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형 무빙 카트 기술
장비의 유연성 및 생산량 증가를  
통한 총 생산성 향상



  
독립형 무빙 카트 기술

신속 유연한 혁신적인  
모션 제어

신속한 생산  
공정 전환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생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생산에서는 보다 신속한 전환과 장비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출고량을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수익성을 향상해야 합니다. 

MagneMotion 독립형 무빙 카트 기술의 핵심은 기존 컨베이어보다 대폭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는 차세대 리니어 모터입니다. 

향상된 처리량과 유연성
정밀 제어 및 인텔리전트 모션은 카트 효율성과 속도를 최적화함으로써 가동 

중단과 정체를 없앱니다. 

개선된 신뢰성
기존 시스템보다 운동 파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유지보수 및 가동중단이 

줄어들고 속도가 10배나 빨라집니다. 

모듈형 및 확장형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 천개의 카트와 다양한 생산 공정 변화로 최상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간편한 통합
표준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과 소프트웨어 설정된 이동 프로파일은 신속하고 

편리한 공정 전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장비 유연성  
증대



차세대 모터 제어

이제껏 모터 제어에는 체인, 벨트, 기어 및 워킹-빔 역학이 
통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기계적 솔루션은 유연성에 한계가 
있으며, 에너지 낭비와 과다한 유지보수 비용을 초래합니다. 

iTRAK 및 MagneMotion 솔루션은 기존의 로터리 체인, 벨트 및 
기어를 제거하여 모션 제어를 한 단계 진보시켰습니다. 이러한 
기계 요소들은 자동화에서 속도와 유연성을 재정의해주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프로파일로 교체됩니다. 

독립형 무빙 카트 기술



안전

1985

2000

2015

기존 모터 솔루션

기계적 라인 샤프트

•	 	복잡한 기계 설계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

•	 유연성 또는 업그레이드 범위 한계

•	 광범위한 시스템에 의한 속도 제한

•	 마찰로 인한 에너지 낭비

전기적 라인 샤프트

•	 유지보수 감소 및 유연성

•	 	업그레이드 템플릿 및  새로운 기계적 도전과제

•	 라인 속도 개선

•	 에너지 소비 향상

모션 제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iTRAK 및 MagneMotion 솔루션  
피치리스(pitchless) 기술

기계적인 제약이 없는 설계가 주는 혜택:

•	 유지보수 최소화

•	 	버튼 푸쉬 한번으로 생산 제품 전환

•	 기계 설계 간소화

•	 복잡한 툴링 감소로 손쉬운 업그레이드 가능

•	 가동중단 감소 및 운영 가속화

•	 다이렉트 드라이브를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

독립형 무빙 카트 기술은 다음  
경우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체인, 벨트 또는 기어가 사용되는 경우

•	 기존 설계가 작동 속도 한계에 근접한 경우

•	 연속 모션과 간헐적 모션의 결합이 불가능한 경우

•	 잦은 전환이 필요한 경우

•	 고정 간격 제거로 전반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한 경우

•	 	과다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경우

동영상 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ufwBnkTHxI8


독립형 무빙 카트 기술이 모션  
제어의 획기적인 혁신인 이유

iTRAK 및 MagneMotion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성능을 대폭 향상해 주어 
오늘날 기업들이 직면한 모션 제어의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해결해 줍니다.  
Intelligent Conveyor Technology는 기계 설계자들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쉽게 조정될 수 있는 '피치리스(pitchless)' 장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GR
혈액 분석

“iTRAK의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저희는 캠 인덱스를  교체할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찾고 있습니다.”

데렉 비티(Derek Beattie), 전기 설계 관리자, AGR Automation  

ARUP
임상 연구실

트랙 기술의 다기능성을 통해 설치 면적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미래를 대비한 용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이디 킬데쳇(Heidi Kildeezt), 프로젝트 관리자, ARUP

차별화하는 iTRAK

동영상 시청

동영상 시청

http://www.magnemotion.com/itrak/
https://www.youtube.com/watch?v=ND5uGSlcRZs


On-Machine 설계

시스템은 IP65 표준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최대 2m/s의 고속

리니어 모터의 속도는 기존 모터보다 훨씬 
빠릅니다. 

수 천 kg의 높은 페이로드

페이로드의 질량은 베어링 설계와 가속 
요구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탁월한 유연성 
독립형 무빙 카트 기술은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패키지 사이즈나 조합 

설정을 전환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Studio 5000 

Logix Designer®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통합 아키텍처 솔루션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통합 아키텍처 시스템의 일부인 

iTRAK 및 MagneMotion은 기존의 기계 시스템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의 성능과 적시 생산을 위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핵심적인 기본 서보 제어
지금까지, 서보 모터는 회전형 아니면 리니어 둘 중 

하나였습니다. iTRAK는 모션 제어에 전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해 이 두 가지 개념을 강력한 모션 솔루션에 

결합하여 리니어 또는 회전형 모션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라인 속도 가속화
독립형 무빙 카트 기술의 속도와 가속은 체인이나 

벨트와 같은 기존의 기계 솔루션보다 획기적으로 

빠르며, 프로그래밍 가능한 독립형 무버는 라인 속도를 

한층 더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유지보수 감소
iTRAK 및 MagneMotion은 매우 적은 수의 부품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버는 시스템 구조에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내구성을 갖춘 베어링과 

가이드 레일이 유지보수로 인한 가동중단 시간을 대폭 

감소해줍니다. 



향상된 라인 속도 및 유연성 –  
모든 측면에서 더 큰 가치 제공

장비제조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장비가 가동되는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iTRAK 및 MagneMotion은 장비 
설계자의 기계적 캠 설계 부담을 덜어주어 프로세스, 프로그래밍, 
그리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더 빠른 라인 속도 + 더 빠른 전환 = 차별화

장비 공급업체를 위한 혜택:
•	 50%	이상 더 많은 시장 선두적인 장비 생산

•	단일 설계를 통한 유연성 향상

•	고객을 위한 추가적인 가치 제공

•	차별화된 장비 설계

•	장비 크기 감소 및 역학 간소화

제조업체를 위한 혜택:
•	생산 속도	50%	이상 증가

•	전환에 필요한 가동중단 시간 감소

•	장비 크기 감소로 설치 면적 감소

•	수익성 높은 소량 생산 가능

•	정기적인 유지보수 감소

전세계의 선두적인 장비제조업체들은 iTRAK 및 MagneMotion을 중심으로 차세대 

제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상자 포장, 파우치 제작, 카톤 충전, 정렬, 장치 조립 및 

생명 과학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이러한 새로운 장비들은 동급 최고의 생산량과 

다운타임 감소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장비를 구현하는 엔드 

유저들도 기대를 훨씬 초과하는 투자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차별화된 iTRAK

장비 설계시, iTRAK 및 MagneMotion 시스템은 완전 개별화되어 
조립 완료된  단일한 장치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개별적인 
컴포넌트를 별도로 구매하거나, 개별화된 부품 및 표준 부품을 
혼합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조정 및 확장 가능한 모듈형 구조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iTRAK 및 MagneMotion 시스템은 각 생산 

요구사항에 맞게 최적화된 규모의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스템은 IP65 

정격의 다위상 모터 및 드라이브 등 여러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곡선 및 직선 

섹션은 여러 다른 조합으로 결합이 가능하여, 타원, 직사각형 및 정사각형의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iTRAK를 통해 이러한 형태는 축을 중심으로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독립형 이동 카트의 작동 원리

더 빠른 라인 속도 + 더 빠른 전환 = 차별화

KHS
파우치 충전  
및 밀폐

“iTRAK는 혁신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장비 내 제품 이동에 

기계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조 

조정이 가능한 자석 추진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우칭 작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영구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로저 칼라브리스(Roger Calabrese), 숙련 센터 관리자, KHS

동영상 시청

www.youtube.com/watch?v=KNpaXStMSD8


QuickStick은 향상된 처리 성능과 낮아진 소유 비용을 
제공하는 인텔리전트 컨베이어 시스템으로서, 팔레트 
컨베이어 시스템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청결하고, 효율적인 
대안책입니다. 리니어 모터 기술을 통해 모듈을 종단간으로 
구성할 수 있어서 기존 시스템보다 최대 10배나 빠르게 
캐리어를 밀어내는 전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모션

•	 산업 환경, 청정 환경, 열악한 환경 

및 기타 특별한 환경에 최적

•	 폐루프 포지셔닝 및 식별(ID) 추적

유연성

•	 다양한 하중의 운송 및 포지셔닝

•	 다양한 페이로드 하중을 동시에 

처리

•	 모듈을 추가 및 제거함으로써 

다양한 생산 라인 옵션 제공

편의성

•	 기존 시스템과 간편하게 통합되는 

모듈형 설계

•	 수동식 페이로드-베어링 카트가 

전력/통신 케이블 없이 이동 

소유 비용 감소

•	 운동 파트가 적어서 유지보수 감소

•	 프로세스 스테이션으로 캐리어가 

이동하는 시간이 감소되어 생산성 

향상

적합한 애플리케이션

•	 광범위한 조립 및 공정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에 최적

 

QuickStick
기존 시스템보다 빠르고,  
청결하고, 효율적



MagneMover LITE는 가벼운 하중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경제적인 인텔리전트 컨베이어 
시스템입니다. MM LITE는 장비제조업체/In-machine 애플리케이션과 
까다로운 모션 요구조건에 있어서 기존 컨베이어 벨트 및 체인 
컨베이어의 기능을 능가함으로써, 새로운 수준의 프로세스 최적화 
및 처리 능력을 제공합니다. 

인텔리전트 모션

•	 정확한 포지셔닝(물리적인 정지 

위치 필요 없음), 양방향 트래블, 

부드러운 모션, 연속적인 캐리어 

트래킹 및 보고

프로세스 최적화

•	 시스템 설계 및 최적화를 

간소화하는 시뮬레이션 및 설정

완전한 추적 가능성

•	 각 캐리어의 고유한 ID와 캐리어의 

위치를 항상 파악함으로써 감사 

추적을 위한 완전한 보고 기능과 

개별 캐리어의 경로에 대한 우선 

순위 지정 가능

유연한 레이아웃

•	 수 많은 방법으로 방향을 지정할 수 

있는 시스템 레이아웃

적합한 애플리케이션

•	 제약, 살균 및 무균 충전, 식품 및 

음료 포장, 실험실 자동화의료 장비 

및 소비재 제조

간편한 청소 및 유지보수

•	 IP65 세척 가능. 운동 파트 수가 

적어서 유지보수 간소화

MagneMover LITE
신속한 제어,  
유연한 모션



QuickStick HT는 최대 수 천 킬로그램의 무거운 하중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운반합니다. 자동차 조립 또는 기타 
산업용 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청정실, 글로브 박스 
또는 수중 애플리케이션에 최적인 솔루션으로서 기존 제조 
라인에 간편하게 통합되거나 차세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	 산업 환경, 청정 환경, 열악한 환경 

및 기타 특별한 환경에 최적

•	 폐루프 포지셔닝 및 식별(ID) 추적

•	 새로운 레이아웃, 가이드웨이 

솔루션 변경, 코너링, 전환 및 필수 

로봇 축 감소 등을 제공하는 혁신적 

설계 옵션

편의성

•	 기존 시스템과 간편하게 통합되는 

모듈형 설계

•	 신속한 구현을 위해 사용이 간편한 

제어 시스템

•	 간단한 소프트웨어 명령으로 정지 

위치를 간편하게 변경 

소유 비용 감소

•	 운동 파트가 적어서 유지보수 감소

•	 프로세스 스테이션으로 캐리어가 

이동하는 시간이 감소되어 생산성 

향상

•	 센서, 스톱, 케이블, 커넥터 및 배관 

수가 적어서 가동 중단 시간 감소

유연성

•	 다양한 하중의 운송 및 포지셔닝

•	 다양한 페이로드 하중을 동시에 

처리

적합한 애플리케이션

•	 산업 환경, 청정 환경, 열악한 환경 

및 기타 특별한 환경에 최적

QuickStick HT
무거운 하중을 위한 인텔리전트 자동화



iTRAK은 모션 통제를 위한 혁신적인 최신 방식으로서 기계적 
또는 서보 모션 기술과 함께 배포되며 직선 및 곡선 경로에서 
복수의 자석 구동식 무버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iTRAK을 사용하는 장비제조업체는 장비를 보다 
간편하게 맞춤형으로 제작하고, 기계적 복잡도를 줄이고, 
향상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처리량과 유연성

•	 정밀 제어 및 인텔리전트 

모션은 카트 효율성과 속도를 

최적화함으로써 가동 중단과 

정체를 없앱니다. 

개선된 신뢰성

•	 기존 시스템보다 운동 파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유지보수 및 

가동중단이 줄어들고 속도가 10

배나 빨라집니다. 

모듈형 및 확장형

•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 

천개의 카트와 다양한 생산 공정 

변화로 최상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간편한 통합

•	 표준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과 

소프트웨어 설정된 이동 프로파일은 

신속하고 편리한 공정 전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적합한 애플리케이션

•	 상자 포장, 파우치 제작, 카톤 충전, 

정렬, 장치 조립 및 생명 과학 

애플리케이션

 

iTRAK
신속 유연한 혁신적인 
모션 제어 



*보정에 따라 ±0.1mm 오차

수평 최대 90°

iTRAK 작동 설정

수직

자석 구성에 따라  
달라짐

기술 사양

제품   모터 크기  최대 속도  최대 부하

MagneMover LITE  1M   2m/s   10N

   0. 5M   2m/s   10N

   Curve   2m/s   6N

   Switch   2m/s   6N

QuickStick   1M   2.5m/s   

   0.5M   2.5m/s

QuickStick HT  1M   3m/s   2500N

   0.5M   3m/s   2500N

   0.5M Double Wide  3m/s   5000N 

제품 가속 반복성 페이로드

MagneMover LITE 최대 0.2G ±0.5mm 최대 2kg

QuickStick Up to 1G ±0.5mm* 2-100kg

QuickStick HT 최대 6G ±1mm 100-4500kg

제품   인증   침투 보호  피드백 유형 

MagneMover LITE   UL, CE   IP 65   절대 

QuickStick   UL, CE   IP 65   절대

QuickStick HT  UL, CE   IP 65   절대 

제품    피드백 분해능  섹션 길이

MagneMover LITE  <10 um   N/A 

QuickStick   <10 um   N/A

QuickStick HT  <10 um   N/A

자석 구성에 따라  
달라짐



iTRAK 사양표 

최소 무버 피치 65 mm

가속 > 10g

반복성 < 100 um

시스템 길이 게이트 당 12m

페이로드 베어링과 F=ma로만 제한됨

인증 UL, CE

침투 보호 IP65

피드백 유형 절대

피드백 분해능 < 10 um

섹션 길이 400 mm

Mot또는 크기 최대 속도 최대 부하

50 mm > 5 m/s 264 N

100 mm 4 m/s 529 N

150 mm 2.75 m/s 793 N

MagneMover LITE  
시스템 트랙 퍽

QuickStick 모터

2 M 정밀 레일 루프



iTRAK, Integrated Architecture, Kinetix 및 Studio 5000 Logix Designer 등은 Rockwell Automation, Inc. 의 상표입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www.magnemotion.com

Rockwell Automation, Inc. (NYSE:ROK)는 고객의 생산성을 높이고 더욱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표 브랜드인 Allen-Bradley®와 Rockwell Software® 제품은 뛰어난 혁신성과 우수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Facebook, Twitter 및 Google Plus에서 ROKAutomation를 팔로우하십시오.    
Youtube에서 로크웰 오토메이션을 구독하십시오. LinkedIn을 통해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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