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니 벨트 및 스핀들 축 ELGA

Clean
Protected
Strong

완벽한 동작
ELGA – 안전 가이드가 필요한 경우에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가이드가
주요 장점

내장된 선형 축 ELGA 시리즈는 뛰어난 동적 반응, 속도 및 출력을

• 안전성: 열악한 작업환경

자랑하는 톱니 벨트나 스핀들 드라이브가 결합된 다양한 버전으로

에서도 사용 가능.
• 클린 타입: 입자가 거의 생
기지 않아 클린룸에서 사용

제공되며, 다양한 가이드를 통해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
가능합니다. ELGA는 개별 축으로도 제공되고 표준 핸들링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으로도 제공됩니다.

가능.
• 호환성: 다양한 가이드 버전
• 고내구성: 최대 이송력과
최대 제품 수명 기간
• 효율성: PositioningDrives를
이용한 최적의 사이징

다양한 용도에 사용 가능

완전한 제품 포트폴리오

공압 실린더 만큼 간단하면서도

ELGA와 EGC 전동 축 시리즈는

뛰어난 내구성과 힘 있는 모션을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ELGA는

제공하는 EGC 제품군은 세 가지

안전한 고성능 축이 필요하다면

가이드 옵션이 있어 다양한 어플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케이션에 사용 가능합니다. . 다

높은 강성과 비용 효과가 기본적

양한 사이즈, 큰 스트로크 범위,

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면 EGC를

옵션인 2차 슬라이드 및 다양한

사용하면 됩니다.

안전 기능으로 어플리케이션 적

모든 용도에서 정확한 선형

용 범위를 훨씬 넓힐 수 있습니다.

동작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알루미늄 프로파일,

안전성

모터에 동일한 인터페이스가

내부 가이드가 있어 열악한 작

사용됩니다.

업 환경 에서 ELGA를 보호합니
다. 스테인리스 스틸 커버 밴드,
간극이 거의 없는 밴드 구조, 슬
라이드의 가이드 풀리가 안팎
으로 차단하여 클린룸에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www.festo.com

ELGA 시리즈 한눈에 보기

구조, 옵션 및 기술적 특징
스핀들 드라이브 ELGA-BS-..

톱니 벨트 드라이브용

• 볼 스크류를 사용하는 정밀한

2차 슬라이드
• 자유롭게 움직이는 추가

위치 조정
• 슬라이드 가이드 타입 :

슬라이드

볼 베어링 가이드 -KF

• 더 큰 횡방향 및 축방향 토크를
대응할 수 있음

모터 위치
• 양쪽 축 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회전 각도 4 x 90°
(변경 가능)

알루미늄 프로파일
• 대칭 프로파일 구조
• 최적화된 단면과 힘의 흐름

볼 베어링 가이드 -KF의 중앙 윤활

유도식 근접 센서

증분식 변위 엔코더

• 사이드 카세트 및 스크루

• 돌출된 테두리 또는 추가

• 안전 지향형 2 채널 솔루션

스핀들 윤활용 돌기 2개
• 또 다른 중앙 윤활 시스템
연결부
• 오일과 그리스에 적합

마운팅 부품 없이 간편하게
장착

• 톱니 벨트 축의 위치 조정
정밀도 향상

• 슬롯당 센서 최대 2개
• 추후 간편하게 추가하거나
재배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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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또는 씰링 에어 연결부

톱니 벨트 드라이브 ELGA-TB-..

내부 공간 안팎으로 입자가

• 최대 속도 10m/s

이동하는 것을 막는 옵션 연결부

• 슬라이드 가이드 유형:
− 볼 베어링 가이드 -KF
− 롤러 베어링 가이드 -RF
− 베어링 가이드 -G

모터 위치
• 축 양쪽 끝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변경 가능

알루미늄 프로파일
• 넓은 톱니 벨트
• 대칭 프로파일 구조
• 최적화된 단면과 힘의 흐름

가이드 축 ELFA

식품 산업용 축

톱니 벨트

스테인리스 스틸 커버 밴드

• 자체 드라이브 없음

• 매끄러운 표면, 센서 슬롯 없음

• 드라이브 롤러와 가이드 풀리를

• 자석 띠가 있어 거의 간극 없이

• 수동 슬라이드

• FDA 규격 소재

분해하지 않고 간편하게 교체할

• 가이드 버전:

• 가이드 버전:

수 있음

− 롤러 베어링 가이드 -RF

− 롤러 베어링 가이드 -RF

− 볼 베어링 가이드 -KF

− 볼 베어링 가이드 -KF

(2016년 신형)

제 자리에 고정됨
• 슬라이드의 가이드 풀리

• 소재: 블랙 네오프렌(옵션:
화이트 폴리우레탄, FDA 규격)

(2016년 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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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GA 시리즈 기술 세부사항

톱니 벨트 축 ELGA-TB

• 중형 및 대형 작업물의 고속

• 동작 중 힘과 토크가

• 외부 가이드 용도 드라이브

핸들링용 롤러 가이드 -RF

드라이브 ELGA는 부하가 크고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로크가 길어도 속도가 빨라

슬라이드와 가이드의 높은

제어 및 핸들링 작업용 베어링

동적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부하를 흡수하는 볼 베어링

가이드 -G

축으로 사용 또는 간단한 위치

가이드 -KF

참고:
소형 드라이브 롤러와 가이드
풀리가 있어 추가 기어 유닛은
필요 없습니다.

ELGA-TB-KF – 볼 베어링 가이드

스핀들 축 ELGA-BS

롤러 베어링 가이드 ELGA-TB-RF

베어링 가이드 ELGA-TB-G

슬라이드 가이드 유형: 움직이는

(2016년 신형)

동안에도 큰 횡방향 작용력과

부하가 크고 행정이 길어도

토크에 대응하는 볼 베어링

정밀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가이드 -KF

드라이브입니다.

볼 베어링 가이드 ELGA-BS-KF

기술 자료
유형

ELGA-TB-KF

크기 (= 프로파일 너비, mm)

70

드라이브 시스템

볼 베어링 가이드

가이드 유형 (슬라이드)

볼 베어링 가이드

롤러 베어링 가이드

평 베어링 가이드

볼 베어링 가이드

최대 행정 [mm]

8500

7400

8500

2900

최고 속도 [m/s]

5

10

5

0.5

반복 정확도 [µm]

±80

최대 이송력 Fz [N]

350

800

1300

2000

350

800

1300

350

800

1300

최대 토크 부하 Mx [Nm]

16

36

104

167

11

30

100

5

10

My [Nm]

132

228

680

1150

40

180

640

30

Mz [Nm]

132

228

680

1150

40

180

640

10

80

ELGA-TB-RF
120

150

70

80

ELGA-TB-G
120

70

80

ELGA-BS-KF
120

70

80

120

150

볼 스크류

±80

1

1.5

2

300

600

1300

3000

20

16

36

104

167

60

120

132

228

680

1150

20

40

132

228

680

1150

±80

±20

축 토크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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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위치
톱니 벨트 축

스핀들 축

ELGA-TB-G/-KF/-RF

ELGA-BS-KF

• 4면에 모터 부착 가능, 어떠한

• 축 양쪽 끝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위치도 선택 가능

• 회전 각도 4 x 90°, 추후 변경

• 추후 변경 가능

가능
장점
장점:

플러그 콘센트 방향을 자유롭게

부착 장치 종류를 정의하고

한 가지 표준 부품 번호를 갖는

선택할 수 있음

필요할 때 위치를 수정합니다.

부착 장치 종류를 선택하고

한 가지 표준 부품 번호를 갖는

모터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필요할 때 플러그 콘센트 방향을
수정합니다.

모터 위치 우측 또는 좌측
대칭 구조의 축을 180° 돌려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톱니 벨트 드라이브용
볼 베어링 가이드 -KF가 있는 톱니

어플리케이션 사례:

벨트 축

단순하고 유연한 이중

• 1개 구동, 1개 추가, 자유롭게

픽 앤 플레이스 솔루션
• 콤팩트 디자인

움직이는 슬라이드

• 두 Z 축 모두 독립적으로 이동

• 더 큰 축방향 및 횡방향

• Z 축 가이드가 길어 높은 속도와

작용력과 더 큰 부하에 사용
• 짧은, 분할 가이드 부하로 제품
수명 기간 연장
• 추가 마운팅 옵션

부하에서 강성이 뛰어남
옵션 2차 슬라이드

조립 기술 또는 포장 용도에 적합한
공간 최적화 솔루션

식품 산업용 톱니 벨트 축
• FDA 규격 소재 및 식품 산업
승인 NSF-H1 윤활
• 옵션: 화이트 폴리우레탄(PU)
재질의 FDA 규격 톱니 벨트
• 세척이 용이한 표면
• 가이드 버전:

• 위치 조정이 자유로운 선별
감지용 유도식 근접 센서
• 입자 발생이 적은 진공 연결부
(옵션)
• 오염물 유입을 방지하는 약한
과압 연결부(옵션)

− 롤러 베어링 가이드 -RF
− 볼 베어링 가이드 -KF
(2016년 신형)

화이트 색상의 PU 톱니 벨트가 있고,

위치 조정이 자유로운 IP67 센서

표면이 매끈하고 센서 슬롯이 없어
외관이 깨끗한 EL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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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개요 - 센서와 안전 솔루션

선별 감지

특징 SIES-8M

유도식 근접 센서 SIES-8M

• 스위칭 거리 1.5mm

• 프로파일 슬롯에 센서 2개까지

• 반복 정확도 ±50µm (반경 방향)

플러시 장착 – 드라이브 단면
밖으로 테두리 돌출되지 않음
유도식 근접 센서 SIEN-M8B
• 옵션인 센서 브래킷을 사용하여
측면에 센서 2개까지 장착할 수
있음

• 초기 상태 디스플레이:
접근 방향과 상관없이 가시성을
높여주는 황색 LED 2개
• 케이블 최대 길이 7.5m
• 전기 연결부:
3선 케이블 또는 3핀 M8x1

두 센서 모두 초기 위치 닫힘/열림
상태이며, PNP 및 NPN 스위칭

SIEN-M8B 특징

출력이 있으며, 보호 등급이 IP67

• 스위칭 거리 1.5mm

입니다.

• 반복 정확도 ±70µm
• 스위칭 상태 디스플레이:
황색 LED
• 케이블 최대 길이 2.5m
• 전기 연결부:
3선 케이블 또는 3핀 M8x1

선형 축을 모니터링하는 변위

향상된 위치 조정 정확도와 최고

엔코더

속도 - 위치 조정 작업용 톱니

• 안전 지향 용도에 적합(2차

벨트 축

채널)
• 위치 감지용 증분 변위 엔코더
모터 컨트롤러 또는 외부
모니터링 시스템에 엔코더와 안전
기능이 있는 서보 모터만으로는
드라이브 메커니즘을 모니터링할
수 없습니다.

• 선형 변위 엔코더로 절대
정확도 향상
• 전체 드라이브 트레인 탄성
감지
• 모터 컨트롤러로 시스템 자체의
부정확도를 최적으로 조정할 수

그러나 드라이브에 외부 선형
변위 엔코더를 직접 장착하면 축
슬라이드 위치의 안전 지향

있음
• 최소 해상도: 2.5µm, 최대 4m/s
에서

반응을 바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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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성: Festo 모터 컨트롤러와 모터 범위

컨트롤러
서보 모터 컨트롤러 CMMP-

• Festo의 소프트웨어 도구:

AS-M0/M3

보편적 커미셔닝, 프로그래밍

이 범위의 서보 모터 컨트롤러는

및 파라미터화 개념

고속 운동에 매우 유용한
솔루션입니다. 캠 디스크의 전자

• 안전 지향 용도의 재시작
차단과 통합된 안전 정지 기능

제어에 적합합니다. CMMP-

• 펌웨어 및 파라미터용 SD 카드

AS-M0은 기본 버전으로서 표준

• STO(안전 토크 해제), 최대 범주

기능이 제공되며 CMMP-AS-M3은
Ethercat 연결 또는 안전 모듈용
확장 옵션이 제공됩니다.

4, PLe 통합
• 안전 정지 기능과 동적 안전
기능, 최대 범주 4, PLe

스테퍼 모터 컨트롤러 CMMx-ST

CMMO-ST는 "WebConﬁg" 및

단일 축 위치 컨트롤러 CMMS-ST

"WebDiag", 구성과 진단용 통합

는 엔코더를 통해 폐루프 서보

HTML 웹 서버가 있는 스테퍼

시스템(옵션)을 사용합니다. 또는

모터용 폐루프 서보

엔코더 없이 스테퍼 모터가 있는

컨트롤러입니다. 하나의 주문

저가 개방 루프 시스템으로

코드로 최대 범주 3까지 STO(안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크 해제)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CMMP-AS-M0

CMMP-AS-M3

CMMS-ST

CMMO-ST

서보 모터 EMME-AS

스테퍼 모터 EMMS-ST

있습니다(PLe 포함)

모터
서보 모터 EMMS/E-AS
• 단일 회전 로터리 엔코더(표준),
다중 회전 로터리 엔코더(옵션)
• 모터 하우징 및 전원/엔코더
연결부 보호 등급 IP65
스테퍼 모터 EMMS-ST
• 폐루프 기능용 엔코더(옵션)

서보 모터 EMMS-AS

• 모터 하우징 및 플러그 연결부
보호 등급 I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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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니 벨트 및 스핀들 축 ELGA

PositioningDrives로 구성 시간 단축
PositioningDrives는 몇 가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입력한

있습니다. PositioningDrives로

후에 전동 드라이브 선형 축,

컴포넌트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모터, 기어 유닛 및 컨트롤러의

있어 설계 오류와 에너지 낭비를

광범위한 변수를 이상적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합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도구는 다양한 프로젝트
파라미터를 지정하여 선택한
드라이브의 특성 부하 값을

비용이 많이 드는 오버사이징을 줄여주고 구성을 간소화하는 PositioningDrives

완벽한 호환성: 톱니 벨트 및 스핀들 축 EGC/EGC-HD
전체 EGC 범위는 다양한 크기와

슬라이드 버전

톱니 벨트 또는 스핀들 축의

• 확장 슬라이드

슬라이드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제품 범위에는 듀얼 가이드가

추가 슬라이드

있는 고부하 용량의 헤비 듀티

• 안전 슬라이드

버전 EGC-HD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횡방향 힘과 토크를

클램핑 유닛(옵션)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갠트리

• 제작물을 고정하고 가이드에서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톱니 벨트 축 EGC-TB

톱니 벨트 축 EGC-TB-HD

스핀들 축 EGC-BS

스핀들 축 EGC-BS-HD

직접 비상 제동력을 통해
안전하고 내구성이 뛰어남

보편성: 최적화된 단면을 갖도록
프로파일을 특별히 개발하여

기술 자료

드라이브의 강성과 부하 용량을

• 최고 속도: 10m/s

극대화했습니다.

• 최대 행정: 8.5m
• 최대 이송력: 3000N
• 최대 토크 Mx(축과 횡방향):
900Nm, HD 축

생산성 극대화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산 시스템 대
Festo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에 집중하여, 고객의 생산
성 극대화를 실현해 드릴 수 있습니다.
• Security • Efﬁciency • Simplicity • Competency
We are the engineers of productivity.
회사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Festo의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를
확인해 보세요.
www.festo.com/whyfe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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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위해서도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