×25사이즈의 링디스크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2-Ø12H7 관통구멍

2-Ø10H7 깊이25 표면 A가공
4-M12 깊이25 표면 A가공
표면A

단면 X-X

단면 Y-Y

4-M12

고정부의 센터써클거리 M8
(요청에 따른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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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ING RING

AR 1200

인덱스 링

정지수

캠회전각

표준타입

TOLERANCES OF INDEXING 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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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링의 공차범위

●

반복정밀도 / Repeatability:

●

회전판 평탄도 / Disc flatness:

MAX OUTPUT TORQUE
캠 회전각

계 수 값

동정격출력토크 (da Nm) (Mu)
속도계수

가속도계수

전달계수

분당회전수 - Cycles/min.

AR SERIES

정정격출력토크
정지수

사양별 최대 허용출력토크

87

MAX LOADS

축방향하중[daN] / AXIAL LOAD[daN]

최대 허용하중

레이디알하중[daN] / RADIAL LOAD[daN]

축방향 하중

레이디알 하중

ASSEMBLING THREADED HOLES ON ROTATING DISK
8-M12 깊이18

88

강성 모멘트

링 디스크의 취부홀 위치

로터리 인덱스 링
M12구멍
무게

AR SERIES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회전부

6-Ø10.5

1200×18사이즈의 링디스크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2-Ø12H7

4-M12 표면 A가공
단면 X-X
표면A

고정부의 센터써클거리 M12
(요청에 따른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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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ING RING

AR 1600

인덱스 링

정지수

캠회전각

표준타입

TOLERANCES OF INDEXING 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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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링의 공차범위

●

반복정밀도 / Repeatability:

●

회전판 평탄도 / Disc flatness:

MAX OUTPUT TORQUE
캠 회전각

계 수 값

동정격출력토크 (da Nm) (Mu)
속도계수

가속도계수

전달계수

분당회전수 - Cycles/min.

AR SERIES

정정격출력토크
정지수

사양별 최대 허용출력토크

91

MAX LOADS

축방향하중[daN] / AXIAL LOAD[daN]

최대 허용하중

레이디알하중[daN] / RADIAL LOAD[daN]

축방향 하중

레이디알 하중

ASSEMBLING THREADED HOLES ON ROTATING DISK
8-M12 깊이18

92

강성 모멘트

링 디스크의 취부홀 위치

로터리 인덱스 링

AR SERIES

무게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회전부

2-Ø12H7 관통구멍
13-Ø12.5 관통구멍

1600×18사이즈의 링디스크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3-Ø14H7 깊이20 표면 A가공
4-M14 깊이30 표면 A가공
단면 X-X

단면 Y-Y

표면A

4-M12

고정부의 센터써클거리 M12
(요청에 따른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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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ING RING

AR 2100

인덱스 링

정지수

캠회전각

표준타입

TOLERANCES OF INDEXING 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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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링의 공차범위

●

반복정밀도 / Repeatability:

●

회전판 평탄도 / Disc flatness:

MAX OUTPUT TORQUE
캠 회전각

계 수 값

동정격출력토크 (da Nm) (Mu)
속도계수

가속도계수

전달계수

분당회전수 - Cycles/min.

AR SERIES

정정격출력토크
정지수

사양별 최대 허용출력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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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LOADS

축방향하중[daN] / AXIAL LOAD[daN]

최대 허용하중

레이디알하중[daN] / RADIAL LOAD[daN]

축방향 하중

레이디알 하중

ASSEMBLING THREADED HOLES ON ROTATING DISK
16-M12 깊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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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모멘트

링 디스크의 취부홀 위치

로터리 인덱스 링

AR SERIES

무게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회전부

2-Ø12H7 관통구멍
13-Ø12.5 관통구멍

2100×18사이즈의 링디스크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3-Ø14H7 깊이20 표면 A가공
4-M14 깊이30 표면 A가공
단면 X-X

단면 Y-Y

표면A
4-M12

고정부의 센터써클거리 M12
(요청에 따른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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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TIME
감속비

감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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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회전수

인덱스 타임
캠 각도별 (˚) 인덱스 시간 (s)

싸이클타임

표

준

상담요망

모터 장착 위치

AR SERIES

POWER DRIVE UNIT ASSEMBLING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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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INDEXING RINGS
AT SERIES
인덱싱 링 AT 시리즈

101

AUTOROTOR INDEXING RINGS AT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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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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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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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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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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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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 AXIS INTERMITTENT /
OSCILLATING DRIVES

IT/OT SERIES

사각 표준 인덱스 및 오실레이팅 인덱스 드라이브
IT/OT 시리즈

115

FEATURES OF INTERMITTENT/
OSCILLATING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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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축 표준 인덱스 및 오실레이팅
인덱스 드라이브의 특징

1.

경도 처리되고 곡면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고 인장 강철 캠

2.

고 하중용 특수 캠 팔로워

3.

인덱싱 회전판

4.

축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원추형 롤러 베어링

5.

중앙 오실레이팅 중공 허브 (출력)

6.

입력 축

7.

평면 설치를 위한 가공 표면

8.

감속기 설치 홀

9.

(긴수명의 급유 유지를 위한) 씰링된 주철 케이스

High tensile steel cam with hardened and round profiles
Special cam followers for high load
Indexing disk
Shalf rotating on opposite conical roller bearings
Central oscillating hollow hub (outlet)
Inlet shalf
Machined planes for flat contact
Prearrangement for direct installation of reducer
Sealed cast iron case (long life grease lubrication)

OPERATING PRINCIPLE

구동 원리

IT INTERMITTENT DRIVE

IT 사각 표준 드라이브

AUTOROTOR 사각 표준 드라이브 IT 시리즈 5는 사각 축으로 된

AUTOROTOR INTERMITTENT DRIVE IT series 5 is a square axis

기계적 장치입니다. 기계적인 베럴캠 과 롤러들이 입력 축에 일정

mechanical device. A mechanical barrel cam and followers transform

한 회전을 전달함으로써 출력 축에 미리 정해진 간헐적인 회전운

the inlet shalf uniform rotation into a predetermined intermittent

동을 발생시킵니다. 표준 인덱싱 범위는 2~32이고 요청에 따라

rotation at the outlet. The number of standard indexing ranges from

32~ 540까지 가능합니다. 미리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정지하거

2 to 32; over 32, up to 540, on request.

나 수학적인 규칙으로 만들어진 캠 형상에 의하여 가속 곡선 특성

The cam shape makes the disk rotate with acceleration curves which

을 가지고 회전판을 구동 시킵니다. 작동원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follow mathematical laws and dwell for the related predetermined

출력회전판

IT/OT SERIE

time. The operating principle is shown below.

구동
셋 포인트

중공홀
고정허브

캠팔로워

OT DRIVE

OT 오실레이팅 드라이브

AUTOROTOR 오실레이팅 드라이브 OT 시리즈 5는 사각 축으로
된 기계적 장치입니다. 롤러들을 갖고 있는 캠이 입력 축에 일정
한 회전을 전달함으로써 출력 축에 미리 정해진 오실레이션 운동
을 발생 시킵니다. 오실레이션 각도는 90。까지 가능 합니다. 캠
형상은 가속을 발생할 수 있게 수학적으로 셋팅된 회전체의 각도
변위이동을 발생 시킵니다. 작동원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AUTOROTOR OSCILLATING DRIVE OT series 5 is a mechanical square
axis device. A mechanical cam with followers transforms the inlet
shalf uniform rotation into as predetermined oscillation of the output
.
turret.
The oscillation angle can be up to 90°The cam shape generates an
angular displacement of the turret which follows mathematically set
acceleration curves.
The operating principle is shown in picture below.

인덱스
회전판

회전각

캠

캠이동구간

정지구간

캠이동구간

정지구간

캠팔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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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ON DIRECTION

회전 방향

IT INTERMITTENT DRIVE

IT 사각 표준 드라이브

사각 표준 IT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right hand 캠 방식입니다.

The IT INTERMITTENT DRIVE is supplied, as a standard, with right

입력 축에서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출력 축에서 반 시계방향

hand cam. The clockwise rotation at the inlet is transformed into

으로 간헐적인 회전운동을 하도록 전달됩니다. 뿐만 아니라 반시

counterclockwise intermittent rotation at the outlet. Just as well

계 방향으로 입력 축을 회전시키면 출력 축은 시계방향으로 간헐

counterclockwise rotation at the inlet is transformed into clockwise

회전운동을 수행합니다.

intermittent rotation at the outlet.

left hand 캠은 입력 축에서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출력 축에

With left hand cam the clockwise rotation at the inlet is transformed

도 간헐적인 시계방향 회전을 전달합니다.

into intermittent clockwise rotation at the outlet.

OT INTERMITTENT DRIVE

OT 오실레이팅 드라이브

한 방향 회전은 회전체의 각 이동을 발생시킵니다. 이것을“각 변

The one way rotation generates the angular movement of the turret.

위이동”이라고 합니다.

We call it angular displacement.

완벽한 사이클 구동을 위해서는 입력 축이 360도 완전 회전을 하

For a complete operating cycle it is necessary a full turn (360°) of

면 순차적으로 4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 참조)

the input shalf with four phases in sequence (see picture below).

회전 A - Rotation A

입력축 회전

정지 B - Dwell B

출력축 회전

복귀 C - Return A

입력축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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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축 회전

출력축 정지

정지 D - Dwell D

출력축 복귀

입력축 회전

출력축 정지

REFERRING TO SET POINT

사각 표준 드라이브 IT의 회전
캠 축은 셋 포인트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keyway가 있습
니다. keyway가 테이블베이스에
서 90도 위 방향위치에 있을 때
인덱싱 메커니즘은 정확히 정지
구간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옆
그림의 pos.1)
이중 프로파일의 캠 인덱싱 테이
블의 경우는 테이블 베이스로부
터 keyway가 각각 90도 위 아
래 위치에 있을 때 인덱싱 메커
니즘은 정확히 정지구간 중앙에
위치합니다. 이 특수한 경우에는
단지 입력축의 한번 회전으로 출
력 회전판은 두 번의 이송과 두
번의 정지를 하는 간헐적인 작업
을 수행합니다 (그림의 pos.2).

이동 구간
정지 구간

OT INTERMITTENT DRIVE

IT 사각 표준 드라이브
The cam holder shaft of a
standard intermittent drive IT is
equipped with a keyway. Which
can be used as reference set
point. When the keyway is
in upper position, 90°to the
base, the indexing mechanism
is exactly in the middle of the
dwell (pos. 1 in the picture).
In case of an index unit with
double profile cam, when the
keyway is in the upper or lower
position, 90°to the base, the
indexing mechanism is exactly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dwell.
In this latter case, the output
intermittent disk performs two
transfers and two dwells with
only one rotation of the inlet
camshaft (pos. 2 in the picture)

OT 오실레이팅 드라이브

표준 오실레이팅 드라이브 OT는 입력 축에 keyway를 가지고 있

The standard OSCILLATING drive OT has an inlet shaft with keyway.

습니다. Keyway가 B면에 직각인 위치에 놓이면 (그림 A) 정지

When the keyway is positioned square to plane B and “looking”

B구간의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셋팅포인트로 사용합

at the turret (Pic.“A”), this one will be just in the middle of dwell B.

니다.

This position can be used as setting point. If the inlet shalf in the

만약 입력축의 위치가 어느 방향이던지 간에 회전을 하게 되면 처

position is rotated, whichever the rotation direction, the first angular

음 회전체의 각 변위이동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게 하기 위해서는 입력 축을 단지 위의 위치에서 180
도 반대방향에 keyway를 놓이게 하면 됩니다. (그림 B)

반시계방향 이동

displacement of the turret will be counterclockwise (pict.“A”). To
have it clockwise, you only need to place the inlet shalf 180° from
the position mentioned above, i.e. square to plan B and with the
keyway looking in the direction opposite to the turret (pict.“B”)

시계방향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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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NTERMITTENT DRIVE

SET POINT에 대한 참조사항

SET MICROSWITCH

마이크로스위치 설치

또한 사각 표준 드라이브 IT는 입력 축

The intermittent drive IT can also be

뒤 부분에 작은 캠에 의해 작동하는 마

equipped with a microswitch operated

이크로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by a little cam on the rear part of the

캠에 의하여 발생하는 정지구간이 요구

간헐운동

inlet power shaft.

하는 조건보다 짧을 때 리미트 스위치

When the dwell period generated by

가 브레이크모터를 정지 및 재 구동시

the cam rotation is not long enough

킬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정지시간

for operation’s needs, the limit switch

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위

enables to stop and start an electric

치는 정지구간의 중앙에서 작동하도록

brake motor and thus to control the

설치합니다.

dwell time to meet the above needs.

정지구간의 중간에 마이크로 스위치를

The microswitch cam must be set in

설치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keyway가

such a position that the table stops in

수직으로 위치해 있는지로 쉽게 확인할

the middle of the dwell period.

수 있습니다. (페이지 121참조)

This can be checked very easily as, in
such position, the key way is vertical
(see page 121).

MOUNTING SIDES

설치면

표준 드라이브는 어느 위치에서도 설치가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The standard drive is delivered with flat machine finishing on all

모든 면을 평면 가공 처리하여 공급합니다. (아래 그림 참조)

sides, to make easy the mounting in any position (picture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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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DIMENSIONS OF CAM / SET MICROSWITCH

캠 위치 센서의 치수

IT/OT SERIE

기계식

전기식

121

IT/OT OPERATING POSITION

IT/OT 설치 위치

표준

입력축 수평 하단 설치

회전판 하향 설치

입력축 수평 상단 설치

IT/OT POWER DRIVE UNIT ASSEMBLING POSITION

표준 위치 조립

역방향 위치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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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장착 위치

OSCILLATOR CALCULATION EXAMPLE
daNm

토크 능력(관련 표를 Capacity torque
참조하세요.)
(see relevant tables)

Ma

DaNm

기동 마찰 토크

Start friction torque

Cv

속도 계수

Speed coefficient

Ca

가속도 계수

Acceleration
coefficient

K

전달 계수

Transmission
coefficient

각 변위

Displacement angle

Cr

강성 계수

Rigidity coefficient

Cd

수명 계수

Life coefficient

입력 사이클

Input cycles

a°, arad

° / rad

rpm

ne

IT/OT SERIE

Mu

오실레이터 계산 예제

INPUT DATA / 입력 값
a°

°

C

오실레이팅 각도

Oscillating angle

60

mm

변위 거리

Displacement lenght

275

t1

s

인덱싱시간

Indexing time (A)

≤0.7

t2

s

정지시간

Dwell time

.≥0.3

t3

s

복귀시간

Return time

≤0.7

t4

s

정지시간

Dwell time

.≥0.3

m1

kg

Work piece 질량 (홀더 포함)

Piece holder and piece mass

10

m2

kg

암의 질량

Arm mass

5

m3

kg

회전체 질량

Turrett mass

10

FL

daN

이송중의 외부하중

External load during transfer

0

FP

daN

정지중의 외부하중

External load during dwell

0

6

FP

수명 (사이클 x 10 )

6

Life (cycles x 10 )

30

1. 중심으로부터 거리 rp

1. Distance from center rp

중심으로부터 거리 rp는 변위각도 α와 변위 거리 C와의
관계입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placement angle a, the
displacement lenght C and the distance from center rp is

2. 운동 각도 단계

2. Motion angular phases

필요한 전체 사이클 시간은 …

The total required cycle time is

이상적인 각도들은 …

The theoretical angular phases are

“회전과 변위각” 표에서 이상적에 가까운 사용 가능한 각도들은 … The available angular phases close to the theoretical ones
(from tables “Rotation and displacement angle”) are

이론적인 입력 축 회전수는 …

The theoretical input shaft speed turn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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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26에 있는 표에서 감속비 40/1 (50Hz)인 경우 35 rpm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사이클타임은

The tables at page 126 shows that with a reducer r.r. (reducing
ratio) 40/1 (50 Hz), we get a speed of 35 rpm. i.e. a cycle time
of

이제 입력 축의 실제 속도와 실제 각 각도들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각 단계별 실제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As we know now the actual speed of the input shaft and the
actual phase angles, we can get the actual time of the single
phases

3. 전체 관성 (kgm2 )

3. Total inertia (kgm²)

작업물들은 인덱싱테이블 카다록18페이지의 14번경우와 같이
하나의 점 형태로 고려합니다.

The piece and workpiece can be considered together and
represented as punctiform (case 14 at pag 18 of indexing
tables catalog

암의 관성은 같은 페이지의 12번으로 구해집니다.

The arm inertia is sized as per case 12 of the above table

회전체의 관성은 1번의 식으로 구합니다.

The turret inertia is got as per case 1 of the above table

각 관성들을 합하여 전체 관성을 구합니다.

The total inertia is the sum of the single inertias

오실레이터의 중심에서의 거리 즉, 각각 반경에 의한 각각 질량으로

The sum of the single inertia (single mass by single square
radius, i.e. distance of the mass from the center of the
oscillator) generates the total inertia. The same total inertia
could be got by a single mass (sum of all the single masses)
placed on the theoretical radius. This radius is called
“equivalent gyration radius”

생긴 각각의 관성 합이 전체 관성을 발생시킵니다. 이론적인
반경거리에 위치한 각 질량의 합으로 유사한 전체 관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허용회전반경”이라고 합니다.

“최대허용회전반경”표에서 보시면 적절한 테이블은 OT15로
결정됩니다. 이것의 Mu값은 26 daNm입니다. (관련 표를
참조하세요)

Look at the table displacement time - maximum equivalent
gyration radius. The suitable table comes out to be the
oscillator OT15; its Mu is 26 daNm (see relevant tables)

4. 토크 (daNm)

4. Torque (daNm)

테이블에 작용하는 전체 동정격 토크 Md는 관성모멘트인 Mj 와
마찰 토크인 Mf 그리고 작업하는 동안 테이블회전판에 작용하는
외부 힘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 토크 Ml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The total dinamic torque Md applied to the table is the sum
of the torque generated by inertia Mj, the torque generated
by the friction Mf and Ml, the side torque generated by the
tangential component of the external forces acting on the table
disc during the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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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ximum torque Mv1 (daNm)

최대 토크 Mv1은 동정격토크에 강성계수와 수명 계수를 곱한
값입니다. 이 계수들은 입력과 출력 측의 전달 강성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The maximun torque Mv1 is the dynamic torque multiplied
by the rigidity coefficient and the life coefficient. This latter
coefficient depends on the transmission rigidity at the input
and output.

Mv1값이선정표에서 Mu값보다 낮은지 확인하여 올바른 테이블
선정을 합니다.

To check that the chosen table is the right one the Mv1 of the
application must be lower than the Mu of the selected oscillator

6. 입력 토크 Me (daNm)

6. Inlet torque Me (daNm)

아래 공식은 Me (입력토크), Ma (기동마찰토크), Mf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토크), Ml (작업부하토크), Mj (외부관성토크) 그리고 Mi
(내부관성토크) 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formula below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Me (input
torque), Ma (start friction torque), Mf (torque generated by
friction), Ml (generated by forces in dwell), Mj (generated by
external inertia) and Mi (generated by internal inertia).

수명계수가 더해진 Me는 적절한 감속기를 선택하기 위하여
전달장치의 치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밍벨트의 치수)

Me multiplied by life coefficient is needed to size the
transmission (dimension of the timing belt for instance) and/or
select the suitable reducer.

7. 최대 출력 (kw)

7. Power peak (kw)

필요로 하는 최대출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It is the maximum power required by the application. The
formula to get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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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대 토크 Mv1 (daNm)

INDEX TIME
감속기효율
감속비

분당회전수

감속비

분당회전수

감속기효율

인덱스 타임
싸이클타임

캠 회전 각도별 인덱스 타임

싸이클타임

캠 회전 각도별 인덱스 타임

모터 정지로 Dwell 시간을 제어하는 구동 시 제안하는 캠 각도
감속기효율
감속비

분당회전수

감속비

분당회전수

감속기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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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클타임

캠 회전 각도별 인덱스 타임

싸이클타임

캠 회전 각도별 인덱스 타임

강성 계수

LIFE COEFFICIENT

수명 계수

IT/OT SERIE

RIGIDITY COEFFICIENT

강함/강함
강함/중간강함
강함/탄력적
중간강함/탄력적
탄력적/탄력적

Million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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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ITTENT/OSCILLATING DRIVE

IT/OT10

사각 표준 인덱스 및 오실레이팅 인덱스 드라이브
형번

정지수

캠회전각

캠프로파일

추천사양
표준사양

ROTATION AND CAM TRANSFER ANGLES
이동각도

싸이클 단계
회전

정지

형번
복귀

정지

이동각도

오실레이팅 운동에 대한 캠회전각

싸이클 단계
회전

정지

형번
복귀

표준형 / Standard availability
특수형 / Special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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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최대축방향 하중 및 레이디알하중

IT/OT SERIE

축방향하중[daN] / AXIAL LOAD[daN]

MAX AXIAL AND RADIAL LOADS

레이디알하중[daN] / RADIAL LOAD[daN]

최대 허용 외력
축방향하중 레이디알하중 오버터닝모멘트

START FRICTION TORQUE 0.3 [daNm]

기동마찰토크 0.3 [daNm]

IT 제품의 내부관성 모멘트 [Kgm²]

형번

정지수 - Number of stations - S

형번

OT 제품의 내부관성 모멘트 [Kgm²]
변위각 - Angular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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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EQUIVALENT RADIUS OF GYRATION

최대 허용 회전 반경

이동시간(S)

TOLERANCES OF IT / OT

편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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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탄도

IT/OT의 공차범위

반복정밀도

사각표준 인덱스 드라이브
(고정부)

무게
(고정부)

회전/오실레이팅 디스크

4-M5 표면A 가공

IT/OT SERIE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4-Ø7

단면 Y-Y

단면 X-X

표면A

4-M6 깊이15

4-M5 깊이10 구멍

파워 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라인거리

(카다로그 참조)

※ 제안하는 나사홀 사이즈입니다.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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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레이터

오실레이팅
(고정부)

Kg. 9.5

무게

표면B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고정부)

4-Ø7

2-Ø5H7 표면A
4-M7 표면A

4-M6 표면B 가공

단면 Y-Y

단면 X-X

4-M6

표면A

볼트홀 사양의 변경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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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고정부의 센터써클거리, 최대
깊이 12(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파워 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라인거리

(카다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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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ITTENT/OSCILLATING DRIVE

IT/OT15

사각 표준 인덱스 및 오실레이팅 인덱스 드라이브
형번

정지수

캠회전각

캠프로파일

추천사양
표준사양

ROTATION AND CAM TRANSFER ANGLES
이동각도

싸이클 단계
회전

정지

형번
복귀

정지

이동각도

오실레이팅 운동에 대한 캠회전각

싸이클 단계
회전

정지

형번
복귀

표준형 / Standard availability
특수형 / Special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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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최대축방향 하중 및 레이디알하중

IT/OT SERIE

축방향하중[daN] / AXIAL LOAD[daN]

MAX AXIAL AND RADIAL LOADS

레이디알하중[daN] / RADIAL LOAD[daN]

최대 허용 외력
축방향하중 레이디알하중 오버터닝모멘트

START FRICTION TORQUE 0.4 [daNm]

기동마찰토크 0.4 [daNm]

IT 제품의 내부관성 모멘트 [Kgm²]

형번

정지수 - Number of stations - S

형번

OT 제품의 내부관성 모멘트 [Kgm²]
변위각 - Angular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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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EQUIVALENT RADIUS OF GYRATION

최대 허용 회전 반경

이동시간(S)

TOLERANCES OF IT / OT

편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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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탄도

IT/OT의 공차범위

반복정밀도

사각표준인덱스/오실레이터
무게
주철
알루미늄

(고정부)

회전/오실레이팅 디스크

IT/OT SERIE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2-8H7 깊이15 표면A 가공
단면 X-X

4-M6 표면A 가공

단면 Y-Y

8-M8 깊이12
표면A

4-M6 깊이15

8-M8 깊이12

회전부/오실레이팅부 축연장
(요청에 따라 변경가능)

8-M8 깊이12

파워 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라인거리

(카다로그 참조)

※ 제안하는 나사홀 사이즈입니다.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137

INTERMITTENT/OSCILLATING DRIVE

IT/OT25

사각 표준 인덱스 및 오실레이팅 인덱스 드라이브
형번

정지수

캠회전각

캠프로파일

추천사양
표준사양

ROTATION AND CAM TRANSFER ANGLES
이동각도

싸이클 단계
회전

정지

형번
복귀

정지

이동각도

오실레이팅 운동에 대한 캠회전각

싸이클 단계
회전

정지

형번
복귀

표준형 / Standard availability
특수형 / Special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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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최대축방향 하중 및 레이디알하중

IT/OT SERIE

축방향하중[daN] / AXIAL LOAD[daN]

MAX AXIAL AND RADIAL LOADS

레이디알하중[daN] / RADIAL LOAD[daN]

최대 허용 외력
축방향하중

레이디알하중 오버터닝모멘트

START FRICTION TORQUE 0.4 [daNm]

기동마찰토크 0.4 [daNm]

IT 제품의 내부관성 모멘트 [Kgm²]

형번

정지수 - Number of stations - S

형번

OT 제품의 내부관성 모멘트 [Kgm²]
변위각 - Angular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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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EQUIVALENT RADIUS OF GYRATION

최대 허용 회전 반경

이동시간(S)

TOLERANCES OF IT / OT

편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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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탄도

IT/OT의 공차범위

반복정밀도

사각표준인덱스/오실레이터
무게
주철
알루미늄
(고정부)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IT/OT SERIE

회전/오실레이팅 디스크

4-M8 깊이8 표면A 가공
Ø8H7 깊이15 표면A 가공
단면 X-X

단면 A-B
회전부/오실레이팅부 축연장
(요청에 따라 변경가능)

표면A

4-M6 깊이20

8-M8 깊이20

8-M8 깊이20

8-M8 깊이20

파워 드라이브 유니트의
(카다로그 참조)
센터라인거리

※ 제안하는 나사홀 사이즈입니다.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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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ITTENT/OSCILLATING DRIVE

IT/OT35

사각 표준 인덱스 및 오실레이팅 인덱스 드라이브
형번

정지수

캠회전각

캠프로파일

추천사양
표준사양

ROTATION AND CAM TRANSFER ANGLES
이동각도

싸이클 단계
회전

정지

형번
복귀

정지

이동각도

오실레이팅 운동에 대한 캠회전각

싸이클 단계
회전

정지

형번
복귀

표준형 / Standard availability
특수형 / Special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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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최대축방향 하중 및 레이디알하중

IT/OT SERIE

축방향하중[daN] / AXIAL LOAD[daN]

MAX AXIAL AND RADIAL LOADS

레이디알하중[daN] / RADIAL LOAD[daN]

최대 허용 외력
축방향하중 레이디알하중 오버터닝모멘트

START FRICTION TORQUE 0.7 [daNm]

기동마찰토크 0.7 [daNm]

IT 제품의 내부관성 모멘트 [Kgm²]

형번

정지수 - Number of stations - S

형번

OT 제품의 내부관성 모멘트 [Kgm²]
변위각 - Angular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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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EQUIVALENT RADIUS OF GYRATION

최대 허용 회전 반경

이동시간(S)

TOLERANCES OF IT / OT

편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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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탄도

IT/OT의 공차범위

반복정밀도

사각표준인덱스/오실레이터
무게
(고정부)

주철
알루미늄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회전/오실레이팅 디스크

무게

단면 X-X

IT/OT SERIE

주철
알루미늄

단면 Y-Y

4-M8 깊이22 표면A 가공
4-8H7 깊이15 표면A 가공
회전부/오실레이팅부 축연장
(요청에 따라 변경가능)

8-M10 깊이20

4-M8 깊이20

8-M8 깊이20

표면A

8-M10 깊이20

파워 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라인거리

(카다로그 참조)

※ 제안하는 나사홀 사이즈입니다.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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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ITTENT/OSCILLATING DRIVE

IT/OT55

사각 표준 인덱스 및 오실레이팅 인덱스 드라이브
형번

정지수

캠회전각

캠프로파일

추천사양
표준사양

ROTATION AND CAM TRANSFER ANGLES
이동각도

싸이클 단계
회전

정지

형번
복귀

정지

이동각도

오실레이팅 운동에 대한 캠회전각

싸이클 단계
회전

정지

형번
복귀

표준형 / Standard availability
특수형 / Special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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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최대축방향 하중 및 레이디알하중

IT/OT SERIE

축방향하중[daN] / AXIAL LOAD[daN]

MAX AXIAL AND RADIAL LOADS

레이디알하중[daN] / RADIAL LOAD[daN]

최대 허용 외력
축방향하중 레이디알하중 오버터닝모멘트

START FRICTION TORQUE 1 [daNm]

기동마찰토크 1 [daNm]

IT 제품의 내부관성 모멘트 [Kgm²]

형번

정지수 - Number of stations - S

형번

OT 제품의 내부관성 모멘트 [Kgm²]
변위각 - Angular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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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EQUIVALENT RADIUS OF GYRATION

최대 허용 회전 반경

이동시간(S)

TOLERANCES OF IT / OT

편심도

148

평탄도

IT/OT의 공차범위

반복정밀도

사각표준인덱스/오실레이터
(고정부)

무게
주철
알루미늄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IT/OT SERIE

회전/오실레이팅 부

단면 Y-Y

4-M8 깊이20 표면A 가공
2-10H7 깊이20 표면A 가공
4-M10 깊이24 표면A 가공
회전부/오실레이팅부 축연장
(요청에 따라 변경가능)

8-M12 깊이25

8-M12 깊이25 구멍

4-M12 깊이25

표면A

8-M12 깊이25 구멍

파워 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라인거리

(카다로그 참조)

※ 제안하는 나사홀 사이즈입니다.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149

INTERMITTENT/OSCILLATING DRIVE

IT/OT75

사각 표준 인덱스 및 오실레이팅 인덱스 드라이브
형번

정지수

캠회전각

캠프로파일

추천사양
표준사양

ROTATION AND CAM TRANSFER ANGLES
이동각도

싸이클 단계
회전

정지

형번
복귀

정지

이동각도

오실레이팅 운동에 대한 캠회전각

싸이클 단계
회전

정지

형번
복귀

표준형 / Standard availability
특수형 / Special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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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최대축방향 하중 및 레이디알하중

IT/OT SERIE

축방향하중[daN] / AXIAL LOAD[daN]

MAX AXIAL AND RADIAL LOADS

레이디알하중[daN] / RADIAL LOAD[daN]

최대 허용 외력
축방향하중 레이디알하중 오버터닝모멘트

START FRICTION TORQUE 2 [daNm]

기동마찰토크 2 [daNm]

IT 제품의 내부관성 모멘트 [Kgm²]

형번

정지수 - Number of stations - S

형번

OT 제품의 내부관성 모멘트 [Kgm²]
변위각 - Angular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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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EQUIVALENT RADIUS OF GYRATION

최대 허용 회전 반경

이동시간(S)

TOLERANCES OF IT / OT

편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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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탄도

IT/OT의 공차범위

반복정밀도

사각표준인덱스/오실레이터

회전부
(고정부)

(고정부)

무게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회전/오실레이팅 부

Ø

2-Ø12H7 깊이30 표면A 가공

Ø

4-M14 깊이30 표면A 가공

28-M16 깊이25(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표면B

2-Ø12H7 깊이25(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6-M12 깊이25(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표면A

단면 X-X

2-Ø12H7 깊이30 표면A 가공

단면 Y-Y

파워 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라인거리
(카다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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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OT SERIE

4-M12 깊이30 표면A 가공

HIGH SPEED INTERMITTENT/OSCILLATING DRIVES SERIES 5
고속용 사각 표준 인덱스 및 오실레이팅 드라이브 시리즈5
Autorotor의 고속용 표준 및 오실레이팅 드라이브 ITV / OTV는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는 기계적인 캠이 입력축의 일정한 회전운동을
출력 축에 정해진 간헐회전운동이나 오실레이션 운동을 전달하는 직
사각형태의 장치입니다.
ITV / OTV의 주요 장점은 :
1. 비록 관성이나 정지수에 관련되지만 평균적으로 분당 700 사이클
의 고속으로 출력 축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2. 정지수가 몇 개 안되더라도 짧은 캠 각도
3. 표준 정지수 2~36
4.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동작
5. 베럴캠은 헬릭스 형태의 프로파일에 열처리 연마되어 있습니다.
6. 정지구간에서 자체 잠금 기능
7. 무 진동
8.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자유롭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9. 저비용의 유지보수
10. 저 출력 설치
11. 높은 반복정밀도 :캠팔로워의 반경에 대해서 +/- 0.01mm
어플리케이션 : 기계장비사이클의 20~25%를 이송시간으로 하는 고
속장비 (80~75%가 정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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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V 5

The Autorotor high speed intermittent/oscillating drive ITV/
OTV is a mechanical square axix device. A mechanical cam
with followers transforms the inlet shalf uniform rotation into
a predetermined intermittent rotation or oscillation at the
outlet.
The ITVs/OTVs main features are:
1. High speed with full control of the output shalf rotation; 700
cycles/min. can be considered as an average (though it
depends heavily on the inertia of the application and the
stations number).
2. Short cam angle even with few stations.
3. Standard divisions: 2 to 36.
4. Most suitable motion law for specific customer’s need.
5. Barrel cam heat treated and ground on the helix (profile).
6. Self-locking in dwell position.
7. No vibrations.
8. Can rotate equally well clockwise or counterclockwise.
9. Very low maintenance.
10.Very low power installed.
11.High repeability: ±0.01 mm on cam followers’ working
radius.

Applications : high speed machines, with displacement time
acconting from 20~25% of the machine cycle
(80~75%being the dwell time).

사각표준인덱스/오실레이터

(고정부)
(고정부)

회전/오실레이팅 부

무게

IT/OT SERIE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2-Ø8H7 깊이15 표면A 가공

24-M8 깊이12

4-M6 표면A 가공

단면 Y-Y

단면 X-X

4-M5 깊이12(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표면A

2-Ø5H7 깊이10(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파워 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라인거리

(카다로그 참조)

※ 제안하는 나사홀 사이즈입니다.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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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표준인덱스/오실레이터

(고정부)
(고정부)

회전/오실레이팅 부

무게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4-M8 깊이8 표면A 가공

24-M8 깊이15

1-Ø8H7 깊이15 표면A 가공

단면 Y-Y

단면 X-X

4-M6 깊이15(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표면A

2-Ø6H7 깊이15(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파워 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라인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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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다로그 참조)

※ 제안하는 나사홀 사이즈입니다.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사각표준인덱스/오실레이터

(고정부)
(고정부)

무게

회전/오실레이팅 부

IT/OT SERIE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4-M8 깊이20 표면A 가공

24-M10 깊이20

2-Ø8H7 깊이15 표면A 가공

단면 Y-Y

단면 X-X
표면A

4-M8 깊이20(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2-Ø8H7 깊이20(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파워 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라인거리

(카다로그 참조)

※ 제안하는 나사홀 사이즈입니다.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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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표준인덱스/오실레이터

(고정부)
(고정부)

회전/오실레이팅 부

무게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4-M10 깊이24 표면A 가공

24-M12 깊이25

4-M8 깊이20 표면A 가공
1-Ø10H7 깊이20 표면A 가공

단면 X-X

표면A

단면 Y-Y

2-Ø8H7 깊이20(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8-M8 깊이20(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파워 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라인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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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다로그 참조)

※ 제안하는 나사홀 사이즈입니다.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사각표준인덱스/오실레이터

(고정부)
(고정부)

회전/오실레이팅 부

무게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IT/OT SERIE

4-M14 깊이30 표면A 가공

24-M16 깊이25

4-M12 깊이30 표면A 가공
2-Ø12H7 깊이30 표면A 가공

단면 X-X

표면A

단면 Y-Y

2-Ø12H7 깊이30(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8-M126 깊이130(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파워 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라인거리

(카다로그 참조)

※ 제안하는 나사홀 사이즈입니다.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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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표준인덱스/오실레이터

(고정부)
(고정부)

회전/오실레이팅 부

무게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4-M16 깊이30 표면A 가공

24-M20 깊이40

2-Ø12H7 깊이30 표면A 가공

단면 X-X

단면 Y-Y
표면A

2-Ø12H7 깊이30(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8-M12 깊이30(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파워 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라인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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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다로그 참조)

※ 제안하는 나사홀 사이즈입니다.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ROTARY INDEX TABLE

고객 체크 사항

인덱스

제 품 명

고 객 명

요청사항

연 락 처

날

담 당 자

짜

구동장치

인덱서에 들어오는 힘/부하
작업부하
반경

워크고정지그(8~14)

마찰력
마찰계수
반경

IT/OT SERIE

정지구간힘
반경

워크(8~14)

오버터닝
반지름/거리
굽힘력
반지름/거리

회전판(1~7)

축바향하중
레이디알하중
인덱스타임
Dwell타임
인덱스캠각
Dwell캠각
정지수

모터 정지
(도)
(도)

모터 구동
웜기어감속기(기계식 변속장치) 효율
기계수명 (100만) 표준 = 30

인덱서 중심축에서 회전하는 질량
회전판
P.18 관성모멘트표 참고

타입
강함

전체무게
외경
내경
길이
긴면길이
짧은면길이

기계식 전달
인덱서 입력
타입
예시
AUTOROTOR
강함
웜기어 감속기
인덱스 볼트 체결

중간강함

웜기어 감속기어
체인/타이밍벨트

중간강함

탄력적

변속장치에
체인/타이밍벨트

탄력적

인덱서 중심축에서 회전하는 질량
워크고정지그
P.18 관성모멘트표 참고

인덱서 출력
예시
상부판 인덱스
회전판에 직접고정
간헐구동컨베이어
체인 또는 마찰구동
변속장치에
체인/타이밍벨트

A
U
T
O
R
O
T
O
R
S
R
L

인덱서 중심축에서 회전하는 질량
기타
P.18 관성모멘트표 참고

전체무게
외경
내경
길이
긴면길이
짧은면길이
회전반경

전체무게
외경
내경
길이
긴면길이
짧은면길이
회전반경
관성모멘트
인덱서 중심축에서 회전하는 질량
워크
P.18 관성모멘트표 참고

전체무게
외경
내경
길이
긴면길이
짧은면길이
회전반경

인덱서 중심축에서 회전하는 질량
기타
P.18 관성모멘트표 참고
전체무게
외경
내경
길이
긴면길이
짧은면길이
회전반경

복잡한 구조의 구동조건에 대해서는 기본자료와 인덱스에 부하/하중값 및 도면을 함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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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RY INDEX TABLE

CHECK LIST

A
U
T
O
R
O
T
O
R

18

S
R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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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

18

18

PARALLEL AXIS INTERMITTENT /
OSCILLATING DRIVES
AP/OP SERIES

평행축 표준 인덱스 및 오실레이팅 인덱스 드라이브
AP/OP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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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D INDEXING

인덱싱 제어 기술

AUTOROTOR는 고속의 기계적인 전달 및 포지셔닝 용으로 전반적

AUTOROTOR has developed a full range of indexing devices for high

인 인덱싱 장비를 개발하여 왔습니다. 이 장비들은 당사의 축적된

speed mechanical transfer and pieces positioning.

경험과 보다 나은 기술적인 솔루션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로 신뢰

Reliability and performance of these equipments stem from our

성 및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experience and unending research for better technological solutions.

왜 회전 및 간헐적 운동이 필요한가
생산성, 고속, 정밀도, 저소음, 저비용 등의 요구조건들이 필요할

WHY ROTATING AND
INTERMITTENT

때 기계적이고 간헐적 회전시스템이 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When requirements are: productivity, high speed, accuracy, low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noise, low running cost, experience has clearly shown that the
mechanical rotary intermittent system is the answer.

평행축 표준 인덱스 및
오실레이팅 인덱스 드라이브

PARALLEL AXIS INTERMITTENT/
OSCILLATING DRIVE

AUTOROTOR 표준 인덱스 및 오실레이팅 인덱스 드라이브 시리

AUTOROTOR INTERMITTENT/OSCILLATING DRIVE series AP/OP is a

즈 AP/OP는 인덱스 회전판에 고정된 캠 팔로워들을 포함하고 있

mechanical parallel axis unit which transform the uniform rotation

는 두 개의 결합된 캠을 이용하여 일정한 입력축의 회전운동을 출

of the inlet shaft in an intermittent rotation of the output shaft by

력 축에 간헐적인 회전운동으로 전달해주는 기계적인 평행 축 장

means of two conjugated cams engaged with cam followers fixed to

치입니다. 출력 축은 에어호스나 전기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중공

the indexing disc. The output shaft is hollow, so hoses, wires, etc.,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는 기계적 전달장치에 연결할 수

can pass through it. It’
s also possible to connect it to mechanical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 드라이브는 고진동, 저 정밀, 저비용 어플

transmission. The intermittent/oscillating drive is best suited for high

리케이션에 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frequency applications or low precision-low cost applications.

표준 인덱싱 범위는 1~8입니다.

The number of standard indexing ranges from 1 to 8.

표준 및 오실레이팅 인덱스 드라이브 AP/OP 는 파워 직선이송

The intermittent/oscillating drive AP/OP is best used to power linear

과 가벼운 로터리 인덱스 응용에 최적입니다.

transfer and light rotary index applications like:

- 조립장비

- Assembling machines

- 포장장비

- Packing equipments

- 제조장비

- Manufacturing equipments

- 자동용접장비

- Automated welding machines

- 이송장비

- Movement devices

- 가공장비

- Machining isles

- 충전장치

- Filling machines

- 프린팅 장비

- Printing machines

- 기타

- Etc.

장점

ADVANTAGES

주요 장점은

The main pros are:

- 전반적으로 고속이면서 연속적인 변위이동 제어

- High speed continuous and totally controlled displacemenl

- 높은 빈도수에도 부드러운 작동

- Smooth running also at high frequence.

- 정지구간에서의 자체 록킹 기능

- Self-Locking in dwell position,

- 높은 반복 정밀도

- High repeatability

- 낮은 유지보스

- Low maintenance.

- 낮은 설치 비용

- Low installe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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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축 표준 인덱스 및 오실레이팅
인덱스 드라이브의 특징

AP/OP SERIES

FEATURES OF INTERMITTENT/
OSCILLATING DRIVE

1.

경도 처리되고 곡면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고 인장 강철 캠

2.

고 하중용 특수 캠 팔로워

3.

고 인장 강철 인덱싱 회전판

4.

요청에 따라서 중공타입 입력 축 가능. 여러 종류의 감속기와 쉽게 연결 가능

5.

중공 출력 인덱싱 축

6.

입출력 축 용 원추형 롤러 베어링

7.

감속기 설치 홀

8.

긴 수명의 급유 유지를 위한 씰링 케이스

9.

설치용 나사 홀

High tensile steel cam with hardened and round profiles
Cam followers for high load
High tensile steel indexing disc
Hollow inlet power shaft on enquiry. It can easily fit different types of reducers
Hollow output indexing shaft
Opposite conical roller bearings for input-output shaft
Prearrangement for reducer direct installation
Sealed prismatic case. Long life grease lubrification
Threaded mounting holes

평면 설치를 위한 가공 표면

10. Machined planes for flat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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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ILLATING DRIVES OP – REFERRING TO SET POINT
평행축 표준 드라이브는 제공된입력축의 keyway를 셋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Keyway가 AP 몸체의 긴 쪽으로 평행하게
있을 때 드라이브는 정지구간의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입력 축이 한번 회전하게 되면 출력 축이 한번의 변위이동과 한번
의 정지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 참조)

표준드라이브 AP의 SET POINT에 대한 참조사항

The parallel axis oscillating drive inlet shaft is equipped with a
keyway, which can be used to refer to set point. When the keyway
is horizontal, parallel to the OP longer side, the oscillating drive is in
the middle of a tranfer phase.
One revolution of the inlet shaft generates two equal but opposite
oscillations, with or without dwell period, of the output oscillating
shaft. The cycle is split in periods which follow each other. They are
referred to as: rotation “A”, dwell “B”, rotation (or return) “C”,
dwell “D”(see picture below).

싱글 프로파일 캠

입력

인덱스 출력

이동

정지

6 과 8 정지수의 입력 축을 가지고 있는 평행축 표준 드라이브는
이중 프로파일 캠을 가지고 있고 keyway로 셋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Keyway 가 AP 몸체의 긴 쪽으로 평행하게 있을 때
드라이브는 두 정지구간의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입력
축의 매 회전마다 출력 축이 두 번의 변위이동과 두 번의 정지를
수행합니다. (아래 그림 참조)

The inlet shaft of a 6 and 8 stations parallel axis intermittent drive
bears double profile cams and is equipped with a keyway, which
can be used to refer to set point.
When the keyway is horizontal, parallel to the AP longer side, the
intermittent drive is just in the middle of the two dwell periods.
In this case every revolution of the inlet shalf generates two
displacements and two dwells of the intermittent output shaft (see
picture below).

더블 프로파일 캠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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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출력

OSCILLATING DRIVES OP – REFERRING TO SET POINT
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Keyway 가 OP 몸체의 긴 쪽으로 평행하
게 있을 때 드라이브는 이송구간의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입력 축이 한번 회전하게 되면 출력 축이 정지구간이 있거나 없이 그
리고 두 번의 동일한 하지만 반대방향의 반복이송을 수행하게 됩니
다. 사이클은 각각 다음과 같이 분리됩니다. 이는 회전 “A”, 정지
“B”회전(혹은 복귀) “C”
, 정지 “D”로 이루어 집니다. (아래 그
림 참조)

The parallel axis oscillating drive inlet shaft is equipped with a
keyway, which can be used to refer to set point. When the keyway
is horizontal, parallel to the OP longer side, the oscillating drive is in
the middle of a tranfer phase.
One revolution of the inlet shaft generates two equal but opposite
oscillations, with or without dwell period, of the output oscillating
shaft. The cycle is split in periods which follow each other. They are
referred to as: rotation “A”, dwell “B”, rotation (or return) “C”,
dwell “D”(see picture below).

입력

AP/OP SERIES

평행축오실레이팅 드라이브는 제공된입력축의 keyway를 셋 포인

오실레이팅 드라이브 OP의 SET POINT에 대한 참조사항

인덱스 출력

이동

정지

사이클 다이어그램에서 keyway가 있는 입력 축인 셋 포인트 축은
항상 첫 번째 회전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작업 시행 중 입력축의
회전방향 (시계 혹은 반 시계방향)과 관련하여 출력 축의 첫 번째
오실레이션“A”의 방향이 시계방향인지 반 시계방향인지를 정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의 회전 방향은 오른쪽을 입력 축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

구동 싸이클 다이아그램

시
작

오실레이팅

세트포인트 참조

와 위의 그림을 참조하세요)

In the cycle diagram, the set point axis is the same as the inlet
shalf’s keyway’s and is always in the middle of the first rotation
“A”. When ordering, it is important to specify, in relation to the
inlet shalf direction of rotation (clockwise or counterclowise), whether
the first oscillation “A” of the output shalf has to be clockwise or
counterclockwise.
The shaft direction of rotation must be defined considering the inlet
shaft on the right side (see below and above pictures).

회전

정지

복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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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DRIVE UNIT ASSEMBLING POSOTION

표준 위치 조립

역방향 위치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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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장착 위치

INDEX TIME

인덱스 타임
싸이클타임

감속기효율
감속비

분당회전수

감속기효율

싸이클타임

캠 회전 각도별 인덱스 타임

분당회전수

AP/OP SERIES

감속비

캠 회전 각도별 인덱스 타임

모터 정지로 Dwell 시간을 제어하는 구동 시 제안하는 캠 각도
싸이클타임

감속기효율
감속비

분당회전수

감속기효율

싸이클타임
감속비

캠 회전 각도별 인덱스 타임

캠 회전 각도별 인덱스 타임

분당회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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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ITTENT/OSCILLATING DRIVE
평행축 표준 인덱스/오실레이팅 드라이브

AP/OP40

TECHNICAL DATA INTERMITTENT DRIVES AP
정지수

캠회전각

허용정지
토크

AP의 기술자료
계수값

동정격출력토크(da Nm) (Mu)

속도계수
분당회전수 - Cycles/min.

2중 프로파일캠 입력축 1회전 시 출력축은 두번의 왕복 및 두번의 정지구간을 수행.

내부관성 모멘트 AP Ja [Kgm²]
정지수 - Number of stations - S

170

가속도
계수

전달계수

TECHNICAL DATA OSCILLATING DRIVES OP
허용정지
토크

OP의 기술자료
계수값

동정격출력토크(da Nm) (Mu)
속도계수

이동각도
정지

복귀

정지

전달계수

AP/OP SERIES

회전

분당회전수 - Cycles/min.

가속도
계수

내부관성 모멘트

Ja

OP Oscillators internal inertia

: 0.000055 [k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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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AXIAL AND RADIAL LOADS

축방향하중[daN] / AXIAL LOAD[daN]

최대축방향 하중 및 레이디알하중

레이디알하중[daN] / RADIAL LOAD[daN]

최대 허용 외력
축방향하중

레이디알

레이디알하중

입력축

기동마찰 토크

Ma

START FRICTION TORQUE

172

: 0.1 [daNm]]

축방향

출력축

평행축 표준 인덱스/오실레이팅 드라이브

무게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Kg. 4.0

4-Ø6H7 깊이10

AP/OP SERIES

4-M5 깊이10

2-Ø5H7 깊이10
16-M5 깊이8

M4 깊이10

입력축

출력축

단면 X-X

단면 Y-Y

M4 깊이10 구멍
파워 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라인거리 (카다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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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ITTENT/OSCILLATING DRIVE
평행축 표준 인덱스/오실레이팅 드라이브

AP/OP55

TECHNICAL DATA INTERMITTENT DRIVES AP
정지수

캠회전각

허용정지
토크

AP의 기술자료
계수값

동정격출력토크(da Nm) (Mu)

속도계수
분당회전수 - Cycles/min.

2중 프로파일캠 입력축 1회전 시 출력축은 두번의 왕복 및 두번의 정지구간을 수행.

내부관성 모멘트 AP Ja [Kgm²]
정지수 - Number of stations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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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계수

전달계수

TECHNICAL DATA OSCILLATING DRIVES OP
허용정지
토크

OP의 기술자료
계수값

동정격출력토크(da Nm) (Mu)
속도계수

이동각도
정지

복귀

정지

전달계수

AP/OP SERIES

회전

분당회전수 - Cycles/min.

가속도
계수

내부관성 모멘트

Ja

OP Oscillators internal inertia

: 0.000143 [k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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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AXIAL AND RADIAL LOADS

축방향하중[daN] / AXIAL LOAD[daN]

최대축방향 하중 및 레이디알하중

레이디알하중[daN] / RADIAL LOAD[daN]

최대 허용 외력
축방향하중

레이디알

레이디알하중

입력축

기동마찰 토크

Ma

START FRICTION TORQUE

176

: 0.15 [daNm]]

축방향

출력축

평행축 표준 인덱스/오실레이팅 드라이브

무게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4-Ø6H7 깊이10
M8 깊이18

AP/OP SERIES

16-M6 깊이12

Kg. 5.0

4-M6 깊이12
2-Ø6H7 깊이12

입력축

출력축

단면 X-X

단면 Y-Y

M5 깊이12 구멍
파워 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라인거리 (카다로그 참조)

177

INTERMITTENT/OSCILLATING DRIVE
평행축 표준 인덱스/오실레이팅 드라이브

AP/OP70

TECHNICAL DATA INTERMITTENT DRIVES AP
정지수

캠회전각

허용정지
토크

AP의 기술자료
계수값

동정격출력토크(da Nm) (Mu)

속도계수
분당회전수 - Cycles/min.

2중 프로파일캠 입력축 1회전 시 출력축은 두번의 왕복 및 두번의 정지구간을 수행.

내부관성 모멘트 AP Ja [Kgm²]
정지수 - Number of stations - S

178

가속도
계수

전달계수

TECHNICAL DATA OSCILLATING DRIVES OP
허용정지
토크

OP의 기술자료
계수값

동정격출력토크(da Nm) (Mu)
속도계수

이동각도
정지

복귀

정지

전달계수

AP/OP SERIES

회전

분당회전수 - Cycles/min.

가속도
계수

내부관성 모멘트

Ja

OP Oscillators internal inertia

: 0.000328 [kgm2]
179

MAX AXIAL AND RADIAL LOADS

축방향하중[daN] / AXIAL LOAD[daN]

최대축방향 하중 및 레이디알하중

레이디알하중[daN] / RADIAL LOAD[daN]

최대 허용 외력
축방향하중

레이디알

레이디알하중

입력축

기동마찰 토크

Ma

START FRICTION TORQUE

180

: 0.2 [daNm]]

축방향

출력축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평행축 표준 인덱스/오실레이팅 드라이브

무게

Kg. 8.0

4-Ø8H7 깊이20

16-M6 깊이17

AP/OP SERIES

4-M6 깊이17
2-Ø8H7 깊이15

M6 깊이18

입력축

출력축

단면 X-X

단면 Y-Y

M6 깊이18 구멍
파워 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라인거리 (카다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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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ITTENT/OSCILLATING DRIVE
평행축 표준 인덱스/오실레이팅 드라이브

AP/OP85

TECHNICAL DATA INTERMITTENT DRIVES AP
정지수

캠회전각

허용정지
토크

AP의 기술자료
계수값

동정격출력토크(da Nm) (Mu)

속도계수
분당회전수 - Cycles/min.

2중 프로파일캠 입력축 1회전 시 출력축은 두번의 왕복 및 두번의 정지구간을 수행.

내부관성 모멘트 AP Ja [Kgm²]
정지수 - Number of stations - S

182

가속도
계수

전달계수

TECHNICAL DATA OSCILLATING DRIVES OP
허용정지
토크

OP의 기술자료
계수값

동정격출력토크(da Nm) (Mu)
속도계수

이동각도
정지

복귀

정지

전달계수

AP/OP SERIES

회전

분당회전수 - Cycles/min.

가속도
계수

내부관성 모멘트

Ja

OP Oscillators internal inertia

: 0.000147 [kgm2]
183

MAX AXIAL AND RADIAL LOADS

축방향하중[daN] / AXIAL LOAD[daN]

최대축방향 하중 및 레이디알하중

레이디알하중[daN] / RADIAL LOAD[daN]

최대 허용 외력
축방향하중

레이디알

레이디알하중

입력축

기동마찰 토크

Ma

START FRICTION TORQUE

184

: 0.25 [daNm]]

축방향

출력축

평행축 표준 인덱스/오실레이팅 드라이브

무게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AP/OP SERIES

M16 깊이15

Kg. 28.5

4-M10 깊이15
2-Ø10H7 깊이22

M2 깊이15 표면A 가공

입력축

출력축

단면 X-X

단면 Y-Y

파워 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라인거리 (카다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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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ITTENT/OSCILLATING DRIVE
평행축 표준 인덱스/오실레이팅 드라이브

AP/OP110

TECHNICAL DATA INTERMITTENT DRIVES AP
정지수

캠회전각

허용정지
토크

AP의 기술자료
계수값

동정격출력토크(da Nm) (Mu)

속도계수
분당회전수 - Cycles/min.

2중 프로파일캠 입력축 1회전 시 출력축은 두번의 왕복 및 두번의 정지구간을 수행.

내부관성 모멘트 AP Ja [Kgm²]
정지수 - Number of stations - S

186

가속도
계수

전달계수

TECHNICAL DATA OSCILLATING DRIVES OP
허용정지
토크

OP의 기술자료
계수값

동정격출력토크(da Nm) (Mu)
속도계수

이동각도
정지

복귀

정지

전달계수

AP/OP SERIES

회전

분당회전수 - Cycles/min.

가속도
계수

내부관성 모멘트

Ja

OP Oscillators internal inertia

: 0.004604 [kgm2]
187

MAX AXIAL AND RADIAL LOADS

축방향하중[daN] / AXIAL LOAD[daN]

최대축방향 하중 및 레이디알하중

레이디알하중[daN] / RADIAL LOAD[daN]

최대 허용 외력
축방향하중

레이디알

레이디알하중

입력축

기동마찰 토크

Ma

START FRICTION TORQUE

188

: 0.3 [daNm]]

축방향

출력축

평행축 표준 인덱스/오실레이팅 드라이브

무게

회전부

Kg. 47.0

AP/OP SERIES

16-M10 깊이20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4-M10 깊이20 구멍

2-Ø8H7 깊이15 표면A 가공

출력축

입력축

2-Ø10H7 깊이20 구멍

단면 Y-Y
출력축

파워 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라인거리 (카다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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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ITTENT/OSCILLATING DRIVE
평행축 표준 인덱스/오실레이팅 드라이브

AP/OP135

TECHNICAL DATA INTERMITTENT DRIVES AP
정지수

캠회전각

허용정지
토크

AP의 기술자료
계수값

동정격출력토크(da Nm) (Mu)

속도계수
분당회전수 - Cycles/min.

2중 프로파일캠 입력축 1회전 시 출력축은 두번의 왕복 및 두번의 정지구간을 수행.

내부관성 모멘트 AP Ja [Kgm²]
정지수 - Number of stations - S

190

가속도
계수

전달계수

TECHNICAL DATA OSCILLATING DRIVES OP
허용정지
토크

OP의 기술자료
계수값

동정격출력토크(da Nm) (Mu)
속도계수

이동각도
정지

복귀

정지

전달계수

AP/OP SERIES

회전

분당회전수 - Cycles/min.

가속도
계수

내부관성 모멘트

Ja

OP Oscillators internal inertia

: 0.014697 [kgm2]
191

MAX AXIAL AND RADIAL LOADS

축방향하중[daN] / AXIAL LOAD[daN]

최대축방향 하중 및 레이디알하중

레이디알하중[daN] / RADIAL LOAD[daN]

최대 허용 외력
축방향하중

레이디알하중

레이디알

입력축

기동마찰 토크

Ma

START FRICTION TORQUE

192

: 0.5 [daNm]]

축방향

출력축

평행축 표준 인덱스/오실레이팅 드라이브

무게

회전부

Kg. 92.0

AP/OP SERIES

16-M12 깊이25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4-M12 깊이28 구멍

2-Ø8H7 깊이15 표면A 가공

중공 출력축

입력축

2-Ø12H7 깊이25 구멍

단면 Y-Y
중공 출력축

파워 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라인거리 (카다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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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ITTENT/OSCILLATING DRIVE
평행축 표준 인덱스/오실레이팅 드라이브

TECHNICAL DATA INTERMITTENT DRIVES AP
허용정지
토크
정지수

AP의 기술자료
계수값

동정격출력토크(da Nm) (Mu)

캠회전각
분당회전수 - Cycles/min.

2중 프로파일캠 입력축 1회전 시 출력축은 두번의 왕복 및 두번의 정지구간을 수행.

내부관성 모멘트 AP Ja [Kgm²]
정지수 - Number of stations - S

194

AP/OP165

속도계수

가속도
계수

전달계수

TECHNICAL DATA OSCILLATING DRIVES OP
허용정지
토크

OP의 기술자료
계수값

동정격출력토크(da Nm) (Mu)
속도계수

이동각도
정지

복귀

정지

전달계수

AP/OP SERIES

회전

분당회전수 - Cycles/min.

가속도
계수

내부관성 모멘트

Ja

OP Oscillators internal inertia

: 0.06417 [kgm2]
195

MAX AXIAL AND RADIAL LOADS

축방향하중[daN] / AXIAL LOAD[daN]

최대축방향 하중 및 레이디알하중

레이디알하중[daN] / RADIAL LOAD[daN]

최대 허용 외력
축방향하중

레이디알하중

레이디알

입력축

기동마찰 토크

Ma

START FRICTION TORQUE

196

: 1.5 [daNm]]

축방향

출력축

평행축 표준 인덱스/오실레이팅 드라이브

무게

회전부

Kg. 150.0

AP/OP SERIES

16-M14 깊이25 구멍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8-Ø12 구멍
8-M12 깊이17 구멍
8-M8 깊이20 구멍

8-Ø10H7 깊이20 구멍

중공 출력축

입력축

중공 출력축

중공 입력축

파워 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라인거리 (카다로그 참조)

197

INTERMITTENT/OSCILLATING DRIVE
평행축 표준 인덱스/오실레이팅 드라이브

TECHNICAL DATA INTERMITTENT DRIVES AP
허용정지
토크
정지수

AP/OP200
AP의 기술자료
계수값

동정격출력토크(da Nm) (Mu)

캠회전각
속도계수
분당회전수 - Cycles/min.

2중 프로파일캠 입력축 1회전 시 출력축은 두번의 왕복 및 두번의 정지구간을 수행.

내부관성 모멘트 AP Ja [Kgm²]
정지수 - Number of stations - S

198

가속도
계수

전달계수

TECHNICAL DATA OSCILLATING DRIVES OP
허용정지
토크

OP의 기술자료
계수값

동정격출력토크(da Nm) (Mu)
속도계수

이동각도
정지

복귀

정지

전달계수

AP/OP SERIES

회전

분당회전수 - Cycles/min.

가속도
계수

내부관성 모멘트

Ja

OP Oscillators internal inertia

: 0.1218 [kgm2]

199

MAX AXIAL AND RADIAL LOADS

축방향하중[daN] / AXIAL LOAD[daN]

최대축방향 하중 및 레이디알하중

레이디알하중[daN] / RADIAL LOAD[daN]

최대 허용 외력
축방향하중

레이디알

레이디알하중

입력축

기동마찰 토크

Ma

START FRICTION TORQUE

200

: 2 [daNm]]

축방향

출력축

평행축 표준 인덱스/오실레이팅 드라이브

무게

회전부

Kg. 275.0

AP/OP SERIES

16-M16 깊이30 구멍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8-Ø17.5 구멍
8-M16 깊이35 구멍
8-M10 깊이25 구멍

8-Ø12H7 깊이25 구멍

중공 출력축

입력축

중공 출력축

중공 입력축

파워 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라인거리 (카다로그 참조)

201

INTERMITTENT/OSCILLATING DRIVE
평행축 표준 인덱스/오실레이팅 드라이브

TECHNICAL DATA INTERMITTENT DRIVES AP
정지수

캠회전각

허용정지
토크

AP의 기술자료
계수값

동정격출력토크(da Nm) (Mu)

분당회전수 - Cycles/min.

2중 프로파일캠 입력축 1회전 시 출력축은 두번의 왕복 및 두번의 정지구간을 수행.

내부관성 모멘트 AP Ja [Kgm²]
정지수 - Number of stations - S

202

AP/OP250

속도계수

가속도
계수

전달계수

TECHNICAL DATA OSCILLATING DRIVES OP
허용정지
토크

OP의 기술자료
계수값

동정격출력토크(da Nm) (Mu)
속도계수

이동각도
정지

복귀

정지

전달계수

AP/OP SERIES

회전

분당회전수 - Cycles/min.

가속도
계수

내부관성 모멘트

Ja

OP Oscillators internal inertia

: 0.4592 [kgm2]
203

MAX AXIAL AND RADIAL LOADS

축방향하중[daN] / AXIAL LOAD[daN]

최대축방향 하중 및 레이디알하중

레이디알하중[daN] / RADIAL LOAD[daN]

최대 허용 외력
축방향하중

레이디알

레이디알하중

입력축

기동마찰 토크

Ma

START FRICTION TORQUE

204

: 3 [daNm]]

축방향

출력축

평행축 표준 인덱스/오실레이팅 드라이브

무게

회전부

Kg. 480.0

AP/OP SERIES

16-M18 깊이35 구멍

CAD 파일을 제공합니다.

8-Ø19.5 구멍
8-M16 깊이30 구멍
8-M12 깊이30 구멍

8-Ø14H7 깊이30 구멍

중공 출력축

입력축

중공 출력축

입력축

파워 드라이브 유니트의 센터라인거리 (카다로그 참조)

205

ROTARY INDEX TABLE

고객 체크 사항

인덱스

제 품 명

고 객 명

요청사항

연 락 처

날

담 당 자

짜

구동장치

인덱서에 들어오는 힘/부하
작업부하
반경

워크고정지그(8~14)

마찰력
마찰계수
반경
정지구간힘
반경

워크(8~14)

오버터닝
반지름/거리
굽힘력
반지름/거리

회전판(1~7)

축바향하중
레이디알하중
인덱스타임
Dwell타임
인덱스캠각
Dwell캠각
정지수

모터 정지

모터 구동
웜기어감속기(기계식 변속장치) 효율

(도)
(도)

기계수명 (100만) 표준 = 30

인덱서 중심축에서 회전하는 질량
회전판
P.18 관성모멘트표 참고

타입
강함

전체무게
외경
내경
길이
긴면길이
짧은면길이

기계식 전달
인덱서 입력
타입
예시
AUTOROTOR
강함
웜기어 감속기
인덱스 볼트 체결

중간강함

웜기어 감속기어
체인/타이밍벨트

중간강함

탄력적

변속장치에
체인/타이밍벨트

탄력적

인덱서 중심축에서 회전하는 질량
워크고정지그
P.18 관성모멘트표 참고

인덱서 출력
예시
상부판 인덱스
회전판에 직접고정
간헐구동컨베이어
체인 또는 마찰구동
변속장치에
체인/타이밍벨트

인덱서 중심축에서 회전하는 질량
기타
P.18 관성모멘트표 참고

전체무게
외경
내경
길이
긴면길이
짧은면길이
회전반경

전체무게
외경
내경
길이
긴면길이
짧은면길이
회전반경
관성모멘트
인덱서 중심축에서 회전하는 질량
워크
P.18 관성모멘트표 참고

전체무게
외경
내경
길이
긴면길이
짧은면길이
회전반경

인덱서 중심축에서 회전하는 질량
기타
P.18 관성모멘트표 참고
전체무게
외경
내경
길이
긴면길이
짧은면길이
회전반경

복잡한 구조의 구동조건에 대해서는 기본자료와 인덱스에 부하/하중값 및 도면을 함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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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RY INDEX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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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인덱스 테이블 TK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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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QUE TABLES

토크 테이블

토크테이블은 마치 리니어모터를 말아서 만든것과 같습니다.

Torque tables are powered by a linear motor which has been rolled

따라서 엔코더를 사용하여 정밀한 위치제어가 가능하고 높은

up. Therefore they generate a very high torque and, with a proper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encoder aboard, are very precise in positioning.

토크테이블은 일반적인 동기모터처럼 작동되며, 자석들이 드

The torque table runs like a normal synchronous motor. The

럼의 안쪽면에 설치되어 모터의 구동부인 로터의 역할을 수행

magnets are fastened to the inner surface of a drum, which plays

합니다.

the role of the rotor, the motor’s movable part.

모터의 고정자는 철구조에 삽입된 자석코일의 여러열로 구성

The stator of said motor consists of a series of magnetic coils

되어있고 삼상전류가 흐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주파수에 따라

embedded in an iron matrix, star connected and powered by a

회전속도는 다르게 구동 할수 있습니다.

three-phase current. The rotation speed depends on the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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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QUE TABLES

토크 테이블

많은 극수는 저속에서도 높은 토크를 발생합니다.

The high number of poles enables the motor to generate a high torque

(최대500rpm)기어 없이 모터는 축에 직접 연결하여 구동됩

at a low speed(max 500 r.p.m.). No gears are needed because the

니다.

motor is direct- coupled to the shaft to be turned.

힘, 정밀도, 각 속도와 가속도 측면에서 보면 토크테이블은 결

The more performing the driving and control system the more

과적으로 더 향상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토크 테이블의 이와같

performing will result the torque table, in terms of power, precision,

은 기술은 전달 장치없이 파워가 직접 구동부에 전달 되는“다

angular speed and acceleration

이렉트드라이브”입니다.

The torque tables technology is called “direct drive” because

따라서 일반적인 시스템에 비하여 속도와 가속도에 있어서 최

the power flows straight to the movable part, without in-between

고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transmission gears. Therefore, if compared to a normal system (motorgears-cam), the torque table is more performing as far as speed and
acceleration are concerned.

The most important pros of the torque tables vs. the mechanical

과 같습니다

ones are:

· 보다 높은 가감속

· Higher acceleration/deceleration

· 매우 높은 강성

· Extremely rigid in motion

· 반복정밀도 1 micron 까지의 높은 위치정밀도

· Higher precision in positioning, even up to 1 micron repeatability

· 높은 회전 속도

· Higher rotation speed

· 높은 피크 토크

· Higher peak torque

· 고 효율 (감속기가 필요 없음)

· Higher efficiency (there are no reducers in the system)

· 유지보수가 적고 마모되는 부품이 적음

· Less maintenance, fewer pieces subject to wear

· 부드러운 동작

· Smoother in motion

· 더 커진 중공 홀

· Bigger axial thru holes

· 같은 컨트롤러로 두 개 이상의 장비 운용

· Two or more units can operate in parallel driven by the same

TK SERIES

기계적 정비에 비하여 토크테이블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다음

controls
· 일반적인 컨트롤 시스템과 연결 가능

· Can be connected with all the most common control systems The
position control is assured by the most sophisticated measures.

포지션 컨트롤은 가장 정교한 측정법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The torque table can run with any suitable control and drive, as it
is equipped with encoder and supply connectors, the same as for
rotary brushless.
On the table’s body you’ll find two connectors, for power and
encoder. Said encoders are incremental or, on request, 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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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QUE TABLES

토크 테이블

전원케이블
Feed cable

엔코더 연결부

Autorotor가 제안하는 컨트롤(조작 패널유무에 관계 없이)을 사용
하여 TK모듈은 외부환경과 매우 쉽게 통신 할 수 있습니다. 이 컨
트롤 시스템은 Ethernet을 기반으로한 최신의 통신 프로토콜을 포
함하여 모든 현존하는 필드버스와 호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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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control suggested by Autorotor (with or without
operating panel the TK module can communicate very easily
with the outside environment. Said control system is open to all
existing field bus, including the latest communication protocols
based on Ethernet.

TORQUE TABLES

Autorotor시스템의 필드버스 EtherCAT은 여러 카테고리 중 하나

Autorotor system’s field bus is EtherCAT, undisputedly the

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행 할 수 있습니다. Autorotor시스템은 다

fastest and more performing one of the category. It can be

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습니다. “Ethernet의 자동화 제어기술”.

defined as the“Ethernet to control the automation technology”.
It is an open source, high performance communication protocol,

Autorotor시스템은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Ethernet프로토콜을 사

which uses Ethernet protocol in an industrial environment.

용, 고성능 통신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Also TK system programming is open to the most common

또한 자동화를 위한 TK 시스템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은 일반적이

standards and, more specifically, to the programming languages

면서 특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IEC 6-1131

for automation(as per standard IEC 6-1131).

표준규격) 그리고 다른 제어시스템과의 호환성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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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 테이블

HARDWARE AND CONTROL SYSTEM
-컴
 팩트한 단축 드라이브는 일반적인 기술과 EtherCAT 기술을 지
원 할 수있습니다.

하드웨어 및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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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wer Supply

- Power supply:

·24 V

· 24 V

·1 x 208 … 230 VAC

· 1 x 208 ... 230 VAC

·3 x 208 … 230 VAC

· 3 x 208 ... 230 VAC

·3 x 400 … 480 VAC

· 3 x 400 ... 480 VAC

- 고 효율 고 성능의 PC

- Embedded high performance PC for highest programmability and
efficiency

- 최고의 시스템 연산 속도 (최신 P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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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wincat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및 개발 환경

- Twincat programming software and development environment.

- 표준 프로그래밍언어 (표준자동화 : IEC6-1131)

- Standard programming languages for automation: IEC 6-1131

- 원격 제어 및 시스템 모니터링

- Telemetry and system monitoring

- 모든 산업시스템내에서의 통합시스템

- System integration in all industri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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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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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길이의 케이블 제공

- Cables available in several l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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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output)

· DeviceNet
· Modbus

· EtherCAT

· RS485

· Lightbus

· RS232

· PROFIBUS

· Ethernet TCP/IP

· Interbus

· PROFINET

· CANopen

· EtherNet/IP

TK SERIES

· Digital I/O (24 V of input and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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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QUE INDEX TABLE

TK 200

토크 인덱스 테이블

TECHNICAL DATA

기술자료

최대속도 : 500 rpm

Max speed : 500 rpm

위치정밀도 : ± 20”

Positioning accuracy : ± 20”

반복정밀도 : ± 10”

Repeatability : ± 10”

엔코더타입 : 인크리멘탈 1 Vpp

Type of encoder : incremental 1 Vpp

(앱솔루트타입은 별도 요청)

(absolute on request)

정격토크 : 64 Nm

Rated torque : 64 Nm

순간최대토크 : 120 Nm

Peak torque : 120 Nm

정지토크 : 49 Nm

Dwell torque : 49 Nm

인덱스 회전판의 최대하중
Max load on indexing disk
하중값 / combined

축방향하중
axial
X

토크 / torque

레이디알하중
radial
J

굽힘모멘트
bending
Yf

daN

daNm
1650

68

38

이동시간

1800

오버터닝모멘트
overturning
Yr

회전각도(˚)

216

이동/정지: 50:50

Displacement/dwell ratio: 50:50

가속 - 등속 - 감속 : 1/3 - 1/3 -1/3

Acc - Const - Dec : 1/3 - 1/3 - 1/3

토크 인덱스 테이블
무게 / Weight Kg.26

엔코더 연결부

4-Ø 8.5구멍 90˚간격

TK SERIES

모터 연결부

2-Ø 8 H7

관통홀

관통홀

N.4 thru holes Ø8.5 every 90˚

2-Ø 8H7 깊이 20
4-M8 깊이 20 90˚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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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300

토크 인덱스 테이블

TECHNICAL DATA

기술자료

최대속도 : 500 rpm

Max speed : 500 rpm

위치정밀도 : ± 20”

Positioning accuracy : ± 20”

반복정밀도 : ± 10”

Repeatability : ± 10”

엔코더타입 : 인크리멘탈1 Vpp

Type of encoder : incremental 1 Vpp

(앱솔루트타입은 별도 요청)

(absolute on request)

정격토크 : 144 Nm

Rated torque : 144Nm

순간최대토크 : 218 Nm

Peak torque : 218 Nm

정지토크 : 110 Nm

Dwell torque : 110 Nm

인덱스 회전판의 최대하중
Max load on indexing disk
하중값 / combined

축방향하중
axial
X

토크 / torque

레이디알하중
radial
J

굽힘모멘트
bending
Yf

daN

daNm
2400

118

70

이동시간

3000

오버터닝모멘트
overturning
Yr

회전각도(˚)

218

이동/정지: 50:50

Displacement/dwell ratio: 50:50

가속 - 등속 - 감속 : 1/3 - 1/3 -1/3

Acc - Const - Dec : 1/3 - 1/3 - 1/3

토크 인덱스 테이블
무게 / Weight Kg.42

엔코더 연결부

6-M8 깊이 25 60˚간격

관통홀

2-Ø 8 H7 관통홀

관통홀

6-Ø 8.5 60˚간격

TK SERIES

전원 연결부

2-Ø 8H7 깊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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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PULATION
매니퓰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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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MANIPULATION ?

왜 매니퓰레이션이 필요한가?

매니퓰레이션이란?

Manipulation, why?

이 카다록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매니퓰레이터가 아닌 “매니퓰

려주시면 최대한 함께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Why have we titled this catalogue “Manipulation”instead of the
more common “Manipulators”?
Because we have started from a more general concept, i.e. moving
an object from a place to another one; here we are showing the
various means and products available at Autorotor to actuate this
action.
What is in fact manipulation, if not moving an object from place to
another one by means of a series of movements of the same or
different kind(normally rotary and linear)?
And why should we take into consideration only the “classic”
rotary or linear manipulators, be they mechanical or electronic, to
make this action?
Why shouldn’t we examine a wide range of products, which do not
look like “normal”manipulators, but which are more suitable for the
application, that they fulfil better, faster and more economically.
This book shows the range of Autorotor products for “manipulation”,
as per the definition above.
Get in touch and let us know your needs; we’ll find, together, the
best solution.

로터리 매니퓰레이션

Rotary manipulation.

레이션”으로 한 이유는…
우리가 좀더 일반적인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즉, 한 지
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물체를 움직이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Autorotor에서는 가능한 모든 제품과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물체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일반적 방법인 회전이
나 직선운동을 이용하여 움직인다면, 실제로 매니퓰레이션이란 무
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필요할 때 왜 우리는 고전적인 직선이나 회
전 매니퓰레이터를 고집할까요?
왜 일반적이지 않고 선택의 폭이 넓은 그리고 좀더 나은, 좀더 빠
르고 더 경제적인 제품을 시험해 보지 않을 까요?
이 카다록은 위와 같은 목적의 Autorotor 사 제품인 “매니퓰레이
션”의 제품 군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하의 요구사항을 알

최소한의 회전운동이 있는 이송 방법을 시행하여 물체를 한 장소
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는 장비를 “로터리 매니퓰레이션”이라
고 합니다. 로터리 매니퓰레이션에는 몇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 매니퓰레이터 BRMT2 와 BRMT3
- 매니퓰레이터 MAP 시리즈
- 매니퓰레이터 BRM1
-기
 계적 혹은 공압을 사용한 리프트 장치가 있는 인덱스 테이블
BRMT (BRMT2와 BRMT3)는 두 개의 베럴캠이 회전하여 입력 축
의 회전을 출력 회전체의 상하운동이나 간헐적 각 운동으로 전환
하는 기계적 장비입니다.
(암의 간헐적인 회전이나 오실레이션 왕복운동으로 생기는) 각도
스트로크와 (암의 상승이나 하강으로 생기는) 수직 스트로크가 어
플리케이션 사이클단계에서 상호 작용하여 나타납니다.
BRMT의 각도 스트로크는 보통 90도 혹은 180도이며 (요청에
따라서 다른 각도도 가능) 수직 스트로크의 범위는 25mm에서

We define a manipulation as “rotary manipulation”when the action
of moving a piece from one place to another is actuated by a series
of movements, of which at least is rotary.
Several types of products can realise the rotary manipulation:
-

Manipulators BRMT2 and BRMT3
Manipulators MAP series
Manipulators BRM1
Index tables with lift (mechanical or pneumatic)

BRMT (BRMT2 and BRMT3) are mechanical units which, by means of
two barrel cams turn the uniform rotating of the inlet shaft into an
intermittent angular and vertical stroke of the output turret.
The angular stroke (i.e. the intermittent rotation or oscillation of the
arm) and the vertical stroke (that is the lift and descend of said
arm) follow each other and are in phase with the application cycle.
BRMTs angular stroke is normally 90°or 180°(other angles can be
realised on request), while the vertical stroke ranges from 25 mm to
100mm.

100mm 까지 입니다.
속도는 120사이클/분 입니다. : 최소 무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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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can reach 120 cycles/min; as usual the less the masses

WHY MANIPULATION ?

왜 매니퓰레이션이 필요한가?

매니퓰레이터 MAP(MAP85, MAP110과 MAP135)는 출력장치의 평

Manipulators MAP (MAP 85, MAP 110 and MAP 135), delivering the

탄 캠과 캠 드럼에 의한 리프팅작업으로 회전체에 간헐적인 회전

intermittent rotation of the turret through an output device cam flat,

운동을 전달합니다.

and its lifting by a cam drum.

매니퓰레이터 MAP는 다른 장치 없이 암의 180도 회전으로만 매우

The manipulator MAP allows a different balance of the phases of

높은 200 rpm 까지사용합니다.

rotation is up, allowing to reach very high working frequency (200
rpm) with 180°rotation of the arm without multiplication of the rotation.

BRM1 매니퓰레이터와 리프트장치가 있는 인덱싱 테이블을 보려면

For BRM1 manipulators and indexing tables with lift you can see at

페이지 242, 243를 참조하세요.

page 242 and 243.

리니어매니퓰레이션

Linear manipulation

모든 것이 직선운동으로 작동하여 물체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We define a manipulation as “linear manipulation”when the action

이동시키는 장비를 “리니어매니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of moving a piece from one place to another is actuated by a series
of movements, all of them linear.

리니어매니퓰레이션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Several types of products can realise the linear manipulation:

- 리니어 매니퓰레이터 BRM2

- Linear manipulator BRM2

- 리니어 매니퓰레이터 UML300

- Linear manipulator UML300

- 리니어 매니퓰레이터 MLE

- Electronic linear manipulator MLE

전자식 BRM2 매니퓰레이터는 두개의 이중 사이드 캠들과 전달 암

BRM2 manipulator is a mechanical unit transform, by two double sides

들로 입력축의 연속적인 회전을 수평과 수직의 직선 운동으로 전환

cams and transfer arms, continuous rotation of inlet shaft into linear

하는 기계적인 장치입니다. 이 제품들은 전달 암들에 대하여 회전

displac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stroke.

중심위치를 쉽게 조절하여 변환 가능합니다.

These are easily adjustable changing position of rotating center on

수평 스트로크 X값은 75~200mm 까지 조절할 수 있고 수직 스트

Stroke X horizontal can be adjusted from 75-200 mm; stroke Y vertical

로크 Y값은 30~75mm 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can be adjusted from 30-75mm.

매니퓰레이터 UML300은 세 쌍의 드럼 캠을 이용하여 입력 축의

The manipulator UML300 is a unit which converts mechanical rotating

기계적인 회전 형태를 수평 수직의 직선 운동으로 전환하는 장치

uniform of inlet shaft into rectilinear movement of the horizontal stroke

입니다. 그 드럼 캠의 형상은 사이클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이 제

and vertical, through a trio of drum cams, whose shape determines the

품은 보통 팔레트의 가속기로 사용됩니다. 70kg까지 고 하중용으

type of cycle that is executed. It is normally used as an accelerator

로 사용됩니다.

of pallets. It can carry heavy loads (until 70 kg).

전자식 매니퓰레이터인 MLE는 페이지30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The electronic linear manipulator MLE is described in detail starting
on page 30.

주요 장점들

Main advantages

- 고속의 연속 변위 운동

- High speed continuous displacement

- 고 진동에서 부드러운 동작

- Smooth running at high frequencies

- 기계적인 반복성

- Mechanically repeatable

- 기계적 전달장치를 사용하여 직접 작업사이클에 연결이 가능합

- Possible connect it directly to the running cycle by mechanical

니다.

transmission

- 낮은 전력

- Low installed power

- 사용하기 쉽고 저 비용의 유지 보수

- Low maintenance, easy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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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PULATION

transmission arms.

ROTATING MANIPULATORS BRMT SERIES

회전 매니퓰레이터 BRMT 시리즈

TECHNICAL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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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추형 롤러로 지지하는 캠 샤프트

2.

수직으로 구동시키는 캠

3.

회전체를 구동 시키는 캠

4.

회전체의 수직을 구동시키는 전달 암

5.

분진 보호용 벨로우즈

6.

(수평회전과 수직운동을 결합한) 회전체

7.

글리퍼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지지대

8.

씰링된 주철 케이스 (수명을 위한 그리스 함유)

9.

원추형 롤러를 가지고 있는 회전체

Camshaft on opposed conical rollers
Cam to drive turret vertical stroke
Cam to drive turret rotation
Transmission arm to actuate turret’s vertical stroke
Dust protection bellow
Combined displacement ( horizontal rotation / vertical stroke) turret
Adjustable support for grippino device
Cast iron sealed case (lubrification with long life grease)
Rotatind turret on conical rollers

기술적 특징

EXAMPLES OF OPERATION CYCLES

동작싸이클 예제

회전체회전각도=90˚
Rotation

정지

정지

수직행정거리=50mm

회전체회전각도=90˚
Rotation

정지

MANIPULATION

정지

수직행정거리=50mm

회전체회전각도=90˚
Rotation

정지

정지

수직행정거리=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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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NG MANIPULATOR
회전 매니퓰레이터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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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MT 2
액세서리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4

PREARRANGEMENT FOR REDUCER UNIT

감속기 설치를 위한 준비사항

MANIPULATION

브레이크모터 포함

감속기형번
Type of reducer

227

MOTOREDUCER MOUNTING POSITION

감속기형번
Type of reducer

모터 감속기 설치 방법

자동 브레이크 장치 포함

*감속기에 토크리미터 장착
Reducer with built in torque militer

SET MICROSWITCH

마이크로 스위치 설치

감속기형번
Type of reducer

*감속기에 토크리미터 장착
Reducer with built in torque mil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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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퓰레이션

이동부

4-Ø11

MANIPULATION

4-M8 깊이 18

스트로크

CAD파일은 제공합니다.

최대스트로크 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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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NG MANIPULATOR
회전 매니퓰레이터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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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MT 3
액세서리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4

PREARRANGEMENT FOR REDUCER UNIT

감속기 설치를 위한 준비사항

MANIPULATION

브레이크모터 포함

감속기형번
Type of re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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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EDUCER MOUNTING POSITION

감속기형번
Type of reducer

모터 감속기 설치 방법

자동 브레이크 장치 포함

*감속기에 토크리미터 장착
Reducer with built in torque militer

SET MICROSWITCH

마이크로 스위치 설치

감속기형번
Type of reducer

*감속기에 토크리미터 장착
Reducer with built in torque mil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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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Ø13

MANIPULATION

4-M10 깊이 25

4-M8 깊이 20

매니퓰레이션
이동부

CAD파일은 제공합니다.

최대스트로크 9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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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NG MANIPULATORS MAP SERIES

회전 매니퓰레이터 MAP 시리즈

MAP는 매니퓰레이터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이 제품은 평행축 표

MAP is a new type of manipulator. It consists of a parallel axis

준 간헐 드라이브와 하부 금속 상자 안에 급유된 캠으로 구성되어

intermittent drive and a lubricated cam in a metal box placed

있습니다.

beneath it.

평행축 표준 드라이브에 의해서 회전운동을 하는 동안 캠은 레버

While the rotation is provided by the parallel axis intermittent drive,

에 의해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MAP는 분당 200사이클까지

the cam ensures, by means of compound levers, the linear stroke.

가능하고 180도까지 회전하는 동안 어떤 기어장치도 필요하지 않

MAP can operate up to 200 cycles/min and doesn’t need any gear

습니다.

to rotate even by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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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135 제품의 3D 형상
MAP135 3D drawing

MANIPULATION

MAP 제품의 탁상형 설치
MAP’s 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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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NG MANIPULATOR

MAP 85

회전 매니퓰레이터

TECHNICAL DATA

기술자료

최대행정거리
Maximum lift

: 50 mm

회전방식
Rotation

: 간헐구동
intermittent

최대허용관성 [Kgm²]
Maximumapplicableinertia
싸이클
Cycles

236

이동각도
Displacementangle
45°

60°

90°

120°

180°

60

80

100

76

53

28

90

40

49

36

27

15

이동부

매니퓰레이션

MANIPULATION

315+ 스트로크

CAD파일은 제공합니다.

최대스트로크 50mm
(스트로크의 특수사양은 별도문의 바랍니다.

2-Ø8H7
8-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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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NG MANIPULATOR

MAP 110

회전 매니퓰레이터

TECHNICAL DATA

기술자료

최대행정거리
Maximum lift

: 100 mm

회전방식
Rotation

: 간헐구동
intermittent

최대허용관성 [Kgm²]
Maximumapplicableinertia
싸이클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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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각도
Displacementangle
45°

60°

90°

120°

180°

60

1,94

2,06

1,57

1,18

0,60

90

0,95

1,02

0,78

0,59

0,29

매니퓰레이션

이동부

2-Ø8H7

MANIPULATION

315+ 스트로크

스트로크

110+ 스트로크

CAD파일은 제공합니다.

최대스트로크 50mm

8-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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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NG MANIPULATOR

MAP 135

회전 매니퓰레이터

TECHNICAL DATA

기술자료

최대행정거리
Maximum lift

: 50 mm

회전방식
Rotation

: 간헐구동
intermittent

최대허용관성 [Kgm²]
Maximumapplicableinertia
싸이클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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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각도
Displacementangle
45°

60°

90°

120°

180°

60

3,89

4,14

3,10

2,31

1,16

90

1,81

1,94

1,52

1,12

0,59

매니퓰레이션

이동부

2-Ø8H7

MANIPULATION

315+ 스트로크

스트로크

110+ 스트로크

CAD파일은 제공합니다.

최대스트로크 50mm

8-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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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NG MANIPULATOR
회전 매니퓰레이터

BRM1 with PNEUMATIC LIFT

242

BRM 1
공압리프트장비를 사용한 BRM1

INDEX TABLES with LIFT

리프트 장치가 있는 인덱스 테이블

기계적이거나 공압을 이용했던 리프트 장치가 있는 로터리테이

The rotary table with lift, be it mechanical or pneumatic, is not

블은 그 자체로만 회전 매니퓰레이터로 볼 수는 없지만 적용하

in itself a rotary manipulator, but has the same combination of

는 데는 문제가 없는 동일한 결합된 동작을 수행합니다.

movements and fulfils the same range of applications.

기계적인 리프트가 있는 로터리테이블은 플레이트에 장착된 일

The rotary table with mechanical lift is a normal rotary indexing

반 로터리 인덱싱테이블입니다. 플레이트의 아래쪽에는 평행축

table fixed to a plate; to the lower side of said plate it is fixed a

표준 사각 이나 오실레이터 (AP 혹은 OP)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parellel axis, intermittor/oscillator (AP or OP), to the output shaft of

또한 그 출력 축은 편심 되어 있습니다. 그 편심이 축의 한끝으

which is keyed an eccentric.

로 움직이면 그 다른 끝은 회전판에 고정되거나 자유롭게 움직

On the periphery of the said eccentric runs one end of a shaft, the

이는 상황이 됩니다.

other end of which may be fixed to a disc ( see picture below) or
move freely.

위에서 말한 축이 회전하면 회전판은 (보통 무거운 것을 올리는

The disc (normally used when the weight to be lifted is heavy),

데 사용) 부시베어링이 있는 4개의 기둥을 따라 움직입니다.

driven by the above mentioned shaft, runs on four columns by

그리고 한 개의 체인이 평행축 드라이브(혹은 오실레이터)와 테

means of bushes.

이블 사이에서 일련의 동작을 수행합니다. AP/OP가 정지구간에

A chain ensures the phasing of the motion between table and

있을 때 테이블이 회전하거나 테이블이 정지하고 있을 때 AP/

intermittor/oscillator; when the table turns the AP/OP is in dwell,

OP가 그 편심 축에 의해 작동합니다. 따라서 축과 회전판은

while when the table is in dwell the AP/OP turns and with it the

상하 운동을 하게 됩니다.

eccentric; so the shaft and the disc move up and down.

그 체인에 의한 동작 단계는 하나의 모터로 수행됩니다. 만약 이

When the phasing is got through a chain there is only one motor;

단계에서 전기 전자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두 개의 모터가 필

if the phasing is ensured by electric/electronic systems, then two

요하게 됩니다.

motors are needed.

AP/OP와 편심축은 공압 실린더로 대체 되어 질 수 있습니다.

The AP/OP and eccentric can be replaced by a pneumatic cylinder;

이 경우에는 전기전자적인 부분과 2개의 모터가 필요하게 됩니

in this case the phasing is electric/electronic and two motors are

다. 그래서 공압용 리프트장치가 있는 로터리테이블이라고 할

needed. We can so speak of rotary table with pneumatic lift.

MANIPULATION

수 있겠습니다.

기계식 리프트가 있는 인덱싱 테이블
Indexing table with mechanical lift

공압식 리프트가 있는 인덱싱 테이블
Indexing table with pneumatic l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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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MANIPULATOR

BRM 2

리니어 매니퓰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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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특징

TECHNICAL FEATURES

1. 베어링이 있는 입력 캠 샤프트

1. Inlet camshaft on bearings

2. 캠 (각 사이드에 하나)

2. Cam (one each side)

3. 캠 팔로워

3. Cam followers

4. 전달 암

4. Transmission arm

5. 스트로크를 조절할 수 있는 로드

5. Rod to adjust the stroke

6. 미끄러지게 하는 전달 암

6. Sled transmission arm

7. 슬라이드 리니어 베어링 (수직용)

7. Slide linear bearing (vertical stroke)

8. 주철 케이스

8. Cast iron case

9. 미끄러지게 하는 레일 (수평용)

9. Sled rail (horizontal stroke)

10. 수평 레일 지지대

10. Horizontal rail support

리니어 매니퓰레이션

스트로크X
스트로크Y

CAD파일은 제공합니다.

MANIPULATION

스트로크Y

스트로크X

8-M12

작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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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MANIPULATOR
리니어 매니퓰레이터

UML 300

UML300은 많은 다른 기하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미끄럼 틀이 장

UML 300 is a totally mechanical unit, equipped with a sled which

착된 완전히 기계적인 장비입니다. 직사각형 모양, U 형, L형 등이

can run many different geometries: the rectangular shaped, the ‘U’

있습니다.

shaped, the ‘L’ shaped, etc.

이 제품은 조립라인에서 일반적으로 이송장치 혹은 가속 장치로

It is normally used as a carrier/accelerator of indexed pallets on

사용됩니다. 이 제품은 프레스나 커팅등 빠른 작업에 연동할 수 있

assembly lines, it can be interlocked to fast presses/shears, but its

습니다. 또한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합니다.

applications are many more.

UML은 분당 120사이클까지 사용할 수 있고 보통 70 kg까지 견딜

UML 300 can run up to 120 cycles/min and with a load generally up

수 있습니다. 최대 수평 이송거리는 300mm이고 수직은 50mm입

to 70 Kgs; its

니다.

maximum horizontal stroke is 300 mm, while its vertical stroke may
reach 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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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X

매니퓰레이티

스트로크Y

CAD파일은 제공합니다.

스트로크Y

스트로크X

MANIPULATION

8-M10

작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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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MANIPULATORS MLE SERIES

전자 매니퓰레이터 MLE 시리즈

생산시간을 줄이는 것은 작업물을 이송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으

Reduced production time very often results from a cut in the time of

로 자주 귀착 됩니다. 또한 시스템의 유동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moving pieces from one place to another. Of paramount importance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대답은 새로운 전자 리니어매니퓰레이

has also become the flexibility of the system, i.e. the possibility to

터인 ML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빠르고, 프로그램이 가능하

turn out pieces of relatively different kind.

고, 신뢰성이 있는 제품입니다.

The answer to these needs is the series of the new electronic linear

이 제품들은 설치가 용이하고 모든 기계적 전자적인 차원에서

manipulators MLE, fast, programmable, reliable.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These units are ready to set up, both from the mechanical and the

이 매니퓰레이터들은 리니어모터로 구동되는 전자적 장비들 입

electronic standpoint, and easy to use.

니다. 즉, 고정자와 회전자가 말려있지 않은 (그림1) 펼쳐진 상태

These manipulators are mechatronic units powered by linear motors,

(그림2)로 토크대신 리니어포스를 발생하여 구동하고 있습니다.

so by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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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인 매니퓰레이터에 비해서 모션은 캠이나 기어로 전달되

motors where rotor and stator are not “rolled up” (picture n°1),

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학적인 힘으로 구동됩니다. 따라서 기계

but“unrolled” (picture n°2), and generate a linear force instead of

적인 마모는 거의 없습니다.

a torque.

MLE시리즈는 LSM (리니어 동기 모터)로 움직이는 최신의 자동

Contrary to the mechanical manipulators, motion is not transmitted

화기계장비 입니다. 컨트롤 및 피딩 시스템은 매우 간단하며 표

by cams or mechanical gears, but by induced electromagnetic

준산업용으로 쓰이는 로터리 브러시리스 모터와 유사합니다.

forces; thus also the mechanical wear is close to nil.

이 모터들의 일반적인 비틀림이나 스트로크 그리고 정밀도 등은

MLE series is powered by LSM (Linear Synchronous Motor), today’

자동화 장비에서 매우 필요한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

s ultimate for automatic machines. Control and feeding systems are

니다.

very simple and, just like the ones for the rotary brushless motor,

위치제어는 뛰어난 시스템을 가지고 최고의 반복정밀도 및 위치

On the top of it, the standard of thrust and stroke and the accuracy

제어를 보장합니다.

of these motors answer the specific needs of the automatic
machines very well.

또한 MLE는 외부통신과 쉽게 호환이 되고 모든 필드버스와 사

The position control is ensured by very sophisticated systems, the

용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이는 Ethernet을 기

best ones when repeatability and positioning are at a stake.

반으로 하는 최신의 통신 프로토콜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To be underlined also the easy communication of MLE series with

로컬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합니다.

the outside. Its control system is open to all existing available field
bus, including the most modern communication protocols based on
Ethernet, commonly used in loc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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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ed an industrial standard.

또한 Autorotor시스템은 매우 빠르고 성능이 최고인 필드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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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사용합니다. : EtherCAT은 자동화기술을 제어하는 Eth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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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hernet to control the automation technology”.

이는 어디든지 사용되는 오픈 소스이고 고 성능 통신 프로토콜

It is an open, high performance communication protocol, which uses

이며 산업환경에서 Ethernet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thernet protocol in an industrial environment.

또한 MLE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가장 일반적인 표준 방법이며

Also MLE system programming is open to the most common

좀더 구체적이고 자동화용 프로그램 언어로 되어있습니다. (표준

standards and, more specifically, to the programming languages for

IEC6-1131)

automation (as per standard IEC 6-1131)

장점

ADVANTAGES

- 공압시스템보다 전력소비가 적음

- Lower power consumption than
pneumatic systems
- Very compact body
- Extremely fast
- Easy to install
- Constant monitoring of positions,forces
of process and speed
- No wear, low maintenance
- Programming software open to
international standards
- Can use any fieldbus
- Flexible

- 매우 컴팩트한 몸체
- 고속
- 설치 용이
- 위치, 힘, 속도에 대한 일정한 모니터링
- 마모가 없고 저비용의 유지보수
- 국제규격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 다양한 필드버스와 호환 가능
- 유동성

매니퓰레이션장비들은 기계적이나 전자적으로 설치가 용이합니
다. 매니퓰레이터들은일반 표준 연결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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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pulations devices are easy to install both from a mechanical
and electronic standpoint. Manipulators come with standard
connections to handle power and position.

ELECTRONIC MANIPULATOR

MLE 1

전자 매니퓰레이터

TECHNICAL DATA
수직 이송거리
수평 이송거리
위치정밀도
반복정밀도
최대 이송 하중
최대 가속도
최대 속도
조립위치
최대 시간

기술자료
0-50 mm*
0-120 mm*
0.02 mm
0.01 mm
3 kg
40 m/s2
6 m/s
수평
20 ms

*= 프로그래밍이 자유롭다

Vertical stroke
Horizontal stroke
Positioning precision
Repeatability
Maximum carriable weight
Maximum acceleration
Maximum speed
Assembling position
Handshake maximum time
* = freely programmable

STROKE TIME

이송 시간

MANIPULATION

시간(S)

수직스트로크

행정거리

시간(S)

수평스트로크

행정거리

MLE 매니퓰레이터는 각각 다른 사이클에 대하여 매우 유동적이고

MLE manipulators are very flexible and adjustable to several different

조정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수평 수직 이송거리를

cycles; it is just matter of selecting the most suitable horizontal and

선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의 예를 참조하세요)

vertical stroke (see the examples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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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MANIPULATOR - U CYCLE

리니어매니퓰레이터-U 사이클

어떻게 하면 리니어매니퓰레이터를 사용하여 ABA사이클을 얻을

How fast can a linear manipulator make a complete ABA cycle? It

수 있을 까요? 이것은 운반되는 하중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 표

depends on the load it has to carry. The table below (number of

(운반되는 하중에 대한 사이클수)는 수평 이송거리 110mm와 수
직 이송거리 50mm로 가정하여 계산한 값입니다. 모든 사이클을
통하여 흔들림은 무시 하였습니다.

cycles carried load), self explanatory, has been calculated assuming
a horizontal stroke of 110mm and a vertical stroke of 50 mm.
Negligible shake effect is ensured all through the cycle.
Anticipando le partenze dei vari assi o programmando in modo
differente le corse a pieno carico da quelle senza carico si possono

물론 이송거리에 대하여 하중 없이 보다 높은 속도를 낼 수 있
지만 이 경우 전체 사이클은 짧아질 것 입니다.

ottenere anche tempi inferiori.
Of course you can plan higher speed on the strokes without load
and/or anticipate the start of the axes. Then the total cycle time will
be shorter.

LINEAR MANIPULATOR WITH L CYCLE

리니어매니퓰레이터-L 사이클

어떻게 하면 리니어매니퓰레이터를 사용하여 ABA사이클을 얻을

How fast can a linear manipulator make a complete ABA cycle? It

수 있을 까요? 이것은 운반되는 하중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 표

depends on the load it has to carry. The table below (number of

(운반되는 하중에 대한 사이클수)는 수평 이송거리 110mm와 수

cycles carried load), self explanatory,

직 이송거리 50mm로 가정하여 계산한 값입니다. 모든 사이클을

has been calculated assuming a horizontal stroke of 110mm and

통하여 흔들림은 무시 하였습니다.

a vertical stroke of 50 mm. Negligible shake effect is ensured all
through the cycle.

물론 이송거리에 대하여 하중 없이 보다 높은 속도를 낼 수 있
지만 이 경우 전체 사이클은 짧아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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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urse you can plan higher speed on the strokes without load
and/or anticipate the start of the axes. Then the total cycle time will
be shorter.

HARDWARE AND CONTROL SYSTEM

- EtherCAT 기술을 지원하는 고성능, 컴팩트한 bi-aixs 드라이브

하드웨어 및 컨트롤 시스템

- High performance, compact bi-axis drives fully able to support

- 네트워크 입력

MANIPULATION

EtherCAT tecnology
- Network input:

24 V

· 24 V

·1 x 208 … 230 VAC

· 1 x 208 ... 230 VAC

·3 x 208 … 230 VAC

· 3 x 208 ... 230 VAC

·3 x 400 … 480 VAC

· 3 x 400 ... 480 VAC

- 최고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Embedded-PC

- Embedded-PC to ensure maximum programmability

-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속도는 PC의 속도와 동일

- As a conseguence, the calculation speed of the system is the one
of a PC

- 소프트 프로그래밍 과 개발 환경 TwinCAT

- Software programming and development environment TwinCAT

- 표준 자동화 프로그램 언어 : IEC 6-1131

- Standard programming language for automation: IEC 6-1131

- 원격 지원

- Telemetry and monitoring system

- 다른 시스템과의 확장이 가능

- Easy integration into any industrial system

- 축의 모든 파라미터 조정 가능 : 속도, 가속도, 위치

- Adjustment of all parameters of the axis: speed, acceleration,
position ...

- 다양한 길이의 케이블 공급

- Cables are available in various l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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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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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viceNet
· Modbus

· EtherCAT

· RS485

· Lightbus

· RS232

· PROFIBUS

· Ethernet TCP/IP

· Interbus

· PROFINET

· CANopen

· EtherNet/IP

리니어매니퓰레이터

MANIPULATION

무게 / Weight Kg.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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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BL MACHINE BASE
& LINE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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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YOR BELT

몸체
모터, 감속기
인텍스드라이브
컨베이어 벨트

몸체
링크위치조정
인덱스회전부
팔렛트체인

258

컨베이어 벨트

수직설치

MECHANICAL INDEXING WORKING POSITION

작업벨트 위치

수평설치

기계식 인덱스 설치위치

OTHRS

WORKING BELT POSITION (PALLET AXIS)

259

CONVEYOR TPM1 OVERALL DIMENSIONS

컨베이어 TPM1의 전체도면

팔레트의 총수량-12

플렌지 사양과 관련해서는 당사에 문의바랍니다.

벨트피치

인덱서 사양과 관련하여서는
autorotor카다로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팔레트 중심간거리

CONVEYOR TPM2 OVERALL DIMENSIONS
팔레트의 총수량-12

플렌지 사양과 관련해서는 당사에 문의바랍니다.

벨트피치

팔레트 중심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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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서 사양과 관련하여서는
autorotor카다로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컨베이어 TPM2의 전체도면

BORING DETAILS PALLET TPM1

TPM1의 팔레트부 세부도면

4-M8

98

2-Ø8H7

*공차 :
나사홀 M8±0.15 깊이 18mm
내경홀 Ø8H7 ±0.015 깊이 18mm

123.5

BORING DETAILS PALLET TPM2

TPM2의 팔레트부 세부도면

4-M8

98

OTHRS

2-Ø8H7

*공차 :
나사홀 M8±0.15 깊이 18mm
내경홀 Ø8H7 ±0.015 깊이 18mm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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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LINEAR ARM

BL리니어암

스트로크X

스트로크Y

암모션

스트로크X

스트로크Y

암모션
타입1

타입2
관통톨 Ø6H7
4-M5 구멍

타입3

타입4

타입5
M8

MB-BL LINEAR MACHINE

MB-BL 리니어머신

암타입
컨베어 타입

타입

컨베어타입

암타입
파레트의 총수량
파레트의 총수량

262

응용 사례

OTHRS

APPLICATIONS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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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DRIVE UNITS

파워드라이브 유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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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I REDUCER

STM 기본형 감속기 RMI

키사양 UNI 6604-69

토크리미트 조정용 너트
감속기타입

266

인덱서

무게

CBF REDUCER

STM 기본형 감속기 CBF

키사양 UNI 6604-69

토크리미트 조정용 너트

인덱서

무게

OTHERS

감속기타입

267

RV ROSSI REDUCER

감속기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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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서

* 해당수치는 IT/OT에 적용 시 5㎜가 늘어납니다.

ROSSI RV 감속기

무게

RIV ROSSI REDUCER

인덱서

ROSSI RIV 감속기

무게

OTHERS

감속기타입

* 해당수치는 IT/OT에 적용 시 5㎜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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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RV REDUCER

T&T RV 감속기

키사양 UNI 6604-69

토르크리미트 조정용 너트

감속기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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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서

무게

T&T RVP REDUCER

T&T RVP 감속기

키사양 UNI 6604-69
토크리미트
조정용 너트

인덱서

무게

OTHERS

감속기타입

271

NORMAL ELECTRIC MOTOR

타입

출

력

표준형 모터

무게

ELECTRIC BRAKE MOTOR

타입

272

출

력

브레이크 모터

무게

타입

출

력

제동용 브레이크 모터

무게

OTHERS

ELECTRIC MOTOR WITH DYNAMIC BR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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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TCH/BRAKE COUPLING KEB

타입

274

클러치/브레이크 커플링 KEB

무 게

TKF MECHANICAL VARIABLE SPEED DRIVE

TKF 기계식 변속장치
제안하는 커플링

표준형 웜감속기 타입

변속기 타입

타입

입 력

출력 속도

출력 토크

출 력

브레이크 모터

무게

275

OTHERS

브레이크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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