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ROLLON, 자사의 액추에이터 제품군을 보강해주는
랙과 피니언 R-PLUS SYSTEM 시리즈 출시

새 랙과 피니언 시스템은 수직 적용사례에 맞게 그리고 긴 스트로크를 요하는 갠트리 용에 맞게
자사의 액추에이터 제품을 보강해 줍니다
2014년 5월 28일 밀라노 – 선형 및 신축 가이드와 선형 액추에이터의 설계와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이탈리아 기업인 Rollon Group이 새 랙과 피니언 액추에이터 시리즈인 R-Plus System을
출시하였습니다.
T이 신제품은 Rollon Group이 나사 및 벨트 구동 액추에이터로 이미 이탈리아에서 시장 선두를 지키고
있는 액추에이터 제품 분야에서 그 수준을 한층 더 보강해 줍니다.
R-Plus System은 치명적인 문제 없이 일정한 견고성 및 높은 축력을 스트로크와 20m/s2의 도달 가속도,
+/- 0.05mm의 반복성 수치를 통해 보이며 그 성능을 보장합니다. 시스템 길이 범위는 700 ~
5700mm입니다. 이 범위는 특수 Rollon 조인트를 사용하여 사실상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축에서 다중 이송장치 및 연관 피니언을 탑재하고 있어 액추에이터가 트랙을 따라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다중 이동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수월한 작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신제품은 특히 매우 긴 제품 라인(예를 들어, 백색 가전 및 자동차 산업 등)과 기계 자동화가 핵심인
적용사례에 적합하며 팔레트 작업을 위해 집어 올려 내려 놓는 동시 제어 작업을 요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잘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R-Plus System은 재순환 볼 베어링이 있는 프로파일 레일을 수용하는 자체 적하 알루미늄
압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 전 방향으로 균형있게 고 하중 용량을 나타냅니다. 장치는 헬리컬 기어와
끝이 경화처리되고 연삭처리된 강철 랙과 피니언으로 작동됩니다. 내장형 윤활 키트를 통해 피니언은
일정하고 정기적으로 윤활이 되어 전체 시스템의 정확한 작동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필요한 정비
횟수를 줄여 주고 전체 시스템의 수명을 연장해 주므로 당연히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Rollon R-Plus System 액추에이터는 특히 수직 적용사례에 효과적입니다. 랙과 피니어인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액추에이터는 갑작스럽고 길어지는 모터 가동 중지의 경우에도 이송장치를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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