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len-Bradley® 통합 리니어 스러스터

리니어 가이드가 내장된 모터 액추에이터

어떤 부하에도 견딜 수 있는 고속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장비제조업체들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회전운동에서 선형운동 
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Allen-Bradley 통합  
리니어 스러스터는 어떤 부하에도 견딜 수 있는 고속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LDAT 시리즈 통합 리니어 스러스터는 통합 리니어  
가이드가 내장된 고속 리니어 액추에이터로 부하를 푸시, 풀 또는 운반 
가능합니다.

리니어 스러스터는 초당 최대 5 m의 속도, 고수준의 가속화 및 168 ~ 4,305 N에  
달하는 최대 추력으로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맞춤형 설계 벨트 액추에이터나  
회전 운동을 선형 운동으로 변환하는 연결 장치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며, 카토너, 스태커, 케이스 패커, 케이스 및 트레이 포머, 입출력 
피드, 디버터, 이젝터, 드롭 게이트 및 수평 컨베이어 등이 있습니다.

Direct drive technology를 이용하는 리니어 스러스터는 마모 품목 수를 줄임 
으로써 신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유지보수가 간편하도록 해줍니다. 커플링,  
기어 박스, 벨트, 풀리 및 기타 운동 변환 메커니즘 등 동력 전달 컴포넌트를  
제거하여 컴포넌트의 마찰로 인한 손실을 줄여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특징 및 장점

통합 리니어 스러스터는 리니어 가이드가 내장 

된 정밀 고속 리니어 액추에이터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고속(최대 5 m/초) 및 가속도(5 g 표준, 리뷰  

를 통해 증가 가능) 

 • Direct drive technology: 회전 운동에서 

선형 운동으로 전환 시, 마모되는 품목을 

제거

 • 통합 리니어 베어링: 외부 베어링을 설치 

또는 조정하지 않아도 부하를 견딜 수 있는 

성능

 • Pre-engineering 솔루션: 엔지니어링, 설 

계 및 문서 작성 시간 절약

 • 기계 장착에 용이한 다중 장착면과 다양한  

방법 

 • 제품 선정 소프트웨어 Motion Analyzer 6.0: 
빠르고 손쉬운 크기 조정과 액추에 

이터의 최적화 및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 

한 드라이브 선택 가능

 • 스트립 커버 옵션: 베어링의 보호 및 수명 

극대화

 • 표준 회전식 SpeedTec DIN 커넥터: 표준 

Allen-Bradley 익스텐션 케이블 통합

부하에 강한 고속 리니어 모션 



통합 리니어 스러스터는 사전 엔지니어링된 솔루션으로 

엔지니어링, 설계 및 문서 작성 시간을 줄이고, 맞춤형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메커니즘 및 컴포넌트의 

수량을 감소시켜 축 설치시간을 줄여줍니다.

Motion Analyzer(버전 6.0 이상)를 사용하면 드라이브와 

액추에이터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선택 및 결합하여 

성능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통합 리니어 스러스터는 모든 Allen-Bradley 서보 드라이 

브와 함께 사용하여 설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Allen-Bradley 

서보 모터 제품군과 같은 혁신적인 SpeedTEC® DIN 커 

넥터를 사용하여 빠르고 안전한 조립이 가능합니다.

기계 설비 간소화를 위한  

고성능 리니어 액추에이터 

간소화

맞춤형 리니어 축을 자체적으로 설계하지 않고 통합 리니어 

스러스터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액추에이터에 필요한 모든 컴포넌트 선택 
 • 모든 부품 도면 작성

 • BOM(Bill of Material, 부품 명세표) 작성

 • 조립 도면 작성 및 매뉴얼 작성

 • 기계에 맞춤형 액추에이터 조립

간편한 설치를 위한 2개의 장착면

수명이 길고 부하에 강한 

Caged ball 리니어 가이드



에너지 효율성

LDAT 시리즈 통합 리니어 스러스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통해 에너지 소비가 적은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회전 운동을 선형 운동으로 전환함으로써 손실 감소

 • 이동이 필요한 품목과 직접 연결하여 맞춤형 

액추에이터에 필요한 구조 및 연결 부분 제거

신뢰성

통합 리니어 스러스터는 다음을 통해 신뢰성을 극대화하고 

유지보수를 줄여줍니다.

 • 단일 리니어 가이드를 사용하여 멀티 가이드 시스템의 

정렬 불량으로 인한 부하 감소

 • 맞춤형 액추에이터에서 하나의 마모 품목만 사용

 • Caged ball 리니어 베어링 사용으로 유지보수 감소

기계 설치를 위한 
4개의 탭 장착 홀

증분 또는 절대 리니어 인코더

풋 장착 브래킷 고정 위치

다양한 설치 방식에 적합한 회전식 

DIN(SpeedTEC) 커넥터

고속 및 가속을 위한 고성능 

iron-core 리니어 모터

오염이 심한 환경에서 리니어 

가이드를 보호하는 스테인레스 

스트립 커버(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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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프레임 

크기

모터 길이 최대 추력 
N (lbf )

연속 추력 N 
(lbf )

스트로크 길이 

mm
고정자 길이 

L mm
고정자 너비 

W mm
고정자 높이  

H mm
슬라이드 너비  

W1 mm
슬라이드 높이 

H1 mm

03

1 168 (38) 81 (18)
100, 200,  
300, 400

233

132 90 81 352 336 (75) 126 (28) 333

3 504 (113) 190 (43) 433

05

1 279 (63) 119 (27)
100, 200,  
300, 400,  

500

233

147 120 92 53
2 558 (125) 251 (56) 333

3 836 (188) 378 (85) 433

4 1115 (251) 509 (115) 533

07

2 816 (183) 364 (82)
100, 200,  
300, 400,  
500, 600,  

700

333

147 120 92 53
3 1224 (275) 554 (125) 433

4 1632 (367) 730 (164) 533

6 2448 (550) 1122 (252) 733

10

2 1030 (231) 456 (102)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333

197 140 135 63
3 1544 (347) 702 (158) 433

4 2059 (463) 929 (209) 533

6 3089 (694) 1403 (316) 733

15

2 1435 (323) 643 (144)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333

247 150 179 73
3 2153 (484) 978 (220) 433

4 2882 (648) 1306 (294) 533

6 4305 (968) 1997 (449) 733

버전

코드 설명

S 기본 버전

버전

코드 설명

빈 칸 커버 없음

S 스트립 커버
버전

코드 설명

D 고속

E 저속

버전

코드 설명

B 증분값

D 절대값

버전

코드 설명

03 030 모터

05 050 모터

07 075 모터

10 100 모터

15 150 모터

버전

코드 설명

1 100
2 200
3 300
4 400
6 600

반복성: +/- 0.03 mm 230 및 460 V AC

5개의 프레임 크기를 가진 스러스터는 다양한 최대 

추력 및 연속 추력으로 작업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LDAT – S 03 1 005 D B S
  a b c d e f g

a

b

버전(cm)
코드 설명

020 200 mm
100 mm 증분 – 표준 

(최대 900 mm)*
50 mm 증분 – 특수

* 출고 시 검토를 통해 이동 거리 확대 가능

dc

e

f

g

H 
H1 

L 

W1 

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