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ries LF

고속 정밀 링크 컨베이어
(Fast Precision Link Conveyor)



Passion for Automation
… this motto sums up our company

philosophy and our overall approach to-

ward business. Our broad product ran-

ge forms the basis for our highly indivi-

dual and customized solutions. That 

basis also includes the full range of 

drives available to the market: Barrel 

cams, Flat cams cams, globoidal cams 

최적의 퍼포먼스를 위한 도약 

-새로운 솔루션을  위한 열정과 용기 



설계 엔지니어와 전용기 제작에 필요한 장점 

* 다년간 다양한 시리즈를 통해 높은 신뢰성 입증 

* 수직 설치 가능 : 공간 절약. 빈 캐리어는 기계의

바닥면에서 이송됨

* 수평 설치 가능 :  타원형의 형태로 기계의 양면에서

조립이 가능함

* 인덱서 input 드라이브 샤프트에 동기구동이 가능한

기계요소 추가 가능

* 알루미늄 프로파일 시스템으로 다른 외부 스테이션에

빠르고 쉽게 설치 가능

개별 요구사항의 반영 

* 드라이브 선택 가능

* 과부하 보호 기능 (옵션)

* 대기시간(Dwell time) 및 가감속은 요구사항에 맞게

설정 가능

* 비표준 링크 및 리니어 스트로크 적용 가능

* 미터 또는 인치 단위로 체인 설계 가능

* 추가요금 없이 색상 변경 가능

* 스테인리스 강 및 니켈 도금 또는 기타 물질 표면

처리 가능

유저를 위한 기술적 혜택 

*  높은 신뢰성 및 긴 수명 보장 

*  Robust method에 의한 구조 설계

*  Oil bath 구조로 니들 및 롤러베어링의 마모 방지

*  최소의 유지보수(일년에 한번 체인 예압 점검) 

The sky is the limit for the Taktomat product line. Flexible, made-to-order custom 

designs which are not featured in the product catalog have long been embedded 

in our corporate philosophy.  We keep 10% of our entire workforce in reserve for 

these custom applications. Our skilled staff are available to assist our customers on a 

daily basis. 

Our drives meet the highest standards regarding quality and precision. Our cams are 

manufactured in a different manner with regards to our competition, therefore it is 

often possible to use smaller rotary table sizes supplied by Taktomat instead of lar-

ger ones supplied by our competitors.

Our extensive design expertise enables us to meet customer requirements down to 

the last detail. We can combine the advantages of different forms of drives to create 

new value-added solutions which fit the bill completely. This is the added value which 

Precision Link Conveyor LF – design and mode of operation
The main component is a continuous chain manufactured from 
highly precise aluminum links. Per link four cam followers for the 
vertical guidance roll by a hardened and fine-milled guide rail. Two 
ball bearings provide at a hard bar for the horizontal adjustment. 
The links are connected by bolts and needle bearings.
The main frame is made from aluminum profile and steel plates. 
The conveyor can be mounted at the aluminum profile or at the 
steel plates. Additional external stations can also be fixed there.
The chain is moved by a hardened step wheel, driven by a standard 
indexer or any other custom specified drive. At the other end a hard 
180° cam guides the chain. This cam is preloaded, so there is no 
backlash at the links. The linear stroke of the chain depends on 
the diameter of the step wheel. One cycle of the indexer means a 
linear stroke of one, two or three links.

주요 분야 

조립 공업, 의료장비 기술, 화장품, 전자공업

*  소형 부품의 신속한 조립 - 분당 최대 150rpm으로 회전 

*  운송 및 와이어 가공 또는 그와 유사제품

*  기계적 또는 광학적 조사

*  용접, 연마, 리벳, 벤딩, 마킹, 충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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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Dimensions)

 주의! 예압조절을 위해 인덱스 휠 옆쪽에  

 일정 공간이 필요합니다.

A = U-Turn 사이의 거리 

D = 인덱스 휠

E = 180°캠

F = 8-80x120 알루미늄 프로파일 시스템

 여기에 표시된 치수는 표준 치수입니다.

치수 "A"는 링크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TAKTOMAT LF 컨베이어는 

압출 알루미늄 "F" 또는 강철판 "C"에 

마운팅할 수 있습니다. 링크나 강철판은 

사양에 맞게 가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크가 붙은 치수는 사용된 

드라이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컨베이어는 드라이브없이 움직이거나 

드라이브가 서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링크 사이의 스페셜 먼지 커버나 

고무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드라이브는 RT160입니다.
(브레이크 모터 (KOBOLD) size IEC71,웜기어 FRS50)



s [mm] t [s]

nL= 12 ; nT= 32
A= 960mm

nL= 18 ; nT= 44
A= 1440mm

nL= 24 ; nT= 56
A= 1920mm

nL= 30 ; nT= 68
A= 2400mm

nL= 36 ; nT= 80
A= 2880mm

m [kg] m [kg] m [kg] m [kg] m [kg]

0,5 1 1,5 2 0,5 1 1,5 2 0,5 1 1,5 2 0,5 1 1,5 2 0,5 1 1,5 2

801) t= 0,16 0,19 0,22 0,25 0,18 0,22 0,26 0,29 0,21 0,25 0,3 0,23 0,23 0,28 0,33 0,37 0,25 0,30 0,35 0,4

1602) t= 0,24 0,29 0,34 0,38 0,28 0,34 0,40 0,45 0,31 0,39 0,45 0,35 0,35 0,43 0,50 0,56 0,38 0,46 0,54 0,61

2403) t= 0,32 0,40 0,46 0,52 0,38 0,47 0,54 0,61 0,43 0,53 0,61 0,47 0,47 0,58 0,68 0,76 0,51 0,63 0,74 0,83

s [mm] t [s]

nL= 42 ; nT= 92
A= 3360mm

nL= 48 ; nT= 104
A= 3840mm

nL= 54 ; nT= 116
A= 4320mm

nL= 60 ; nT= 128
A=4800mm

nL= 66 ; nT= 140
A=5280mm

m [kg] m [kg] m [kg] m [kg] m [kg]

0,5 1 1,5 2 0,5 1 1,5 2 0,5 1 1,5 2 0,5 1 1,5 2 0,5 1 1,5 2

801) t= 0,27 0,33 0,38 0,43 0,28 0,35 0,41 0,46 0,60 0,37 0,43 0,49 0,31 0,39 0,45 0,51 0,33 0,41 0,48 0,54

1602) t= 0,40 0,50 0,58 0,66 0,43 0,53 0,62 0,70 0,45 0,56 0,66 0,74 0,48 0,59 0,69 0,78 0,50 0,62 0,73 0,82

2403) t= 0,55 0,68 0,79 0,90 0,59 0,73 0,85 0,96 0,62 0,77 0,90 1,01 0,65 0,81 0,95 1,07 0,68 0,85 0,99 1,12

기술 사양(Technical specifications)

Load Table LF080

1) 각 인덱스당 1 링크씩 체인 이동. 2) 각 인덱스당 2 링크씩 체인 이동. 3) 각 인덱스당 3 링크씩 체인 이동.

s = 스트로크 [mm]

t = 스트로크 타임 [s]
n

L 
= 라인 당 링크 수 

n
T 
= 전체 링크 수 

m = 링크 당 무게 [kg]

A = U-Turns 사이 거리 

모듈당 480

주요 치수  

거리  A** [mm] 

스트로크 ** [mm] 

방향 

300

표 참조

80, 160, 240 

오른쪽, 왼쪽

** 그 외  거리 „A“, 스트로크 및 
스트로크 타임은 요청 요망 

부하 
(고정 링크 기준) 

700

2600

수직에 대한 하중 [N]   

틸팅 모멘트 [Nm] 80

체인으로부터의 인장력 [N] 750

표준 드라이브
81 RT160 , 42 또는  8/33 인덱스

정밀도

이동 방향*

정방향 운행 시 [mm] ±0,04

±0,07

±0,05

역방향 운행 시 [mm] 

수평방향 런아웃 [mm]

수직방향 런아웃 [mm]  ±0,03

*첫번째와 마지막 링크에 대해서는

위의 정밀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후단 길이       240mm

중간 부분 길이       480mm ,960mm

수평에 대한 하중 [N]   
무게  A=2000 [kg] 

스트로크 타임** [s]

확장 가능한 표준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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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Dimensions)
표시된 드라이브는 RT160입니다.
(브레이크 모터 (KOBOLD) size IEC71,웜기어 FRS50)

 주의! 예압조절을 위해 인덱스 휠 옆쪽에  

 일정 공간이 필요합니다.

A = U-Turn 사이의 거리 

D = 인덱스 휠

E = 180°캠

F = 8-80x120 알루미늄 프로파일 시스템

 여기에 표시된 치수는 표준 치수입니다.

치수 "A"는 링크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TAKTOMAT LF 컨베이어는 

압출 알루미늄 "F" 또는 강철판 "C"에 

마운팅할 수 있습니다. 링크나 강철판은 

사양에 맞게 가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크가 붙은 치수는 사용된 

드라이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컨베이어는 드라이브없이 움직이거나 

드라이브가 서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링크 사이의 스페셜 먼지 커버나 

고무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 [mm] t [s]

nL= 10 ; nT= 28
A= 1000mm

nL= 15 ; nT= 38
A= 1500mm

nL= 20 ; nT= 48
A= 2000mm

nL= 25 ; nT= 58
A= 2500mm

nL= 30 ; nT= 68
A= 3000mm

m [kg] m [kg] m [kg] m [kg] m [kg]

0,5 1 1,5 2 0,5 1 1,5 2 0,5 1 1,5 2 0,5 1 1,5 2 0,5 1 1,5 2

1001) t= 0,16 0,19 0,22 0,24 0,18 0,22 0,26 0,29 0,21 0,25 0,29 0,32 0,23 0,28 0,32 0,36 0,25 0,30 0,34 0,39

2002) t= 0,24 0,29 0,33 0,37 0,28 0,34 0,39 0,44 0,31 0,38 0,44 0,49 0,35 0,42 0,48 0,54 0,38 0,46 0,52 0,59

3003) t= 0,33 0,40 0,46 0,51 0,38 0,46 0,53 0,60 0,43 0,52 0,60 0,67 0,47 0,57 0,66 0,74 0,51 0,62 0,72 0,80

s [mm] t [s]

nL= 35 ; nT= 78
A= 3500mm

nL= 40 ; nT= 88
A= 4000mm

nL= 45 ; nT= 98
A= 4500mm

nL= 50 ; nT= 108
A=5000mm

nL= 55 ; nT= 118
A=5500mm

m [kg] m [kg] m [kg] m [kg] m [kg]

0,5 1 1,5 2 0,5 1 1,5 2 0,5 1 1,5 2 0,5 1 1,5 2 0,5 1 1,5 2

1001) t= 0,26 0,32 0,37 0,41 0,28 0,34 0,39 0,44 0,30 0,36 0,42 0,47 0,31 0,38 0,44 0,49 0,33 0,40 0,46 0,52

2002) t= 0,40 0,49 0,56 0,63 0,43 0,52 0,60 0,67 0,45 0,55 0,63 0,71 0,47 0,58 0,67 0,75 0,50 0,60 0,70 0,79

3003) t= 0,55 0,67 0,77 0,86 0,58 0,71 0,82 0,92 0,62 0,75 0,87 0,97 0,65 0,79 0,91 1,02 0,68 0,83 0,96 1,07

기술 사양(Technical specifications)

Load Table LF100

모듈당 500

350

표 참조

100, 200 ,300

오른쪽, 왼쪽

700

2600

80

750

±0,04

±0,07

±0,05

±0,03

240mm

     500mm ,1000mm

1) 각 인덱스 당 1 링크씩 체인 이동. 2) 각 인덱스 당 2 링크씩 체인 이동. 3) 각 인덱스 당 3 링크씩 체인 이동.

s = 스트로크 [mm]

t = 스트로크 타임 [s]
n

L 
= 라인 당 링크 수 

n
T 
= 전체 링크 수 

m = 링크 당 무게 [kg]

A = U-Turns 사이 거리 

주요 치수  

거리  A** [mm] 

스트로크 ** [mm] 

방향 

** 그 외  거리 „A“, 스트로크 및 
스트로크 타임은 요청 요망

부하 
(고정 링크 기준) 

수직에 대한 하중 [N]   

틸팅 모멘트 [Nm] 

체인으로부터의 인장력 [N] 

표준 드라이브
81 RT160 , 42 또는  8/33 인덱스

정밀도

이동 방향*

정방향 운행 시 [mm] 

역방향 운행 시 [mm] 

수평방향 런아웃 [mm] 

수직방향 런아웃 [mm]  

*첫번째와 마지막 링크에 대해서는

위의 정밀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수평에 대한 하중 [N]   
무게  A=2000 [kg] 

스트로크 타임** [s]

전후단 길이 

중간 부분 길이  

확장 가능한 표준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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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Dimensions)

 주의! 예압조절을 위해 인덱스 휠 옆쪽에  

 일정 공간이 필요합니다.

A = U-Turn 사이의 거리 

D = 인덱스 휠

E = 180°캠

F = 8-80x120 알루미늄 프로파일 시스템

 여기에 표시된 치수는 표준 치수입니다.

치수 "A"는 링크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TAKTOMAT LF 컨베이어는 

압출 알루미늄 "F" 또는 강철판 "C"에 

마운팅할 수 있습니다. 링크나 강철판은 

사양에 맞게 가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크가 붙은 치수는 사용된 

드라이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컨베이어는 드라이브없이 움직이거나 

드라이브가 서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링크 사이의 스페셜 먼지 커버나 

고무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드라이브는 RT160입니다.
(브레이크 모터 (KOBOLD) size IEC71,웜기어 FRS50)



s [mm] t [s]

nL= 8 ; nT= 24
A= 1000mm

nL= 12 ; nT= 32
A= 1500mm

nL= 16 ; nT= 40
A= 2000mm

nL= 20 ; nT= 48
A= 2500mm

nL= 24 ; nT= 56
A= 3000mm

m [kg] m [kg] m [kg] m [kg] m [kg]

0,5 1 1,5 2 0,5 1 1,5 2 0,5 1 1,5 2 0,5 1 1,5 2 0,5 1 1,5 2

1251) t= 0,17 0,20 0,23 0,25 0,19 0,23 0,26 0,29 0,22 0,26 0,29 0,32 0,24 0,28 0,32 0,36 0,26 0,30 0,35 0,39

2502) t= 0,25 0,30 0,34 0,38 0,29 0,35 0,40 0,44 0,33 0,39 0,45 0,49 0,36 0,43 0,49 0,54 0,39 0,46 0,53 0,59

3753) t= 0,35 0,41 0,47 0,52 0,40 0,48 0,54 0,60 0,45 0,53 0,61 0,68 0,49 0,59 0,67 0,74 0,53 0,63 0,72 0,80

s [mm] t [s]

nL= 28 ; nT= 64
A= 3500mm

nL= 32 ; nT= 72
A= 4000mm

nL= 36 ; nT= 80
A= 4500mm

nL= 40 ; nT= 88
A=5000mm

nL= 44 ; nT= 96
A=5500mm

m [kg] m [kg] m [kg] m [kg] m [kg]

0,5 1 1,5 2 0,5 1 1,5 2 0,5 1 1,5 2 0,5 1 1,5 2 0,5 1 1,5 2

1251) t= 0,27 0,33 0,37 0,41 0,29 0,35 0,40 0,44 0,31 0,37 0,42 0,46 0,32 0,38 0,44 0,49 0,34 0,40 0,46 0,51

2502) t= 0,42 0,50 0,57 0,63 0,44 0,53 0,60 0,67 0,47 0,56 0,64 0,71 0,49 0,58 0,67 0,74 0,51 0,61 0,70 0,78

3753) t= 0,57 0,68 0,77 0,86 0,60 0,72 0,82 0,92 0,64 0,76 0,87 0,97 0,67 0,80 0,91 1,02 0,70 0,83 0,95 1,06

기술 사양(Technical specifications)

Load Table LF125  

모듈당 500

400

125, 250,375

700

2600

80

750

±0,04

±0,07

±0,05

±0,03

 250mm

500mm, 100mm

1) 각 인덱스 당 1 링크씩 체인 이동. 2) 각 인덱스 당 2 링크씩 체인 이동. 3) 각 인덱스 당 3 링크씩 체인 이동.

s = 스트로크 [mm]

t = 스트로크 타임 [s]
n

L 
= 라인 당 링크 수 

n
T 
= 전체 링크 수 

m = 링크 당 무게 [kg]

A = U-Turns 사이 거리 

주요 치수  

거리  A** [mm] 

스트로크 ** [mm] 

방향 

** 그 외  거리 „A“, 스트로크 및 
스트로크 타임은 요청 요망 

부하 
(고정 링크 기준) 

수직에 대한 하중 [N]   

틸팅 모멘트 [Nm] 

체인으로부터의 인장력 [N] 

표준 드라이브
81 RT160 , 42 또는  8/33 인덱스

정밀도

이동 방향*

정방향 운행 시 [mm] 

역방향 운행 시 [mm] 

수평방향 런아웃 [mm] 

수직방향 런아웃 [mm]  

*첫번째와 마지막 링크에 대해서는

위의 정밀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수평에 대한 하중 [N]   
무게  A=2000 [kg] 

스트로크 타임** [s] 표 참조

오른쪽, 왼쪽

전후단 길이 

중간 부분 길이  

확장 가능한 표준 길이



B
M8x18/22 (4x)

8H7x16 (2x)

150

85 ±0,01

80

32,5 ±0,01

60

B

314,8

33
3*

401*

A

A + 630

62
9,

96

27
2*

511*

150

C

C

200

46
7D E

F

LF150

치수(Dimensions)

 주의! 예압조절을 위해 인덱스 휠 옆쪽에  

 일정 공간이 필요합니다.

A = U-Turn 사이의 거리 

D = 인덱스 휠

E = 180°캠

F = 8-80x120 알루미늄 프로파일 시스템

 여기에 표시된 치수는 표준 치수입니다.

치수 "A"는 링크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TAKTOMAT LF 컨베이어는 

압출 알루미늄 "F" 또는 강철판 "C"에 

마운팅할 수 있습니다. 링크나 강철판은 

사양에 맞게 가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크가 붙은 치수는 사용된 

드라이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컨베이어는 드라이브없이 움직이거나 

드라이브가 서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링크 사이의 스페셜 먼지 커버나 

고무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드라이브는 RT250입니다.
(브레이크 모터 (KOBOLD) size IEC80,웜기어 FRS60)



s [mm] t [s]

nL= 7 ; nT= 26
A= 1050mm

nL= 12 ; nT= 36
A= 1800mm

nL= 16 ; nT= 44
A= 2400mm

nL= 20 ; nT= 52
A= 3000mm

nL= 24 ; nT= 60
A= 3600mm

m [kg] m [kg] m [kg] m [kg] m [kg]

0,5 1 1,5 2 0,5 1 1,5 2 0,5 1 1,5 2 0,5 1 1,5 2 0,5 1 1,5 2

1501) t= 0,28 0,30 0,32 0,34 0,30 0,33 0,35 0,38 0,32 0,35 0,38 0,41 0,34 0,37 0,40 0,44 0,35 0,39 0,43 0,46

3002) t= 0,39 0,42 0,46 0,48 0,42 0,46 0,50 0,53 0,45 0,49 0,54 0,57 0,48 0,53 0,57 0,62 0,50 0,56 0,61 0,65

4503) t= 0,52 0,56 0,60 0,64 0,56 0,61 0,66 0,70 0,59 0,65 0,71 0,76 0,63 0,69 0,75 0,81 0,66 0,73 0,80 0,86

s [mm] t [s]

nL= 28 ; nT= 68
A= 4200mm

nL= 32 ; nT= 76
A= 4800mm

nL= 36 ; nT= 84
A= 5400mm

nL= 40 ; nT= 92
A=6000mm

nL= 44 ; nT= 100
A=6600mm

m [kg] m [kg] m [kg] m [kg] m [kg]

0,5 1 1,5 2 0,5 1 1,5 2 0,5 1 1,5 2 0,5 1 1,5 2 0,5 1 1,5 2

1501) t= 0,37 0,41 0,45 0,49 0,39 0,43 0,47 0,51 0,40 0,45 0,50 0,54 0,42 0,47 0,52 0,56 0,43 0,49 0,54 0,58

3002) t= 0,52 0,58 0,64 0,69 0,55 0,61 0,67 0,73 0,57 0,64 0,70 0,76 0,59 0,66 0,73 0,79 0,61 0,69 0,76 0,82

4503) t= 0,69 0,77 0,84 0,91 0,72 0,81 0,88 0,96 0,75 0,84 0,92 1,00 0,78 0,87 0,96 1,04 0,81 0,91 1,00 1,09

기술 사양(Technical specifications)

Load Table LF150

모듈당 600

800

150, 300 ,450

1250

2600

120

900

±0,04

±0,07

±0,05

±0,03

 300mm

     450mm, 1050mm

1) 각 인덱스 당 1 링크씩 체인 이동. 2) 각 인덱스 당 2 링크씩 체인 이동. 3) 각 인덱스 당 3 링크씩 체인 이동.

s = 스트로크 [mm]

t = 스트로크 타임 [s]
n

L 
= 라인 당 링크 수 

n
T 
= 전체 링크 수 

m = 링크 당 무게 [kg]

A = U-Turns 사이 거리 

주요 치수  

거리  A** [mm] 

스트로크 ** [mm] 

방향 

** 그 외  거리 „A“, 스트로크 및 
스트로크 타임은 요청 요망 

부하 
(고정 링크 기준) 

수직에 대한 하중 [N]   

틸팅 모멘트 [Nm] 

체인으로부터의 인장력 [N] 

표준 드라이브
81 RT160 , 42 또는  8/33 인덱스

정밀도

이동 방향*

정방향 운행 시 [mm] 

역방향 운행 시 [mm] 

수평방향 런아웃 [mm] 

수직방향 런아웃 [mm]  

*첫번째와 마지막 링크에 대해서는

위의 정밀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수평에 대한 하중 [N]   
무게  A=2000 [kg] 

스트로크 타임** [s] 표 참조

오른쪽, 왼쪽

전후단 길이 

중간 부분 길이  

확장 가능한 표준 길이



장점

인덱스 테이블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들이 작동 구간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회전테이블을 손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용 컨트롤러를 개발해 

왔습니다.

(단, 배선 보호가 필요합니다.)

단상 모터의 작동은 2kW까지 가능합니다.

비상 정지 시 마찰 없이 빠르게 제동이 가능합니다. 

❑

받게 됩니다.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형적으로 기계의 접촉기와 

가변 PLC 회전 주기에 기인합니다.

설치 및 하드웨어 비용이 절감됩니다.

모터 접촉 스위치와 기계 또는 전자 접촉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중간 지점 또는 비상 정지 후 재구동시 부드럽게 구동됩니다.

내마모성의 부드러운 수동 작동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하드웨어 없이 진동 및 회전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변속이 가능합니다.

브레이킹 마찰이 없고, 브레이크는 비상 정지 후에만 작동하고 잠깁니

다. TIC가 회전 테이블로 사용될 때 유지보수가 필요없습니다.

짧은 시동 시간은 회전 인덱스 테이블 소프트웨어로 이미 초기화되어 

컨트롤러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고객 제어 장치(시작, 정지, 오류 신호)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와 회전 인덱스 테이블의 간단한 인터페이스는 고가의 정비 및 통

화 시간 절약을 통해 빠른 오류 분석을 합니다.

전용 컨트롤러 TIC

TAKT MAT
passion for automation

V1.1

Bedienungsanleitung

Rundtischsteuerung TIC

TAKT MAT
passion for automation

V1.1

Bedienungsanleitung

Rundtischsteuerung TIC

회전 주기의 최적화로 드웰단계 마무리에서 드라이브가 정확하게 정지합니다. 

제어는 드웰단계가 시작하자마자 외부프레스를 위해 "작동기능"이라는 신호를

❑

❑

❑

❑

❑

❑

❑

❑

48



단일 단계 모델의 간략도

경고! 230VAC 또는 400VAC 공급 전압 브레이크를 사용할 
경우, 점퍼는 MC와 S2 사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s2는 +24V DC에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전압 브레이크 모니터링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로타리 인덱스 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24V DC 
브레이크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표준 230/400VAC 삼상 모터가 단상 회전 인덱스 테이블
컨트롤러 TIC에 인터페이스인 경우, 델타 연결을 사용해야합
니다.
모터 터미널 블록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모드 시작 

 수동 모드 시작 

방향 

감지기

정지 

속도

0V

리셋 오류

전압 브레이크 모니터링 VBR 

작동 모드

측정 사이클 

모니터 브레이킹 전압 VBR

외부 브레이크 전달 

전원 공급

1x230V / 50Hz

주파수 인버터

저주파 필터

위치 도달

시작 준비

위치 오류

프로그램 작동 가능한 캠

와이어 최대 길이 20m 

+24V

회전 주기 오류 (flashing)
전압 브레이크 오류 (항상 1)

주의! 유도성 부하에 연결된 
모든 출력은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해야합니다.

E-STOP
Customer Side

I0

I1

I2

I3

I4

I5

CI

CI

SC

S1

S2

S3

S4

MA

MC

L1
N

PLC

O0

O1

O2

O3

CO

PC

T1

T2
T3

N

L1

L1

N

C3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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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L=10

TAKTOMAT 컨베이어 LF  문의 및 주문 양식 (1)

타입(Type)

 LF080

 LF100

 LF125

 LF150

 기타 

거리 A [mm]  

라인당 링크 수  n
L
  

스트로크 (1 x, 2 x주문, 3 x 링크길이)  

 수직 조립 (링크가 위에 있을 경우)

 수평 조립 (링크가 양옆에서 사용 가능할 경우)

모션 방식 (Mode of motion)

 정지 모드  (고정된 회전 주기, 다양한 휴식시간) 

인덱스 타임 

   지속모드  (고정된 인덱스 및 대기시간) 

분당 회전(cycles) 수 

Ratio 인덱스 타임 : 대기시간 (또는 앵글)  

유효하중(Payload)

장비의 무게   

제조품의 무게   

링크 표면과 예압물체의 중심점간의 거리 

수직 조립 수평 조립

회사명  

담당자  

Tel/Fax  

E-Mail 주소 

Project/Order no.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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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TOMAT 컨베이어 LF 문의 및 주문 양식 (2)

드라이브 장치에 마운팅 가능한 위치 자유 입력 샤프트의 위치

R  오른쪽방향으로 당김

L  왼쪽방향으로 당김 

A  외부에 위치한 자유 입력 샤프트 

I  내부에 위치한 자유 입력 샤프트  

드라이브(Drive)

 L      R

 인덱서 타입 RTxxx  

드라이브 설치 위치           

자유 입력 샤프트의 위치  A      I  

     모터 전압 230/400V 50Hz

277/480V 60Hz

기타  

브레이크 전압  24V DC

230V AC

400V AC

기타 

드라이브의 안전 클러치   yes      no

 드라이브(無)

 사용자 지정 드라이브

악세사리(Accessories)

 다리 부분 (Machine feet) (수직 조립시만) 

수량 

바닥과 상위 링크의 거리 

 동기적으로 자유 샤프트 실행 (도면 No.) 

범용 컨트롤러 TIC       yes      no

 RAL7016    기타 

드라이브  제조업체 색상     기타  

가공된 스틸 부분 : 파랑색, 알루미늄 부분 : 무착색

색상(Color)

캐스트 하우징
(Cast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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