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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 3000 series 데스크탑 로봇

다기능 데스크탑 로봇

New

Series
Desktop Robot

생산설비의 가능성을 넓히는 진화형 탁상로봇
생산설비의 가능성을 넓히는 진화형 3축 . 4축
탁상로봇. 외부모터를 제어하 는 기능이나
필드버스에 대응하는 등, 수많은 편리한 기능을
추가하여 쓰임새 가 점점 더 넓어진 다 기능성
진화형 탁상로봇 NEW시리즈

multifunction
JR3203
JR3404E
동작범위:
X=400, Y=400, Z=150(mm)
4축 엔코더 붙은 타입

■ 특징 및 장점
●

Desktop Robot
동작범위:
X=200, Y=200, Z=50(mm)
３축 CC-Link 붙은 타입

[ JR3200 / JR3300 / JR3400 / JR3500 / JR3600 ]

■ Application

외부모터 2개까지 추가제어

로봇축에 외부모터 2개를 보조 축으로 사용하여 제어가 가
능하므로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작업을 가능하게 한 다기능
성 데스크탑 로봇
●

통신기능강화

이더넷 (LAN) 포트 기본 탑제 필드버스 옵션 대응
(CC-Link, DeviceNet, Profibus)
●

강성 UP

4 축기에 도포 주입기 및 워크를 회전시키기 위해 각각 모터
를 추가하여 6축 도포기로써 사용한 예

본체의 강성을 강화 가반중량 최고 속도가 UP되어 고속 시의
위치 결정도 향상.
●

로봇케이블 내장

상하 동작의 기구부에서 나와있던 케이블을 내장, 로봇의 높
이를 억제한 시원한 디자인.
●

액제 실링 및 도포

납때공정

CCD 카메라

간단한 티칭

티칭 팬던트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티칭 가능. 표시 언어는 10
개 국 언어 전환 가능. PC 소프트를 이용하면 CAD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래피컬 하게 티칭 하는 것도 가능

www.sund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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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설비의 가능성을 넓히는 플래그십 다기능성 탁상로봇
JR3000 시리즈는 셀생산은 물론 자동 라인으로의 내장도 시야에 넣은 다기능 로봇입니다. 필드버스로의 대응, LAN포트를 표준 탑재,
카메라 내장을 용이하게 한 소프트웨어, 외부 모터를 2개까지 제어 가능 등 다채로운 기능으로 가지각색의 제조 장면을 견인합니다.

강성 UP

탁상 로봇 최초! 로봇케이블 내장카메라

좀 더 고속으로(최고속도 900mm/s), 좀 더 정확한 작업이
장시간 가능 하도록 바디의 강성을 강화, 고속 시에도 안정
적입니다. Z 축에 카메라를 부착 시에도 감속시 흔들림 시간
을 줄였습니다. 하여 대기가능 시간을 50% 감소 시켰습니
다.(당사비교)

필스펄드대응 . 이더넷(LAN)포트 표준장비
필드버스의 모듈은 「CC-Link」,「DeviceNet」,「PROFIBUS」에서 선택가능합니다. LAN포트 표준 장치이기 때문
에 PC에서 복수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높이에 제한이 있는 제조현장 등에 유효한 상부가 세련된
디자인.

카메라 시스템을 용이하게 도입가능
점점 미세화하는 제조 작업에 맞추어, 카메라 기능을 강화.자
동 캘리브레이션 기능, 카운터 부착 CCD 카메라 보정 기능
등, 카메라 기능을 충실시켜, 카메라 시스템 활용의 기회를
늘렸습니다.

최대 4축 + 외부 두 개의 모니터 제어
스텝핑 모드나 서보모터 등 펄스열 입력 타입의 기기를 2개
까지, 로봇의 축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티칭 팬던트 상에서
티칭 가능합니다. 「턴테이블을 설치하여 워크 방향을 바
꿈」「컨베어를 설치하여, 로봇으로 제어함」등 사용 방법
은 자유입니다.

다국어 애응
해외에서도 보다 많은 스태프가 이용 가능하도록 티칭팬던
트의 표시 언어는 10개국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표시언어의 예 ]

JOG로도 수치 입력도 설정가능

JOG 동작

베트남어

Factory Automatio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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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있는 풍부한 바리에이션

형식명

JR3

20

3

E

A

C

JR3000
시리즈

X축·Y축
스트로크

축수

엔코더

조작부 사양

전원사양

2 : 2축
3 : 3축
4: 4축

E : 있음
A : 없음

20 : 200×200㎜
30 : 300×320㎜
40 : 400×400㎜
50 : 510×510㎜
60 : 510×620㎜

A : 스위치 실장
B : 스위치 박스

C : 90-125/180-240V ~(배출구 없음)
180-240 ~(배출구 200V)
( 주로 EU 권 및 한국 )
C : 90-125V 50/60㎐ (주로 일본 국내)

※ 발주시 옵션
탈조를 검지하는 엔코더 추가사양, Z축에 걸리는 하중이 큰 경우에
유효한 JR3400 양쪽 지지 타입, 높이가 있는 워크에 대응 가능한
둑돋기 타입, 다양한 바리에이션과 수많은 옵션을 준비하고 있습니
다. 또, 모든 기종에 CE 대응기종이 있습니다.

•
•
•
•
•

필드버스 추가(CC-Link, DeviceNet, PROFIBUS에서 선택
I/O-MT추가(외부 2모터 제어)
JR3400 시리즈 양쪽 지지 타입
둑돋기 타입 (옵션 바이트 변경)
옵션스 위치(도포 사양에서는 버리기 스위치로써 기능)

•
•
•
•
•

I/O-1추가(입력 8점/ 출력 8점)I
I/O용 내장 전원추가(DC 24V 정격2.1A)
I/O-S(인터록 장치 접속용)
CON2·3추가(외부기기용)
이젝터(나사 체결용 에어불기)

각부의 명칭과 설명
JR3200타입 참고 이미지

[ 조작부 전면 ]
3자리 프로그램 번호 표시
스위치 (옵션)
스타트 스위치
티칭팬던트 접속

필드버스 (옵션)
CC-Link
Device Net
PROFIBUS

조작부 B사양

티칭 팬던트
(옵션)

스위치 박스

스위치 박스 접속
MEMORY 포트 (데이터 백업용)
USB 메모리 전용

COM 1

[ 카메라 접속 예 ]

LAN 포트 PC 접속용
PC

로봇 (COM1~3)으로

[ 조작부 배면 ]
I/O-S (옵션)용)
에어리어 센서

모니터

RS-232C
전용케이블
전원
컨트롤러

카메라

카메라 시스템
거리 센서 등

COM2, COM3 (옵션)
단축 로봇

단축 로봇 컨트롤러

I/O-MT (옵션)
I/O-S 입력16점 / 출력16점

I/O-S 입력 8점 / 출력 8점 (옵션)

※ NPN / PNP에서 선택
※ JR3200시리즈는 어느 것이든 하나를 선택

www.sund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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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초보자부터 프로패셔널까지 사용가능한 新 시스템
어플리케이션별 전용 소프트로 초보자라도 간단하게 티칭이 가능하며, 더욱이 충실한 다채로운 커맨드군을 사용하
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운터 부착 CCD 카메라 보정

자동 캘리브레이션

카메라 보정시 로봇에 최대 3,000개의 보정값을 거두어 들입
니다. 연속하여 촬영한 후, 연속하여 보정하면서 작업을 실시
하므로 사이클 단축이 기대 가능합니다.
촬영

카메라 시스템 도입시의 카
메라의 캘리브레이션이 자동
으로 실시 가능합니다.

작업

간이 PLC 기능
1사이클에 3,000개분 보정가능

전프로그램 공통 설정
동일 설정에서의 사용이 많은
툴 데이터 등의 항목에서 공통
설정이 가능합니다.
티칭 시간의 단축·조건 변경
시 등에 도움이 됩니다.

로봇의 필수기능인 독립하여
동작하는 간이 PLC를 내장
하고있으므로 외부 기기와의
간단한 I/O라면 별도 PLC 구
입없이 가능 합니다.

커스터마이즈 기능
포인트 작업 데이터로 빈번
하게사용하는 명령열을 등
록하면 뒤에 티칭 작업이 용
이해집니다. 유저 독자의 소
프트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에러이력
에러의 발생일시가 표시가능
해 졌습니다. 에러발생 시각이
특정 가능해 지므로, 원인의 분
석등에 도움이 됩니다

4축 니들 어저스터 기능
3축은 물론 4축으로도 바늘 끝의 위치보정 실시가 가능해졌
습니다. (도포사양 전용)

PC 소프트웨어 「JR C-PointsⅡ」(옵션)
「JR C-PointsⅡ」는 티칭데이터나 커스터마이즈 데이터의 작성·편집이나 보존을 컴퓨터상으로 실행하는
JR3000용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입니다.경로 데이터를 도형으로써 그래피컬로 작성·편집가능한 「포인트그
래픽 편집기능」으로 더욱이 편리해 졌습니다.
JR2000N시리즈 「JR C-Points(옵션)」의 티칭데이터를 JR3000시리즈용으로변환가능합니다.

포인트 그래픽 편집 가능
DXF 데이터나 거버 데이터를 원래대로 하거나, 배경화면 데이터(.jpg)를 참조하여 경로 작성을 실시합니다.그림에 따라 티칭데이터의 경로 확인
이나 편집도 가능, 여러종류의 기능을 잘 이용하면 보다 이상적인 티칭데이터에 가까워집니다.

DXF 데이터를
근거로 포인트를
설정하면 위치
데이터가 정확

지정 방향지정으로인한 소트기능(사이클타임 단축)

각에 R을 붙이는 자동원호작성기능

포인트간의 이동거리가 크므로 「왼쪽 순」소트

연결점을 클릭하여, R의 반경지정

◀

jpg화면을 참고로 티칭가능

Factory Automatio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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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예
자동원호 작성기능 JR3000 시리즈는 도포, 나사체결, 납땜, 기판분할, 피크&플레이스, 검사등 여러가지의 제조공정
에서 이용가능한 범용성을 가진 로봇입니다. 외부 2모터를 제어하는 I/O-MT기능이나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한 위치
보정 기능을 맞추면 활약할수 있는 곳이 더욱이 넓어집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 예를 소개합니다.
도포로봇
● 간단
도포전용 어플리케이션 소프트로 티칭은 니들 선단을 도호하
고싶은 위치까지 이동하여 동작을 선택하는 것 뿐입니다.

● 편리

촬영

작업

칠하기 기능이나 누락 방지 기능 등의 편리기능, 3축·4축 니
들어저스터 기능 등, 도포 작업에 적합한 기능이 풍부한 사용
촬영
하기 쉬운 로봇입니다.
누르고있는 동안 디스펜서를 동작시키
는 throw out 스위치를 옵션으로 장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프 소프트의 포인트종별 선택화면

4축 니들어저스터

도포기능

나사 체결 로봇
● 간단
나사체결전용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로 티칭은 나사 길이, 피
치, 드라이버 회전수 등의 나사체결 조건을 설정하여, 나사체
촬영
결 위치를 지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사 체결 및 조립 설정화면

● 편리
본 체결뿐만이 아니라, 나사의 가체 결이나 느슨함도 선택 가
능. 나사의 뜸이나 나사 헛돔의 경우에 에러로 검출하는 기
능, 피더에 나사가 없을 때 일단정지하는 기능 등, 편리한 기
능도 있습니다.

I/O-MT의 사용 예

M1 나사도 체결 가능

● 4축 도포기를 6축으로한 예

●턴테이블을 설치한 예

실린지의 각도와 워크의 각도를 바꾸기
위해 축을 각각 부가하여 통형 워크의 외
주에 뚫은 구멍의 측면에서도 각도를 설
정하여 도포를 실시하도록 한 예입니다.

4축 도포기에 턴테이블을 설치하고 복수의 워크에 도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 예입니다.

www.sund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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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지수도
JR3200

JR3200

JR3200

양쪽지지타입

JR3200

JR3200

Factory Automatio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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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양
● 3축사양

● 4축사양

<

주기 >

※
※
※
※

주기

1.

2축 사양도 대응 가능합니다. 상세는 문의 주십시오.

2.

최고 속도는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최대 가반질량 설정에서는 최고 속도는 나오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3.

반복 정도위치는 본체 온도가 일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또, 절대 위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4.

JR3400 양쪽 지지 타입의 외형치수·본체 질량은 표와 다릅니다. 상세는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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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 3000 series 데스크탑 로봇

JR3000 시리즈 공통사양

구동방식
제어방식
보간기능
위치교시방식

티칭 시스템

티칭형태

화면표시 전환

단위
언어

프로그램 수
포인트 기억내용
간이 PLC기능

외부 입출력

필드버스

전원
소비전력
사용시 주위온도
상대습도

기억영역이 공유이기 때문에, 포인트 구성 데이터, 포인트 작업데이터, PLC프로그램 데이터가 늘어나면 포인트데이터 기억 수는 감소합니다.
JR3200타입은 I/O-1, I/O-MT의 어느것이든 한쪽만 옵션 추가가능합니다.
이더넷접속은 10BASE-T/100BASE-TX가 됩니다.
취급설명서
전원코드
스위치 스 (제조부 B사양의 경우는 표준부속품)
티칭팬던트 (표준.비상정지버튼

)

PC소프트

대응

I/O용 내장전원 (24V정격2.1A, I/O-SYS, I/O-1용)
옵션스위치 (조작부 A사양의 옵션)
니들 어져스터
컨넥터
케이블
케이블
컨넥터
코드

● 스위치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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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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