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Rollon 에서 말씀드리는 액추에이터 선별 아홉 가지 비결
Rollon Group 은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선형 모션 시스템 및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Tecno
Center 합병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고 액추에이터 부문에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토리노에 본사를 둔 Tenco Center 의 고급 첨단 제품들은 Rollon 의 백색가전, 자동차, 공작기계
산업 라인을 보완해줌으로써, 이번 합병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셀렉션 중 하나를
탄생시켰습니다. 따라서, Rollon 은 패키징 산업을 예시 적용사례로 사용하여, 고객들이 올바른
액추에이터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 성능과 적당한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되는 아홉 가지 팁이 있습니다.
1. 정밀도 및 정확도. 용도에 적합한 정밀도, 정확도, 반복 정밀도를 평가합니다. 경험으로 볼 때,
라인 끝 패킹 기계류는 보통 ±0.05 mm 이내의 반복 위치 정밀성을 요합니다. 이 수준의
정밀도는 이 부분에서 최상의 성능에 해당하며, 반복적이고 안정적 정밀 작동을 보장하는 벨트
구동 또는 랙앤피니언 액추에이터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형 인코더는 더 높은 수준의
위치 정밀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부하 용량. 액추에이터의 부하 용량은 사용되는 해당 프로파일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액추에이터들은 대부분 큰 차이가 없으나, 몇 가지 제품들은 고속에서 고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하중 패킹 라인에 적합한 올바른 액추에이터를 고를 때 추력,
동하중, 굽힘 모멘트 등 매개변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스페이스 및 스트로크 길이. 기계에 통합된 개별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자체 기중 구조를
갖춘 3 축 라인 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크기의
공간을 필요로 하며, 기계 통합형의 경우 맞춤 설계 솔루션이 있어야 합니다. 스트로크 길이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로크가 8m 보다 길 경우, 랙-피니언 액추에이터로 선택해야
톱니 벨트의 탄성으로 생기는 오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작업 사이클. 강도 높은 고하중 작업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한 정비 방침에
따라 규칙적인 정비와 윤활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5. 운용 환경. 흙먼지가 작동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 환경인 경우, 특별히 오염된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성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압 선형 구동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6. 공간적 방향. 액추에이터를 선택하기 전에, 기계가 다축 시스템이든 개별 제품으로 구성되었든
관계없이 앞으로 생기게 될 공간적 방향 및 부하력의 방향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다축

배열시 액추에이터 간의 연결과 함께 조립 옵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액추에이터 간의 견고한
연결성을 보장하는 브래킷과 플레이트들을 함께 납품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부적절하게 연결된 액체에이터에는 정렬 불량이나 진동, 정밀성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7. 속도 및 가속. 5 m/s 의 속도와 최대 50 m/s2 까지 가속되는 고하중에 견디는 성능 수준을
확보하려면, 풀리와 기어드 모터 사이에 직접 고정 커플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지형
재순환 볼 베어링 레일은 러너 블록들 내의 볼 베어링들간 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최고
성능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액추에이터의 구조적 특징. 대부분의 액추에이터들은 압출 양극 산화 처리된 알루미늄으로
제조되었으므로 강하고 가볍습니다. 프로파일 구조는 핵심적입니다. 두께 및 기하학적 구조가
더욱 우수할수록 더욱 우수한 견고성과 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재순환 볼 베어링이 기장착된 레일들은 시스템의 정확성과 반복 정밀성, 견고성을
향상시킵니다. 스틸 롤러 레일들은 플라스틱으로 코팅될 수도 있으며, 정렬 불량을 조정하고
오염된 환경에서의 사용에 뛰어난 솔루션입니다.
9.감속기 및 모터 페어링. 벨트 구동식과 랙-피니언 시스템 모두에서, 감속기의 선택은 시스템의
정밀성 및 모터와 움직이는 질량 사이의 관성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선택은 감속기가 기장착되고 모터 규격이 정확한 선형 축일 것입니다.

Rollon 정보
Rollon 그룹은 이탈리아 비메르카테에 본사가 있으며, 독일, 프랑스, 미국, 중국, 인도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선로, 항공, 물류, 패킹, 기계 공구,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선형 신축 레일
및 액추에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판로와 방대한 고객망은 Rollon 의 강점입니다. 이 회사는
높은 품질 기준, 판매 예비 지원, 제품 주문 제작으로 알려져 해외 고객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Rollon 생산 제품의 85% 이상(대 독일 수출 45%)이 수출됩니다. 웹사이트: www.roll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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