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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SUNDEN KOREA CO., LTD

대  표  자 ┃  권상오

설립연도 ┃  1997년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테라타워 B동 1213호

홈페이지 ┃  sunden.co.kr

사업내용 ┃  Smart Factory(공장자동화, 기계부품, 제조, 무역)

사업분야 ┃  Press Assembly Solutions
 서보프레스, 산업용 공구(너트러너, 스크류드라이버), 로봇(탁상, 스카라, 직교) 

 Measurement & Test Solutions
 표면 조도 검사 센서, 공정 추적 검증 시스템(Local Positioning System) 

 Precision Instruments
 디퓨저, 가스필터, 써모스탯, 인디게이터, 신호변환기, 변위센서

썬덴코리아(주)는 
직능별 전문가로 구성된 팀으로  유기적인 시너지를 내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썬덴코리아(주)의 진정한 힘은 20년간 고객사 생산라인 현장 경험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전사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으로  조화롭게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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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zing the Future
Meeting customer needs with new functionality. 
Our responsiveness and flexibility pave the 
way toward your manufacturing future.

썬덴코리아(주)는 글로벌 네트

워크 및 체계적인 제품/기술 교

육을 바탕으로 고객사 생산라인  

설비 운용 프로세스에 최적화된 

최신 정보, 기술, 어플리케이션

(공법) 노하우를 제안합니다.

고객사의 생산라인 프로세스 및

공법을 검토하고 요구에 따라 

커스터마이징 설비를 제안하며

셋업 및 시범 운전 그리고 안정

적인 양산지원 서비스도 함께 

지원합니다.

엔지니어링,  설비의 설치 및 유

지보수, 교육 등 고객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치 협

업부서처럼  전문적이고 실질적

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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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Solution

신뢰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로 
세상에 기여합니다

전동 체결, 공압 체결, 배터리 체결

서보프레스(전동프레스)

서보프레스 어플리케이션 - 압입, 스웨이징, 리베팅, 밀봉, 벤딩, 드로잉, 압축, 성형, 
절단, 펀칭, 각인, 검사 등

로봇 어플리케이션 - 도포, 내구성 테스트, PC 보드 절단, 나사 체결, 납땜, Pick & Place 등

산업용 공구 및 체결솔루션 어플리케이션
- 전기, 전자, 휴대폰, 반도체, 자동차, 철도, 중장비, 항공, 에너지 설비, 군수 등 조립 공정

데스크탑 로봇, 스카라 로봇, 직교 로봇

 서보프레스

로봇

산업용 공구 및 체결시스템

Press Assembly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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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EN KOREA BUSINESS

Measurement & Test Solutions

·초음파 수신기/송신기(유무선) 
·PC소프트웨어 검증 시스템 툴
·작업자 송신기 마운팅 키트

비접촉 표면 측정 시스템공정 위치/품질 검증 시스템

·OS 500 시리즈 (범용스테이션, 인라인 모듈)
· 샤프트, 스트링 웜, 볼 스크류, 스핀들, 베어

링, 리니어, 롤러, 코팅, 필름, 웨이퍼, 패널 
등 측정 적합

Precision Instrument Solutions

써모스탯, 디퓨저, 가스 제어 필터, 압력센서, 시그널 
컨버터(신호변환기), 인디게이터, 컬러센서, 변위센서

정밀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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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LIN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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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3000 Series(Desktop Robot)

i22X Series(Automated Optical Inspection Robot)

JC-3 Series(Cartesian Robot)

JS3 Series(Scara Robot)

Robot Lineup
고정밀, 사용의 용이성, 다양한 작동 지원 및 동작 범위는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주요특징 :  플래그쉽 데스크탑 로봇은 다양한 가공 응용 분야를 위한 최첨단 정밀성 및 속도, 
  강성을 갖추고 있어 생산 설비의 가능성을 넓힙니다.

·Application Software 

표준*1 도포 나사체결 기판분할 Pick & Place

● ● ●

·주요특징 :  검사 자동화 데스크탑형 다기능 검사 장치

·Application Software 

표준*1 도포 나사체결 기판분할 Pick & Place

▲*2

·주요특징 :  다기능의 사용자 친화적 직교 로봇

·Application Software 

표준*1 도포 나사체결 기판분할 Pick & Place

● ● ●

·주요특징 :  견고한 암으로 고속, 고정밀, 고탑재 가능한 스카라 로봇

·Application Software 

표준*1 도포 나사체결 기판분할 Pick & Place

● ● ●

*1 표준 모델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적합합니다.
*2 다기능 검사 장치 전용 소프트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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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극소형 나사 체결

Low-stress 인쇄 회로 기판 분리기

JR3000AP-D 워크 피스 균일 간격 정밀 도포

인쇄 회로 기판 도포

납땜 자동화

Application Examples

각 로봇의 호환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은 로봇 라인업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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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예시

4축 직교 로봇 워크피스 벽면 도포

스카라 로봇 Pick & Place

특수 사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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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3000 Series
Desktop Robot

다양한 기능으로 다양한 제조 역할을 수행하는
고성능 데스크탑 로봇

주요특징

우수한 구조적 강성

보다 고속으로 (최고 속도 900mm/s), 보다 정
확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고속 궤적 성능을 안
정시켰습니다.

Z축에 카메라를 설치 후, 동작 정지 시 진동 시
간을 이전 모델 보다 약 50%으로 대폭 감소시
켰습니다.

무거운 툴 및 워크에 최적의 
고 가반 사양

피드백 제어 모터를 탑재하여 무거운 툴 및 워
크도 사용 가능하게 한 고기능성 적용 모델

대형 탱크나, 히터를 포함한 핫 멜트 도포 등 질
량이 큰 툴과 워크가 탑재 가능합니다.

최대 4축+외부 2축 모터 제어 
(총 6개의 축 제어)

스태핑 모터나 서보 모터를 2개까지 추가할 수 
있고, 티칭 펜던트를 통해 4개의 로봇 축을 세
팅 할 수 있습니다.

 I/O-MT 보조 축을 사용하여 턴테이블을 설치
하고 워크피스의 방향을 바꾸거나 로봇에서 컨
베이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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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3000
시리즈

X·Y 축
스트로크

축
개수

엔코더*1

및 제품 사양
조작부 판넬 전원 사양*2

 JR3        20         3         E         -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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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축*3

3 : 3축
4 : 4축

E : 포함
N : 미포함
F : 고가반 사양

A : 스위치 내장
B : 스위치 박스
C : 간이 스위치 박스

C : 100-120/200-240V 50/60Hz
      200-240V 50/60Hz(200V 전원)
J : 100-120V 50/60Hz(100V 전원)

JR3000 ¡22X JC-3 JS3

형식명

사양

3축 사양
3축(동시제어)

JR3203 JR3303 JR3403 JR3503 JR3603

동작범위
X·Y 축 200×200 300×320 400×400 510×510 510×620

Z축 50 100 150 150 150

최대 가반 중량
X축(워크피스)(kg) 7 15 15 15 15

Y축(툴)(kg) 3.5 7 7 7 7

최고 속도(PTP구동)*2

(   )는 설정범위
X·Y 축(mm/sec) 700（7〜700） 900（9〜900) 900（9〜900) 900（9〜900) 900（9〜900)

Z축(mm/sec) 250（2.5〜250） 400（4〜400） 400（4〜400） 400（4〜400） 400（4〜400）

최고 속도(CP구동)*2

(   )는 설정 범위
X·Y·Z축 합성(mm/sec) 600（0.1〜600） 850（0.1〜850） 850（0.1〜850） 850（0.1〜850） 850（0.1〜850）

위치 반복 정도*3 X·Y 축(mm) ±0.006 ±0.007 ±0.007 ±0.008 X:±0.008 Y:±0.01

Z축(mm) ±0.006 ±0.007 ±0.007 ±0.008 ±0.008

외형 치수 W x D x H (돌출부 제외)(mm)
 (   )는 이중 칼럼 타입

323×387×554 560×535×659
584×631×807

（615×631×807）
678×731×807 790×731×807

본체 무게(kg) (   )는 이중 칼럼 타입 20 35 42（45） 44 45

4축 사양

4축(동시제어)

JR3204 JR3304 JR3404 JR3504 JR3604

동작범위

X·Y축(mm) 200×200 300×320 400×400 510×510 510×620

Z축(mm) 50 100 150 150 150

R축(°) ±360 ±360 ±360 ±360 ±360

최대 가반 중량
X축(워크피스)(kg) 7 15 15 15 15

Y축(툴)(kg) 3.5 7 7 7 7

최고 속도(PTP구동)*2

(   )는 설정범위

X·Y축(mm/sec) 700（7〜700） 900（9〜900) 900（9〜900) 900（9〜900) 900（9〜900)

Z축(mm/sec) 250（2.5〜250） 400（4〜400） 400（4〜400） 400（4〜400） 400（4〜400）

R축(°/sec) 600（6〜600） 900（9〜900） 900（9〜900） 900（9〜900） 900（9〜900）

최고 속도(CP구동)*2

(   )는 설정 범위
X·Y·Z축 합성(mm/sec) 600（0.1〜600） 850（0.1〜850） 850（0.1〜850） 850（0.1〜850） 850（0.1〜850）

위치 반복 정도*3

X·Y축(mm) ±0.01 ±0.01 ±0.01 ±0.01 ±0.01

Z축(mm) ±0.01 ±0.01 ±0.01 ±0.01 ±0.01

R축(°) ±0.008 ±0.008 ±0.008 ±0.008 ±0.008

외형 치수 W x D x H (돌출부 제외)(mm)
 (   )는 이중 칼럼 타입

323×387×676 560×535×844
584×631×894

（615×631×894）
678×731×894 790×731×894

본체 무게(kg) (   )는 이중 칼럼 타입 22 38 46 （49） 47 48

<Notes>

*1 2축 사양도 대응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2 최고 속도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가반 질량으로 설정 시 최고 속도는 나오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치 반복 정도는 일정 온도에서 측정되었으며, 절대 정밀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JR3000 시리즈 공통사양
항목 내용

프로그램 수 999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용량*1 최대 32,000 포인트

외부
입/출력

I/O-SYS＊2 입력 16점 / 출력 16점

I/O-1＊2 ＊3 입력 8점 / 출력 8점 (릴레이 출력 4점 포함)(옵션)

I/O-MT＊2 ＊3 최대 2개의 외부 모터 제어(옵션)

I/O-S 안전장치 연결(옵션)

Field Network EtherNet/IP / PROFINET / CC-Link / DeviceNet / PROFIBUS / CANopen(옵션)

COM1 RS232C (외부 장치 제어)(COM 명령)

COM2·COM3 RS232C (외부 장치 제어)(옵션)

MEMORY USB 메모리 연결용 (티칭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 저장, 읽기,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LAN PC용 이더넷 연결 (제어 명령을 사용하여 로봇을 작동시키고 “JR C-Points II” PC 소프트웨어에 연결) 

전원(V) AC100〜120／AC200〜240(단상)

소비전력(W) 200

<Notes>

*1 공유 데이터 저장 영역으로 인해 추가 기능 데이터 설정/ 포인트 작업 

데이터/ PLC 프로그램 데이터가 추가되면 포인트 데이터 메모리 용량이 

줄어듭니다.

*2 I/O 극성을 선택하십시오 : NPN 또는 PNP

*3 JR3200은 I/O-1 또는 I/O-MT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부속품>

·사용 설명서(CD-ROM)

·전원 케이블 

·스위치 박스(조작부 B 사양의 경우 표준 부속품) 

·간이 스위치 박스(조작부 C 사양의 경우 표준 부속품)

단일 칼럼 타입

이중 칼럼 타입

*1 모터 스텝아웃 감지 기능 / 탈조 검출 기능

*2 JR3200 타입은 전원 없음.

*3 2축 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 바랍니다.

JR3200 JR3300 JR3400 JR3500 JR3600

모델*1

항목

모델*1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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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도

스위치 박스

표준형

스위치 박스
(조작패널 B)

간이 스위치 박스
(조작패널 C)

모드 변경 스위치(옵션) 옵션 스위치(옵션) 모드 변경 스위치+옵션 스위치 (옵션)

모터 드라이버

단축로봇 제어

모니터

카메라컨트롤러

RS-232C
전용 케이블

전원 공급 장치

단축 로봇

카메라 시스템, 
거리센서 등

컨베이어

JR3200 시리즈는 한 가지만 선택 가능. 

I/O-1 입력 8점/ 출력 8점(옵션)I/O-SYS 입력 16점/출력 16점

PC연결 LAN 포트

티칭 팬던트 연결

스위치 박스 연결

티칭 팬던트

시작 버튼

옵션 스위치

LED 3자리 프로그램 번호 표시

조작패널 A

조작패널 B 조작패널 C

데이터 백업 USB 포트

NPN, PNP 사양 선택

에어리어 센서

호환 : 
CC-Link      CANopen
DeviceNet   EtherNet/IP
PROFIBUS   PROFINET

디스펜싱 사양 등을 위한 ‘퍼지 스위치’ 역할

조작패널 후면

조작패널 앞면

(옵션)

(옵션)
(옵션)

(옵션)

* 로봇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를 읽고 로봇을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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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치수도

JR3204(4축 타입)의 표준 오픈 높이는 205mm 입니다.

JR3304(4축 타입)의 표준 오픈 높이는 350mm 입니다.

JR3404(4축 타입)의 표준 오픈 높이는 350mm 입니다.

JR3504(4축 타입)의 표준 오픈 높이는 350mm 입니다.

JR3604(4축 타입)의 표준 오픈 높이는 350mm 입니다.

JR3603 3축 타입

JR3503 3축 타입

JR3403 3축 타입

JR3303 3축 타입

JR3203 3축 타입

JR3200

JR3300

JR3400

JR3500

JR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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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2X Series
Automated Optical Inspection Robot 

납땜 검사, 잘 못 되었거나 누락된 부품을 찾기, 문자 검사, 흠집이나 찌그러짐 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직관적인 조작주요 검사 항목

부품 불량 흠집

나사 유무 DIP납땜검사(미납땜, 납땜 풀, 브릿지)

검사 결과를 ‘Catch System’ 생산 관리 소프트웨어로 보내고 각각의 워크 피스와 검사 결과 데이터를 
연결 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추적성 확립바코드 판독

검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집계하고 분석
하여각 장치의 상태를 파악, 불량을 줄여 생산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Castch System은 
AOI 장치로부터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안정적인 생산 추적성을 보장합니다.

생산관리 소프트웨어

Catch System   (optional)

마우스로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3축(X, Y, Z)을 
이동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쉬운 검사 소프트웨어 3D 물체 검사

초점을 조정하여 최적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Dents(찌그러짐/타흔) 트레이 결품

QR Code
(Model 2)

데이터 매트릭스
(ECC200 준수)

마이크로 QR코드
(옵션)

Code 128

Code 39 Interleaved 2 of 5(옵션)

OK(Pass) NG(Fail)

데스크탑 형 다기능 검사 장치

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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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명

사양

시스템 구성

i22X-200 i22X-300 i22X-500

동작범위
X·Y축(mm) 200×200 300×320 510×510

Z축(mm) 50 100 150

검사체 사이즈 W x D x H(mm) 150×200×80*1 200×300×100 350×500×100

최대 무게(kg) 5 10 10

최대 속도
X·Y축(mm/sec) 700 900 900

Z축(mm/sec) 250 400 400

본체 외형 치수 W x D x H(mm) *2 323×387×684 *3 560×535×709 678×731×807

본체 무게(kg) 26 43 53

컨트롤러 치수 W x D x H(mm) 300×200×150

컨트롤러 무게(kg) 3

전원(V) AC100~120/AC200~240 (50/60Hz)

소비전력(W) 350

모터 5상 펄스 모터 x 3

고정 방식 측면 클램핑(Universal tool)

카메라 5 Mega 픽셀 상단 카메라

렌즈 Telecentric Lens 15μm / Macro Lens 25μm

시야 범위 36×30ｍｍ / 60×50mm

조명 DL Type 조명(White+Side Red+DOAL) / ML Type 조명(RGB+DOAL) or 백색 조명

Clearance DL조명 40mm / ML조명 30mm / 백색조명 40mm

검사 방식 패턴 매칭 / 히스토그램 매칭 / 컬러 매칭

검사 항목 부품 유무, 색상 차이, 라벨 유무, 오부품, 극성, 브릿지, 납땜 영역, 이물, 문자, 흠집, 오염, 바코드 판독

사용환경

주변온도 15〜30 ℃

상대습도 20〜90 ％ (결로가 없을 것)

높이 1,000 m 이하

<Notes>

*1 i22X-200의 경우 가장 낮은 초점 거리는 H30mm입니다. (검사 대상 높이가 30mm 미만인 경우 높이를 높여야 합니다.)

*2 가동 덕트 포함

*3 가로 폭(W)은 핸들 부분을 포함

i22X-200 i22X-300 i22X-500

i22X 시리즈 X축·Y축 스트로크

i22X      –        200 

20 : 200×200mm
30 : 300×320mm
50 : 510×510mm

·검사 장치

·PC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스위치 박스

JR3000 ¡22X JC-3 JS3

모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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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3 Series
Cartesian  Robot

데스크탑 로봇의 사용 편의성과 기능을 
탑재한 3축·4축 직교 로봇

*케이블 캐리어는 옵션 입니다.

주요특징

탁월한 경로 추적

JC-3 직교 로봇은 도포 공정에서의 이용을 
고려하여 부드러운 움직임과 경로 추적을 위해 
정교하게 튜닝되었습니다.

다양한 라인업

광범위한 X, Y, Z 축 스트로크 길이를 가진 단면과 
양면의 두 가지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축 사양은 4축 동시 제어의 부드러운 동작으로 
3축으로는 곤란한 원통형 작업물에 도포, 납땜 
작업 등 회전 축이 필요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3축 사양은 전원 투입 시 원점 복귀가 필요 없는 
앱솔루트(Absolute) 타입도 선택 가능합니다.

All-in-One

사용자 친화적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 
번거로운 설정 없이 티칭 펜던트를 이용해 
대화식 간단한 티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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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명

사양

JC-3A00-0T3

JC-3A00-0H3

JC-3B01-0H4

컨트롤러

JR3000 ¡22X JC-3 JS3

JC-3
시리즈

사양
지원
구성

축 개수

 JC-3          A00       -     0         T         3

C0N : Incremental (2축)*1

A00 : Incremental (3축)
B01 : Incremental (4축)
D00 : Absolute (3축)

T : Single-sided
H : Double-sided

2 : 2축*1

3 : 3축
4 : 4축

*1 2축 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 바랍니다.

3축 4축

JC-3A00-0T3 (단면) JC-3A00-0H3 (양면) JC-3B01-0H4 (양면)

축 개수 3축(동시제어) 4축(동시제어)

동작범위*1

X축 (mm) 200/300/400/500/600 300/400/500/600 300/400/500/600

Y축 (mm) 200/300 200/300/400/500 200/300/400/500

Z축 (mm) 50/100/150/200 50/100/150/200/300 100/150

R축 (°) - - ±360

최대 가반 중량(kg) 4 8 3

최고 속도(PTP구동)*2

X（mm/s) 800 800

Y（mm/s) 800 800

Z（mm/s) 400 400

R（°/s) - 900

위치 반복 정도*3

X·Y 축 (mm) ±0.02 ±0.02

Z축 (mm) ±0.02 ±0.01

R축（°） - ±0.008

외형 치수(mm)
본체

W : Y축 스트로크 +319 W : Y축 스트로크 +426 W : Y축 스트로크 +426

D : X축 스트로크 +309 D : X축 스트로크 +309 D : X축 스트로크 +309

H : Z축 스트로크 +357 H : Z축 스트로크 +357 H : Z축 스트로크 +334

컨트롤러 W170×D310×H300 W170×D310×H300

프로그램 수 999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용량*4 (포인트 저장 용량) 32,000 포인트

외부 입/출력

I/O-SYS＊5 입력 16점 /  출력 16점

I/O-1＊5 입력 8점 / 출력 8점

I/O-MT＊5 최대 2개의 외부 모터 제어(옵션) / 외부 모터 제어용, 2축 제어 가능 (옵션)

Field Network EtherNet/IP / PROFINET / CC-Link / DeviceNet / PROFIBUS / CANopen (옵션)

COM1·COM2·COM3 RS232C (외부 기기 제어용)

EMG  OUT 비상 정지 신호 입력, 외부 안전 회로 연결(최종 사용자가 설정)

MEMORY USB 메모리 커넥터 (티칭 및 사용자 정의 데이터 저장, 판독,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LAN PC용 Ethernet 커넥터 (제어 명령을 사용하여 로봇을 작동시키고 'JR C-Points II' PC 소프트웨어에 연결)

전원(V) *6 AC90~240(단상) + 외부 DC48 (시설 전원 사양에 따라 다름)

소비전력(W) 150 (AC 전원), 300 (DC48V, 모터 구동 전력)

<Notes>

*1 작동 범위가 넓은 롱스트로크 사양도 제공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2 구동 조건, 축 길이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3 위치 반복 정도는 본체 온도가 일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절대 정밀도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데이터 저장 영역은 공유되기 때문에 데이터 설정/ 포인트 작업 데이터/ PLC 프로그램 데이터가 추가되면 포인트 데이터 메모리 용량이 줄어듭니다.

*5 I/O 극성을 선택하십시오. NPN 또는 PNP

*6 DC48V는 문의 바랍니다.

모델
항목

<표준 부속품>

·전원 케이블

·티칭 팬던트 쇼트 커넥터

·스위치 박스 쇼트 커넥터

·EMG-OUT 커넥터

·사용 설명서(CD-ROM)

·컨트롤러 벽걸이 설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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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3 Series
SCARA Robot

사용 용이, 고속/고성능 스카라 로봇으로 
비용 절감!

주요특징

간단한 티칭

티칭 팬던트는 대화방식으로, PC 소프트웨어
는 직관적인 조작으로 티칭이 가능합니다.

빠른 작업

표준 사이클 시간이 0.29초, 최대 속도 
8,300mm/Sec로 최고 수준입니다.

택트 타임 단축 및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케이블 간섭 방지

축 끝에 핸드 배선 및 배관 내부 경로를 제공하
여 깔끔하고 컴팩트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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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명

사양

JS3-3520 JS3-4520 JS3-5520 컨트롤러

JR3000 ¡22X JC-3 JS3

JC3
시리즈

최대 암 길이
J3 축

동작범위

 JS3     -      35          20

35：350ｍｍ
45：450ｍｍ
55：550ｍｍ

20：200ｍｍ

JS3-3520 JS3-4520 JS3-5520

축 개수 4축

암 길이(mm)

최대 암 길이 (J1 + J2) 350 450 550

J1 암 125 225 325

J2 암 225

동작범위

J1축(°) 340（±170）

J2축(°) 290（±145）

J3축(mm) 200

J4축(°) 720（±360）

최대 가반 중량(kg) 최대 6 (정격 3)

허용 관성 모멘트(kgm²) 최대 0.12 (정격 0.01)

최고속도

J1+J2+J4축 합성(mm/sec) *1 6900 7600 8300

J3축(mm/sec) 2080

J4축(°/sec) 2500

표준 사이클 타임(sec)*2 0.29

위치 반복 정도*3
J1+J2축 합성 (mm) ±0.010 ±0.010 ±0.02

J3축(mm) ±0.010

J4축(°) ±0.004

J3축 최대 저항*4 165N

외형 치수*5 W x D x H
(케이블 돌출 부 제외)(mm)

본체 174×572×798 174×672×798 174×772×798

컨트롤러 400×350×288

무게(kg)
로봇 36 36 37

컨트롤러 16

툴 배선 •I/O-H 핸드 입력 8점 / 핸드 출력 8점   •LAN Cable <100BASE-TX>

에어 배관 1차 : φ6 x 2      2차 : φ4 x 8 *6

프로그램 수 999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용량*7 (포인트 저장 용량) 32,000 포인트

외부 입/출력

I/O-SYS＊8 입력 15점 / 출력 14점

I/O-1＊8 입력 18점 / 출력 22점 (4개의 릴레이 출력 포함)

I/O-MT＊8 최대 2개의 외부 모터 제어(옵션) / 외부 모터 제어용, 2축 제어 가능(옵션)

I/O-S 안전장치 커넥터 (옵션)

I/O-H＊8 핸드 입력 8점 / 핸드 출력 8점

Field Network EtherNet/IP / PROFINET / CC-Link / DeviceNet / PROFIBUS / CANopen (옵션)

COM1, COM2 RS232C(외부 장치의 경우, COM명령)

MEMORY USB 메모리 커넥터(티칭 및 사용자 정의 데이터 저장, 판독,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LAN PC용 Ethernet 커넥터(제어 명령을 사용하여 로봇을 작동시키고 'JR C-Points II' PC 소프트웨어에 연결)

전원(V) AC200〜240(단상)

소비전력(W) 1600

<Notes>

*1 평면 X-Y 표면에 컨트롤 포인트가 있는 J1, J2, J4 축 각 속도의 합성에 의해 얻어지는 값입니다. (컨트롤 포인트는 J4축 회전 중심에서 30mm 위치입니다.)

*2 2kg 하중을 견딜 때의 값입니다. 정밀한 워크 피스 위치 지정이 필요하거나 로봇의 작동 위치로 인해 사이클 시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위치 반복 정도는 절대 위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로봇이 최대 하중을 받고 J1, J2, J4 축이 정지 상태 일 때 하중 끝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 압축력을 장시간 가하면 과도한 하중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J1 및 J2 축 위치가 0°인 경우의 치수입니다.

*6 2차 배관의 φ4는 옵션 전자 밸브를 추가할 때 사용됩니다.

*7 데이터 저장 영역은 공유되기 때문에 데이터 설정/ 포인트 작업 데이터/ PLC 프로그램 데이터가 추가되면 포인트 데이터 메모리 용량이 줄어듭니다.

*8 I/O극성을 선택하십시오. NPN 또는 PNP

모델
항목

Pick & Place

<표준 부속품>

·사용자 매뉴얼(CD-ROM) 

·쇼트 커넥터(티칭 팬던트, I/O-S, I/O-SYS 용)

·로봇 컨트롤러 커넥터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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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Desktop Robot/ Automated Optical Inspection Robot/ Cartesian Robot/ SCARA Robot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부터 숙련된 전문가까지, 모두를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별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된 전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며, 새로운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작동 명령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독자적인 로봇 언어 기반의 [포인트 작업 명령] 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원하는 동작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메뉴를 설계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기능] 과 외부 PLC를 이용하지 않아도 주변 기기와 연계가 가능한 
[간이 PLC 기능] 등의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나사체결 전용 소프트웨어로, 나사 길이, 피치, 드라이버 회전 수 등의 나사체결 
조건을 설정하고 위치를 지정하는 티칭을 할 수 있습니다.

도포 전용 소프트웨어로 니들 끝을 도포하고 싶은 위치까지 이동시키고 도포 
동작의 종류(점 도포, 선 도포, 채우기 등)를 선택하는 것으로 티칭이 가능합니다.

JR3000ERT- JR3000EBV 전용 소프트웨어 스핀들 모터 라우터 비트 교체할 
시기를 알리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티칭

표준 어플리케이션

나사체결 어플리케이션

도포 어플리케이션

기판 분리  어플리케이션

각 로봇의 호환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ication Example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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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 C-Points II' PC 소프트웨어(옵션) 
JR C-Points II 는 티칭 데이터나 사용자 정의 데이터를 작성, 편집 및 저장하는 PC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USB 카메라를 연결하여*1, 확대된 카메라 이미지를 보면서 티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DXF 데이터 또는 Gerber 데이터를 가져와 포인트 데이터를 자동 생성하거나, 로봇의 경로 생성 시 배경 이미지를 참고하여 경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티칭 데이터로 로봇 경로 확인 및 편집도 가능하며, 워크 피스의 전체 이미지를 보면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JR3000 JC-3 JS3

PC 소프트웨어 JR C-Points Ⅱ

사용 가능한 언어 영어,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간체 및 번체)

소프트웨어 지원 OS Windows®7、Windows®8.1、Windows®10

USB 카메라 티칭

포인트 그래픽 편집 기능

소프트웨어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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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s
티칭 팬던트

니들 조정(도포 전용 옵션)

I/O-MT

Switchbox· Operation Box *                              *스위치 내장형 제외

Field Networks

·각 축에는 독립된 JOG 키가 있고, 포인트까지의 이동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전환 가능합니다.
·PC를 반입할 수 없는 현장에서 프로그래밍 및 진단에 유용합니다.

분류 JR3000 JC-3 JS3 JS3

표준형(비상 정지 스위치 없음) ● 케이블 길이 : 2m/3m/5m

비상 정지 스위치 포함 ● ● 케이블 길이 : 2m/3m/5m

비상 정지 및 활성화 스위치 포함 ● ● 케이블 길이 : 2m/3m/5m

비상 정지, 활성화 스위치, 모드 스위치 포함 ● 케이블 길이 : 2m/3m/5m

표시 단위 전환 mm, inch

표시 언어 전환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중국어(간체 및 번체), 체코어, 베트남어

이 기능은 니들 교체 후 발생하는 니들 끝 위치 변위를 감지하고 보정합니다. 설정 후 교환 시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만 하면 로봇이 자동으로 보정합니다.

펄스열 입력 타입 기기(스태핑 모터, 서보 모터 등)를 2출까지 추가하고 로봇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선택 및 시작, 모드를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분류 JR3000 JC-3 JS3 비고

스
위
치
박
스

표준 ○*1 케이블길이 : 1.5m(표준)/1m

모드 스위치 포함 ●*1 케이블길이 : 1.5m(표준)/1m

옵션 스위치 포함 ● 케이블길이 : 1.5m(표준)/1m

모드 변경 스위치 및 옵션 스위치 포함 ●*2 케이블길이 : 1.5m(표준)/1m

초기화 스위치 포함 ● 케이블길이 : 2m/5m

초기화 스위치 및 모드 변경 스위치 포함 ● 케이블길이 : 2m/5m

초기화 스위치 및 퍼지 스위치 포함 ● 케이블길이 : 2m/5m

초기화 스위치, 모드 변경 스위치, 퍼지 스위치 포함 ● 케이블길이 : 2m/5m

조작 박스 ● 수직/수평 배치

포인트 및 위치 데이터 정보를 외부 PLC 등으로부터 수집 및 설정합니다. 이 6개 네트워크 중 선택하십시오.

*1 조작부 사양에 따라 스위치 박스 또는 간이 스위치 박스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간이 스위치 박스만 가능합니다.

○ : 표준부속  ●:옵션

EtherNet/IP PROFINET CC-Link DeviceNet PROFIBUS CANopen

Desktop Robot/ Automated Optical Inspection Robot/ Cartesian Robot/ SCARA Robot

[스위치 박스 사양]
모드 전환 스위치 포함

[간이 스위치 박스 사양]
모드 전환 스위치, 옵션 스위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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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장비· 표준부속

● : 옵션

분류 품명 JR3000 JC-3 JS3 비고

본체
유닛

Field 
Networks＊

EtherNet/IP ● ● ●

JR3000F 시리즈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Heavy Duty Model)

PROFINET ● ● ●

CC-Link ● ● ●

DeviceNet ● ● ●

PROFIBUS ● ● ●

CANopen ● ● ●

추가 인터페이스

I/O-SYS ○ ○ ○
JR3000 시리즈 : 입력 17점 / 출력 16점
JC-3 : 입력 16점 / 출력 16점
JS3 : 입력 15점 / 출력 14점

I/O-1 ● ○ ○

JR3000 시리즈 : 입력 8점 / 출력 8점
(4개의 릴레이 출력 포함)
JC-3 : 입력 8점 / 출력 8점
JS3 : 입력 18점 / 출력 22점(4개의 릴레이 출력 포함)

I/O-MT ● ● ● 외부 모터 최대 2축까지 제어

I/O-S ● ○ ○ JC3에는 EMG-OUT 으로 표기

COM1 ○ ○ ○

COM2·COM3 ● ○ ○ JC3은 COM2만

내장 I/O 전원 ● ● ○

케이블 캐리어 세트(JC-3 전용) - ● - X축용 / Y축용

3축용 옵션 커버(JC-3 전용) - ● - 모터 조립 패널 Z축 : 50-100mm / 150-200mm

솔레보이드 밸브(JS3 전용) - - ● 에어 배관용 (주문시 NPN / PNP를 선택 하십시오.)

핸드 케이블 컬 튜브(JS3 전용) - - ●

핸드용 내장 배선/배관 세트(JS3 전용) - - ●

외부 배선/배관 박스(JS3 전용) - - ●

케이블

I/O-SYS 케이블 ● ● - 케이블 길이 : Connector only 2m/3m/5m

I/O-1 케이블 ● ● ● 케이블 길이 : Connector only 2m/3m/5m

I/O-MT 케이블 ● ● ● 케이블 길이 : Connector only 0.5m/1m/3m/5m

본체 컨트롤러 케이블 - ● ○
JC-3 : 2/3/4 축 타입(케이블길이 3/5/10/20m)
JS3 : 케이블길이 : 5m(표준부속품)/
10m/15m/20m(옵션)

핸드 출력 케이블(JS3 전용) - - ●

핸드 입력 케이블(JS3 전용) - - ●

스위치 박스 쇼트 커넥터 ● ○ ○

티칭 펜던트 쇼트 커넥터 ● ○ ○

기타

PC 소프트웨어 ● ● ●

서비스 메뉴얼 ● ● ● 일본어 / 영어

USB 카메라 ● ● ● USB 카메라 티칭

위치 결정 핀 세트(JC-3) - ● - 설치 시 위치 결정에 사용

J1 동작 범위 수정용 스토퍼(JS3전용) - - ●

J1/J2 조정 툴(JS3) - - ●

모델
옵션

나사체결

드라이버 유닛 ● - -
드라이버 마운팅 고정
대응하는 드라이버에 대해서는 문의 바랍니다.

나사 공급 장치 부착판 ● - -
나사 공급 장치 마운팅 고정
대응하는 나사 공급 장치에 대해서는 문의 바랍니다.

이젝터 유닛* ● ● - 나사 흡착용 마이크로이젝터 유닛

도포 니들 조정 ● ● - 3축용

* 주문 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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