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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 고토크 Megatorque MotorTM
Brake형 PN Series
Brake를 Base에 설치하여, 안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Brake형 Megatorque Motor는 단납기로 대응 합니다.

■`특징
1. 부작동형식인 Backlash가 없는 Brake 채용
부작동형 (전압인가시 Brake 개방형)의 Brake를 채용함으로써, 비대칭 부하탑재시 부주의(전원차단 등)로 인
한 회전을 방지하고 장치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Backlash가 없는 Brake를 채용 하고 있기
때문에 Brake 동작시 고강성을 지니며, 외력에 대해서도 정확한 위치를 유지 할수 있습니다.

비대칭 부하의 부주의 회전방지

외력에 대해서도 위치유지 가능

2. Brake가 부착된 박형 고 Torque
Motor의 Base면에 Compact한 Brake를 배치하고, Motor의 높이와 관성모멘트의 증가를 최소화하여 고속
반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Motor 회전시 Brake 마찰음이 없고, Brake 마찰이 Motor 출력 Torque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RoHS 지령대응
RoHS지령에 적합하여 환경 친화적인 장치 실현에 공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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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 고토크 Megatorque MotorTM Brake형 PN Series
■`Motor 호칭번호 구성

■`Motor 외형 치수도
M-PN3045KG001
12(Ø155h8)

■`Brake형 ＰＮ Series 사양

4-Ø10 관통

M-PN4135KG001

（※3`:`Brake 개방시의 위치정도）

■`System 구성 예
EDC형 Drive Unit
１. ※１치수부분는 전조면입니다. 전조면에 대하여 3[mm]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 주십시요.
２. ※２치수부분은 리드선의 휘어질수 있는 최소거리입니다. 리드선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방향에 상관없이 도
면에 표시된치수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 주십시요. 또한 곡률반경은 R15[mm]이상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요.
３. Brake 접촉부에는 철분이나 기름등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４. Brake의 근처에 다른 기구물이 있을 경우 Brake가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설치시 Brake주변은 최소 15
[mm]정도의 여유를 확보하여 주십시요

AC전원

상위 제어기(PLC)
PULSE열 Controller

Megatorque Motor
Brake
Brake 용전원ㅤ
DC24[V]

Brake 개폐회로

위의 점선안의 소품은 고객측에게 준비하여 주십시요.
•Brake용전원 (DC24V), 전원용량 PN3045용 26 [W] PN4135용 40 [W]
•Brake 개폐회로
•PLC, Pulse열 Controller

＜UL 규격·CE Marking 대응관련 주의사항＞
•Brake형 PN Series
Brake형 PN Series는 표준사양 PN Series
（UL 규격·CE Marking 대응품）
에 Brake·Unit를 부착시킨 제품이
지만, UL규격·CE Marking을 대응하지 않습니다.
•EDC형 Drive Unit
EDC형 Drive Unit는, 표준사양 PN Series Megatorque Motor
（Brake 미부착 사양）
과 같이 사용할 경우, UL규
격·CE Marking대응이 됩니다.
하지만, Brake형 PN Series Megatorque Motor와 사용하는 경우는, UL규격·CE Marking이 대응 되지 않습
니다.

EDC형 Drive Unit
■`Drive Unit 호칭번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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