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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덴코리아 소개

SUNDEN KOREA Co., LTD.

Factory Automation Solutions

[ 썬덴코리아 ]

SUNDEN KOREA Co., LTD.

• 기업개요

기관
인증

이노
비즈

우수
기업

강소
기업

종
SUNDEN업KOREA
Co., LTD. 매출액

기계.설비.자동차

100억원

기업형태

사원수

사업내용

중소기업

30명

국내외의 공장자동화

썬덴코리아주식회사

• CEO 인사말
썬덴코리아(주)는 공장자동화의 개념이 아직은 낯설었던 1997년, 해외 무역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공장자동화 산업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썬덴코리아(주)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산업선진국의 Janome, Sanyo Machine, Aimco, Santest, Pureron 등 유수의 글로벌 파트너를 통해 서보프레스
썬덴코리아주식회사
너트런너, 가스필터 및 다양한 계측기와 센서류를 국내 및 해외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치열한 현장에 소개하고 적용시켜
왔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시장환경 , 다양한 고객의 Needs에 부응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형상 및 표면 검사에 최적화 된 “ 2D/3D 레이저 스캐너
및 컬러 센서” 를 글로벌 독일 기업 “QuellTech” ,”Sensor Instruments” 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여 계측, 검사 솔루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썬덴코리아(주)는 지난 20여년간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와의 상생”을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궁극의
썬덴코리아주식회사
가치로써 믿고,
직원들이 행복한 기업 ,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귀사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공장자동화 전문기업”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고객 가치 창조

●

직원 가치 공유

●

국가 사회 발전 기여

◀ 경영 이념 ▶

• 인증/지정

기관
기관
인증
인증

●

공장자동화 마켓 리더

●

공장자동화 제어기기 전문 기업

●

신뢰할 수 있는 고객 파트너 기업

이노
이노
비즈
비즈

ISO 9001 인증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

ISO9001 기관인증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

우수
우수
기업
기업

강소
강소
기업
기업

우수기업 재무건전성 강소기업

• 주요 고객사
자동차 부품 / 중공업 / 철강

www.sunden.co.kr

반도체 /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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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EN KOREA ABOUT

• 고객 가치 창조

고객 [customer]

썬덴코리아 [주]
GOOD!

COST!

Win-Win

제품 가격 납기

HIGH!

비용절감 효과

QUALITY!

相生

기술 서비스 R&D

BEST!

최고의 품질

PRODUCTIVITY!

인적자원 / 해외 파트너

최상의 생선성

항상 고객과 함께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 기업
• 사업분야
프레스 어셈블리 사업부

국내 시장

서보프레스 / 자동 너트런너 / 핸드 너트런너 / 압입 관리 솔루션 / 토크 검사 시스템 / 툴 서포트 시스템

전기/전자
모바일
자동차
중공업
조선

센서 / 계측기 사업부
2D-3D 레이저 스캐너 / 컬러센서 / 인디게이터 / 시그널컨버터 / 토크센서 로드셀 / 변위센서/써머스탯 (Thermostat)

플랜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 에너지

로봇 사업부
데스크탑 로봇 / 스카라 로봇 / 직교 로봇

반도체 / 디스플레이 사업부
전력 조정기(SCR) / 노이즈컷 트랜스(NCT) / 가스필터/정제기 / 디퓨저IGS/압력센서 / 저항계

글로벌 시장

Factory Automatio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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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NR 자동타입 너트런너

차세대 초고성능 너트런너

SGNR
자동타입(멀티/싱글)

글로벌 네트워크 대응
New

Generation

SGNR형 너트런너

Nutrunner

Generation
SANYO기공은 자동차, 철도, 가전업계에 있어 조립라인의 설계부터 제조, 조립, 메인터넌스까지 생산 시스템 전부를 개발, 제조
하여 서포트 하는 기술 주도형 종합메이커 입니다. 현대의 생산시스템은 고품질의 제품을 효율있게 생산하기 위해 높은 신뢰성,
다품종 생산화, 사이클 타임 단축, 통신환경의 고속화, 글로벌 네트워크화가 요구되고있습니다.SGNR형 너트런너는 1976년 생
산 개시로부터 계속하여 풍부한 실적으로 나사 체결 기술을 추구, 높은 체결정도, 높은 내구성을 가진 고품질 산업 공구로써 더
욱 진화하였습니다. 고속 CPU를 구사하여 데이터 처리속도, 통신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신고속·고성능 서보모터를
제어하는 것으로 모든 생산시스템에 대응합니다.

소형

간편한
인터페이스

품질을 지키는
ISO 9001 취득

고성능
너트런너

SNR

SCRH

STNR

SVNR

SDNR

The First Production (1976년)

The 2nd NUTRUNNER

The 3rd NUTRUNNER

The 4th NUTRUNNER

The 5th NUTRUNNER

www.sund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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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NR 주요특징

■ 주요특징
[ 멀티컨트롤러 and 드라이버 ]
30㎜

● 소형 . 경량화
SGNR형 멀티컨트롤러, 드라이버는 기존품 SDNR형 보다
높이 30㎜ 더 작아지고 가벼워졌습니다.
○ 멀티컨트롤러는１.１kg로 경량입니다.
○ 작은크기로 보기 좋은 제어판의 실현에 공헌합니다.

● 고체결정도
체결정도는, ±2% (3σ/정격토크)의 고정도 체결입니다.

● 고내구성 . 고신뢰성

SGNR형

기존 SDNR형

정격 토크로 연속운전 100만회를 패스한 내구성이 높은 스핀들입니다.
○ 전 제품의 내구성 시험, 체결정도 시험을 실시하여 ISO9000 시리즈에 따라 추적
검사 . 관리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입출력 카드

싱크타입（NPN)
소스타입（PNP)
CC-Link

● 옵션카드로 충실한 인터페이스

CC-Link Ver.2

SGNR형 멀티컨트롤러는 다종 다양한 생활시스템,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응 하기 위해 고객의 Needs에 적합하는 풍부한 옵션카드를 골고루
갖추었습니다.

Fieldbus 카드

○ PC와 고속통신 가능한 USB 인터페이스, RS232C는 표준사양입니다.

데이터통신 카드

DeviceNet
Profibus
Ethernet/IP
Ethernet

● 확장 유닛 (옵션)
옵션카드 최대 4장 장착가능합니다.
○ 멀티컨트롤러에 2장 이상의 옵션 카드가 필요한 경우, 확장유닛을 멀티컨트롤러에 장착하여 사용합니다.
옵션 확장 유닛 부착 멀티컨트롤러

● 전원분리
드라이버의 공급전력을 제어전원과 동력전원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글로벌 안전규격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력전원의 차단상태로 각종 설정, 모니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Factory Automation Solutions

SUNDEN KOREA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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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NR 주요특징

■ 주요특징
[ 멀티컨트롤러 and 드라이버 ]
● 고속 . 고출력 모터 개발
신세대 나사체결 전용 소형고속, 고출력 모터를 개발하여 사이클 타임을
단축합니다. ( ※ 당사 이전 비교 3.45배 SGN－SP1－010 )
○ SGNR형 너트런너는 고속 CPU를 채용하는 것으로 모터제어, 체결 연산처리
속도를 향상시켜 고속 . 고성능의 체결 제어를 실현하였습니다.

● ７Digit표시기능의 추가
7Digit 표시로 체결 결과나 판정이 보기 쉬워졌습니다.
○ 멀티컨트롤러는 체결 동작 중, 프로그램 No.와 파라메타 No.가 표시됩니다.
○ 드라이버는 체결 토크 또는 체결 각도를 표시합니다.
○ 체결 이상시, 에러메세지를 표시합니다.

● 유연한 체결 프로그램 설정
8세트의 체결 프로그램과 32세트의 파라메타를 조합하는 것으로 하나의
체결기로 여러 기종이나 다른 부위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 제품마다의 체결 토크의 차이, 체결 방법의 차이, 오른쪽 나사, 왼쪽 나사에도
유연하게 대응가능합니다 .
○ 토크법과 각도법 등의 체결 방법을 혼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다축의 동시 체결, 순차 체결이 가능합니다 .
○ 2도 조임, 토크유지 기능 등 다양한 체결이 가능합니다 .

● 풍부한 판정기능
체결 공정의 감시·관리를 실시하여 나사 불량 검출이나 체결 불량의 방지로 고품질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 판정기능은 NG판정치
：32항목이상
트러블판정치 ：27항목이상 의 합계 59항목 이상이 있습니다.
○ 체결데이터는 45항목 이상있습니다.

● 각종 체결방법에 대응
일반적인 체결에서 고도의 방법까지 다양한 체결에 대응합니다.
아래의 체결 방법에 대응합니다.
○ 각도 모니터 토크법
○ 토크 각도법
○ 토크 텐션법
○ 항복점법
○ 정시간 각도 모니터 토크법

토크

토크

● 정시간 각도 모니터 토크법 탑재
다축 체결에서 체결 각도가 다를 경우,
체결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다축이 동시에
체결을 완료합니다. (폐사특허)

www.sunden.co.kr

시간

[ 통상 체결파형 ]

시간

[ 정시간 각도 모니터 토크법파형 ]

07

SGNR 구성기기

■ 구성기기
[ 디스플레이 판넬 ]
● 특징
너트런너용 디스플레이 기능을 더해 유저용 화면을 작성,
PLC 표시기로서도 사용가능
(화면작성용 소프트가 필요합니다.)
○ 5.7인치 TFT칼라/STN칼라/STN흑백 및 12인치 TFT 칼라모
델을 라인업 .
○ 일본어/영어/한국어 표시전환 가능.
○ 본기계를 연결하여 체결 데이터를 PLC에 불러 들이는것이 가능 .
○ 고속 CPU 및 고기능 묘사 LSI의 채용으로 고속 화면 표시 실현 .

● 너트런너 표시기 기능
○ Type M ／ Type S 전환가능
○ 체결 데이터는 선택축 표시와 전축
표시의 2모드로 표시
○ 토크파형 표시（최대4축)
○ 체결 NG 이력표시
○ NG 이력을 USB 메모리 등에 보존가능
○ 체결 데이터 이력표시

[ 체결 데이터 표시 ]

[ 체결 설정화면 ]

[ 토크 파형 표시 ]

[ NG이력표시 ]

○ 메인터넌스 기능
○ 매뉴얼제어 기능
○ 비밀번호 잠금기능
○ 키 잠금기능
○ 체결 설정백업 기능

Factory Automation Solutions

SUNDEN KOREA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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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NR 구성기기

■ 구성기기
[ 디스플레이 판넬 ]
● 프로그래머블 표시기 기능
PLC과 접속하는 것으로 프로그래머블 표시기
로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
○ 너트런너용 표시기와 PLC 접속용 표시기. 따로
필요했던 것이 1대로 실현가능.
○ 유저용 화면 설계를 실시하기 위한 화면편집
소프트를 준비

[ 유저인터페이스 터미널（ 옵션 ) ]
너트런너의 설정이나 데이터표시, 파형표시, 데이터 수집등이 가능한 Windows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너트런너 시스템의 기동을
용이하게 하며, 여러 문제의 해결을 강력하게 서포트합니다.

● 기능
○ 너트런너의 각종설정 ○ 체결 데이터 수집 ○ 토크 파형 수집 ○ 체결 NG 이력표시 ○ 너트런너 메인터넌스 기능
○ 상기 데이터를 파일로 관리 ○ PC와의 통신은 RS232C, USB 및 고속통신 ARCNET (별도 접속유닛 필요)을 준비

[ 체결 설정 화면 ]

www.sunden.co.kr

[ 체결 데이터 수집기능 화면 ]

[ 토크 파형 표시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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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NR 주변기기

■ 주변기기

Articulationg Arm

● Articulationg Arm
○
○
○
○
○
○

평행 링크로 경량 동시에 고강성. 체결 반동력을 받을 필요가 없어, 작업자 부담 제로.
Slim Design으로 장소 절약. 지주를 세우는 것만으로 설치완료. 가스 댐퍼에 의한 중량 밸런스로 에어 배관이 불필요
위치 검출기능 있음/없음 양 모델로 라인업.
위치 검출기능으로 오체결방지 등 부적합 제품이나 작업 실수를 방지가능
체결 순서 . 위치마다 체결 파라메타의 자동전환 가능
하나의 워크에 대해 최대 32포지션까지 설정가능

● Smart Arm
○ Slim Design으로 1곳에 여러대 설치가 가능하여 체결 사이클타임 단축을 실현
○ 심플한 링크 기구로 고속이동
○ 평행 링크로 경량, 동시에 고강성. 베이스에 세우는 것만으로 설치완료.

● 그외의 옵션
○ 다양한 옵션을 다수 준비

[ 기어 소켓 ]

※ 옵션류의 상세 사양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 주십시오.

[ 소켓 ASSY ]

[ Anglehead ]

Factory Automatio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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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NR 시스템 구성

■ 시스템 구성
● SGNR typeM 시스템 구성 (멀티컨트롤러 없음)

● SGNR typeS 시스템 구성 (멀티컨트롤러 없음)

www.sund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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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NR 제품사양

■ 제품사양

너트런너

토크

토크

토크

토크

너트런너
너트런너

토크

토크

● 멀티컨트롤러
드라이버

● 디스플레이
판넬

너트런너용
너트런너용
너트런너용

Factory Automatio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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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NR 외형치수도

■ 외형 치수도

● 드라이버

● 멀티 컨트롤러

멀티컨트롤러 단체

● 디스플레이 판넬

www.sunden.co.kr

확장유닛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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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NR 외형 치수도

■ 외형 치수도
● 스핀들（스트레이트 타입)

● 스핀들（오프셋 타입)

※상기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actory Automatio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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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DN 핸드타입 너트런너

초 경 량

핸 드 타 입

너 트 런 너

SHDN
수동타입 너트런너

산요 기공이 가진 노하우를

핸드 너트런너에 결집
소형
초경량
하이파워

Sanyo machine works
Handheld
Digital control
Nutrunner system

Generation

● 소형 경량 하이파워

● 고성능 높은 내구성 및 신뢰성

소형 . 경량 툴

세계 톱 레벨의 고속형 툴

신개발 소형 모터와 수지 성형 고강성 바디의 채용에 의해 툴
중량 0.89kg (정격 토크 12.0N.m 피스톨 타입)을 실현 했습니다.

신개발의 고속형 피스톨 툴(SHD-T2타입)은, 지금까지의 핸드 너트
런너에 비해, 3배 이상의 회전속도(당사 비교, 정격 토크 10.0N.m타
입)를 실현했습니다. 게다가, 브레이크 성능이 뛰어나 고속으로 착좌
까지 밀어넣는 것이 가능, 체결 시간의 단축에 공헌합니다.

저발열 하이파워 모터
새로운 설계의 고효율 하이파워 모터의 채용으로, 연속 사용시
발열량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가늘고 부드러운 툴케이블
가벼운 한편, 유연성이 뛰어난 툴 케이블의 채용으로 실 작업
자 툴의 핸들링이 큰폭으로 향상해 작업자 부담을 경감합니다.

컴팩트한 설계 컨트롤러
경량 컴팩트 설계의 컨트롤러로 설치가 용이합니다. 라인 사
이드나 차체를 지탱하는 부분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
이 가능하고 공간절약에 공헌 합니다.

Generation

Servo Press

100만회 연속 운전 시험 클리어
정격 토크에서 연속 운전 100만회를 클리어한 내구성높은 툴 입
니다. 고정밀도, 고효율 감속기에 의해 높은 내구성과 정음성을
실현 했습니다.

무접점 트리거로 높은 내구
무접점 트리거 스위치의 채용으로 높은 내구. 2단계 회전 속도 변경
기능에 의해 체결 개시시의 조작성이 뛰어납니다

툴 LED가 작업자를 서포트
3색 발광 LED에 의해, 체결 결과 확인이 용이. LED의 표시 색/점등/
점멸은 NG/트러블 내용마다 임의로 설정· 변경이 가 능합니다.

각도 센서에 레졸버를 채용
레졸바 채용으로 보다 높은 신뢰성과 내충격성을 실현 합니다.

용이한 툴 교환
출하시에 툴 개체 차이가 없게 조정하기 때문에 교환 시에 캘리브레이
션 작업은 불필요 합니다. 컨트롤러 접속 후 즉시 체결이 가능합니다.

www.sund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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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DN 주요특징

■ 주요특징
● 고정도(高精度) . 다기능
고정도 . 높은 응답성
대부분의 체결 대상 워크에 대해 최고속으로 착좌까지 밀어 넣기 때문에
사이클 타임을 단축하면서 고정밀도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기능 프로그램
체결 동작은 프로그램 방식으로 되어 있고, 체결 속도, 가속율의 변경은 물
론, 두번의 합계나 복잡한 조임 동작도 가능합니다.

최대 64종의 프로그램이 설정가능
프로그램마다 체결 토크 등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64종류의
체결 토크에 대응 가능합니다.

저반력 알고리즘
인체공학에 근거한 폐사의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구사해, 작업자의 체결 부
하를 큰폭으로 경감합니다. 또 소프트 조인트, 하드 조인트의 혼재도 자동
으로 인식해 최적으로 동작을 실시해 작업자의 부하를 경감합니다.
(특허취득 완료)

SHD-DT2

임팩트 모드
저반력의 임펙트 모드를 탑재하고 있어, 높은 토크에 대해서 작업자의 반력
을 경감 합니다. (임펙트 모드에서는 체결 토크 정도는 저하 합니다).

배치 카운트 기능
체결 회수를 카운트해 설정된 회수에 도달하면, OK 출력하는 배치 카운트
기능은 1개의 워크로 여러 차례 체결하는 경우에 체결 누락을 방지합니다.
또한, 체결 회수에 의해 프로그램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각종 통신 네트워크 대응
표준 RS232C포트 경유로 체결 데이터 출력 및 확장 옵션에서 필드버스
(DeviceNet, Profibus, CC-Link), Ethernet(TCP/IP)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터미널(UIT)
컴퓨터용 소프트웨어의 “유저 인터페이스 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으로
써, 체결 설정은 물론, 토크파형 표시, 체결 이력 표시 및 체결 데이터 수집
이 가능합니다.

체결설정 / 토크 파형표시 화면

SHD-T1-010S

체결이력 화면

Factory Automatio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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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DN 핸드타입 너트런너

■ 제품사양
● 사양
토크

토크범위

토크

토크범위

정격토크

정격토크

● 컨트롤러 사양

● 외형 치수도

Ø D1

240

125

L

CHARGE

BUZZER
VOLUME
UP

210

H

POWER
READY
JUDGE
DOWN
F1

CN1/UIT

POWER

CN6/USB

SEL

ENT
F2

S anyo machine works
Handheld
D igital control
N utrunner system

SANYO MACHINE WORKS,LTD.

피스톨 툴 ( S HD-T ※ - ※P )
※ 상기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www.sunden.co.kr

컨트롤러 ( S HD-DT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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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검출 수동 체결기

위치 검출 수동 체결기

ARTICULATING ARM

● 제품특징
손쉬운 조작
평행 링크에 의해 경량하고 고강성. 고정반력 불필요. 작업자의 부담 제로

위치 검출 가능
위치 검출 기능에 의해, 오체결 방지 등의 실수 방지 가능.
체결 순서 . 위치마다 체결 파라메타 자동 전환 가능.

설치용이
슬림 디자인으로 공간절약. 지주를 세우는 것 만으로 설치 완료. 스프링에
의한 중량 밸런스로 에어 배관은 불필요

● 제품특징
항목
가동변수
외형치수
대응 너트런너
(체결 토크)
전원
기종전환
위치 검출 정도
위치 검출 포인트 수

사양
폭 500mm × 깊이 350mm × 높이 250㎜
폭 500mm × 깊이 350mm × 높이 250㎜
SDNR (T※1) 010 …… 정격 토크 10Nm
~
SDNR (T※1) 010 …… 정격 토크 10Nm
3상 AC200V 50Hz/60Hz
4기종 (커스터마이즈 가능)
±5.0㎜
1기종당 32포인트(커스터마이즈 가능)

Factory Automatio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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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초경량 토크 ARM

초경량 토크 ARM

SAT

핸드 너트런너 대응

경량 컴팩트 ARM
◀

스트레이트 타입

반력저감 실현

▲

● 제품특징

○
○
○
○
○
○
○

▲

피스톨 타입

앵글타입

카본 튜브 사용으로 경량, 소경, 고강성을 실현하였습니다.
TOOL타입은 피스톨 타입, 앵글 타입, 스트레이트 타입 모든것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전용 어태치먼트 부속으로 TOOL 부착도 용이합니다.
ARM의 고정도 2군대 볼트로 조이기 때문에 체결이 더욱 용이합니다.
최대 토크는 150N . m 까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ARM의 길이는 489~2440㎜ 까지 커버 가능합니다. (SAT-A2타입)
ARM세로 사용, 가로사용 모두 대응. 세로 사용의 경우, 전용 스프링 밸런서를 옵션으로 부착 가능합니다.

● 외형치수도

● 제품사양

ARM형식(※)

최소길이(㎜)

최대길이(㎜)

대응TOOL형식

SAT-A1- **** -1060

562

1010

SHD-T2-012P
SHD-T1-010S

SAT-A2- **** -1240
SAT-A2- **** -1810

489

1240

675

1810

SAT-A2- **** -2440

856

2440

SAT-A3- **** -1240

519

1240

SAT-A3- **** -1810

719

1810

SAT-A3- **** -2440
SAT-A4- **** -1240

956

2440

505

1240

SAT-A4- **** -1810

705

1810

SAT-A4- **** -2440

1056

2440

※「****」에는 TOOL형식이 들어갑니다. 예) SHD-T2-012P의 경우 「012P」.

www.sunden.co.kr

SHD-T2-020P
SHD-T2-050A
SHD-T2-035S
SHD-T2-050S
SHD-T2-100A
SHD-T2-085S

SHD-T2-150A
SHD-T2-1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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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EN Memo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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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및 기술지원 네트워크

썬덴코리아(주)서울본사

남부 사업부
( 대구소재 )

울산 사업부
( 울산소재 )

제품 및 견적문의 :sales@sunden.co.kr / 기술지원문의 : tech@sunden.co.kr
서 울 본 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테라타워 B동 1213호
TEL : (02)-2054-3600 FAX : (02)-2054-3609
남부사업부 : 대구 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908호 (신당동, 이앤씨이노비즈타워)
( 대구소재 ) TEL : (053)-591-8905 FAX : (053)-591-8907
울산사업부 : 울산 광역시 북구 진장 유통로16 울산진장디플렉스 1동 3층 3066호
( 울산소재 ) TEL : (052)-289-8905 FAX : (052)-289-8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