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하이포이드 헬리컬 베벨기어

최적화된 관성모멘트

높은 위치정밀도

고효율

저소음

여러사이즈의 모터와 결합가능한 다양한 취부홀 직경

다양한 출력축 타입

모터와 감속기 출력축이 동일 방향으로 회전
APEX K-Series의 감속기 출력축은 장비 조작과 세팅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모터와 동일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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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S1=키 없음
S2=키 있음
S3=DIN 5480 출력축
S4=중공축

(1)
(2)
(3)
(4)
(5)

백래쉬는 정격토크의 2%의 힘을 가하여 측정
부하가 출력축 중간지점에 걸리고 출력축 회전속도가 100rpm 이하일 때 기준
무부하 상태에서 입력회전속도 3,000rpm시 Ratio=10(1-stage) 기준으로 측정
연속운전시 Service Life는 10,000시간 이하

입력축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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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모터에 따라 치수가 상이하므로 www.apexdynakorea.co.kr로 접속하신 후 Design Too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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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얼 하중(F2r)이 출력축 중심에서 벗어난다면
(X<1/2L or X>1/2L) 허용레이디얼 하중과 액시얼 하중은
위 도표에서 위치계수(Kb)에 의해 계산될 수 있습니다.

허용레이디얼 하중 F2r이 출력축 중심에 가해질 경우
(X=1/2 x L) 출력축 속도변화에 따른 허용레이디얼하중은
위의 표와 같이 변경됩니다.
20,000시간 Service Life의 경우의 하중 수치입니다.

(A) Ø = 입력축 직경
(B) 출력축의 허용하중 수치는 38페이지의 용어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 연속운전조건 (S1)에서 Service Life는 50%로 감소합니다.

(1) 적용모터에 따라 치수가 상이하므로 www.apexdynakorea.co.kr로 접속하신 후 Design Too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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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토크

감속기 선정
연속 운전

감속비 결정

감속비 결정

평균 출력 토크 계산

평균 출력 토크 계산

출력축 속도

출력축 하중

단속 운전

최대 가속 토크 계산

더 큰 감속기
재선정

더 큰 감속기
재선정

평균출력속도(

)&정격속도(

)를 계산

감속비 줄임

평균레이디얼하중(

)&평균축하중(

)을 계산

허용레이디얼하중(

)&허용축하중(

)을 계산

더 큰 감속기 재선정

백래쉬와 KEY 유무확인
감속기 발주

* S1: 연속운전의 기준
1.전체 Cycle중 작동시간이 60%이상일 때

2.작동시간이 20분을 초과할 때

3.하루 작동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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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정지토크 감속기 출력축에 허용 가능한 최대토크를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 비상정지토크를
초과할 수는 있으나 감속기 전체 보증기간 동안 1,000회 이상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사이클 운전조건(S5) 하에서, 최대가속토크는 시간당 1,000 사이클까지 감속기 출력축에
일시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최대토크 입니다.
무부하기동토크는 무부하 상태에서 감속기 내부의 마찰력을 극복하고 구동하기 위한 최소토크를 의미합니다.*
정격입력속도는 감속기 하우징 온도가 90℃를 넘지 않는 상태의 연속운전(S1)조건에서
허용가능한 입력속도를 의미합니다. (주위 온도가 25℃일 경우 측정치)
최대입력속도는 감속기의 절대한계치로서 사이클 운전조건(S5)에서 허용 가능한
최대입력속도입니다. (주위 온도가 25℃일 경우 측정치)

백래쉬는 기어가 역회전시 발생하는
두 치차간 최대 거리입니다.(그림1 참조)
백래쉬의 측정단위는 arcmin 이며
1 arcmin은 1/60도이며 1'으로 표시합니다.

그림 1

비틀림강성은 토크가 가해질 때 발생하는
비틀림 각도에 대한 비율입니다.
(토크/각도) 이 수치는 감속기를 1arcmin 회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토크의 양을 나타내며 강성도는
이력곡선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력곡선
입력축이 고정되었을 때 출력축의 토크는 서서히
양방향의 최대가속토크까지 증가하다가 점진적으로
사라집니다. 토크와 비틀림각의 측정결과에 따르면
그림 2와 같이 닫힌 곡선이 발생합니다.

그림 2

감속기 출력축의 레이디얼 및 스러스트 허용하중은
감속기 베어링 지지부의 디자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감속기 내부의 각 기어들간의 전달효율을 의미합니다. (마찰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감속기 구동온도는 감속기 하우징의 온도를 의미합니다.
APEX 감속기는 합성윤활유를 사용합니다. Food Grade 윤활유 또는 저온용 윤활유로 교체도
가능하니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P 코드는 국제적인 보호 규격을 의미합니다. IP65를 예로 들면, 첫번째 숫자는 먼지에 대한
보호등급을 나타내며, 두번째는 액체에 대한 보호등급을 나타냅니다.
구동 시 소음은 감속기 크기, 감속비,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고속일수록 소음정도는 높아지는 반면에 높은 감속비에서는 소음정도가 낮아집니다.
관성 모멘트 J1은 정지시 또는 회전시에 물체가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초기구동토크는 입력축을 회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토크입니다.
작은 사이즈와 높은 감속비에서는 초기구동토크 값이 낮습니다.
역회전구동토크는 감속기의 출력축을 회전시킬 때 필요한 최소토크입니다.
큰 사이즈와 높은 감속비에서는 역회전구동토크값이 높습니다.
*이 수치는 주변 온도가 25
이고 입력축이 3,000rpm으로 회전 시 측정된 값입니다.
만약 감속기의 정격 입력속도 n1N이 3,000rpm을 넘으면, 측정값은 입력된 특정 입력속도에 따라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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