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보틱스 오토메이션
산업용 로봇 데이터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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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므론의 새로운 로보틱스 오토메이션은 다양한 요구와 
과제를 안고 있는 생산 라인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속ㆍ고정밀도」로
로봇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화상 센서 
시스템 및 로봇과 동기한 머신 제어가 장비 
전체의 처리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PRODUCTION LINE

DESIGN AREA

Factory

오므론의 5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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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ANAGEMENT

「신속」하게
세계 5개 거점에서 신속하게 부품을 공급합니다.

「간단」하게
단시간에 시스템을 기동. 라인을 제어하는 통합 
소프트웨어가 기동ㆍ보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하나」로
Sysmac의 컨셉트를 바탕으로 로봇과 
컨트롤러, 센서 등을 심리스하게 접속하여  
각 기기에서 수집한 모든 생산 정보를  
분석ㆍ관리하며 생산을 최적화합니다.

「유연」하게
소프트웨어 지원 시스템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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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므론의 독자적인 솔루션을 실현할

산업용 로봇(3카테고리, 112모델) 

폭넓은 용도에 맞춘 로봇 활용으로 생산 현장을 혁신
오므론은 폭넓은 제어 기기 라인업과 오토메이션 기술에 로봇 기술을 융합하여 고객의 최첨단 생산 설비는 물론 지금까지 사람의 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작업 공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에 맞춰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패러럴 로봇
식품, 약품, 의료품 업계에 최적.  

패러럴 로봇에는 Hornet 시리즈와 Quattro 

시리즈가 있습니다. Quattro 시리즈는 고속 

고정밀도를 실현하며 가반 중량도 매우 큰  

4축 패러럴 로봇입니다.

특징

로봇에 서보 앰프와 컨트롤러를 내장하여 배선과  
설치 공간을 절감.

Hornet 565
Quattro 650/800



5

스카라 로봇
조립, 반송, 포장, 공작 기계 가공, 나사 조임에 적합한  

고속 고정밀도 4축 스카라 로봇입니다.  

설치는 바닥 고정 타입과 천장 설치 타입이 있습니다.

수직 다관절 로봇
조립, 운반 관리, 포장, Palletizing에 적합한 6축 수직 

다관절 로봇입니다.

Automation Control Environment(ACE)
시뮬레이션 기능이 있어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통합 툴.  

로봇 시스템의 컨피그레이션 셋업 시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을 

실현합니다.

Cobra 450/500/650
eCobra 600/800

eCobra 800 Inverted

Viper 65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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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라인업

업계 권장 공정ㆍ용도 패러럴 로봇

식품,

약품,

의료품

디지털

기기 자동차 Hornet 565 Quattro 650/800

개별 포장 전 피킹 ● ●

개별 포장 후 피킹 ● ●

정렬, 포장(패킹) ● ●

입출하(Palletizing)

나사 조임

일반 조립

디버링, 연마

씰링

측정, 검사, 평가 ●

수지 성형

프레스 공정 반송

머신 로딩

씰링

측정, 검사, 평가

운반 관리

설치 방법 천장 설치 타입

가반 무게 3kg(8kg *1)
650: 6kg(15kg *2)

800: 4kg(10kg *2)

가동 범위(반경) 565mm 650~800mm

암 길이 ― ―

반복 정밀도 ±0.10mm ±0.10mm

*1 회전축 없음

*2 Quattro 회전 없음(P30 사용)



7

로봇 라인업

Sysmac은 오므론 주식회사 FA 기기 제품의 일본 및 기타 국가에서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Intel은 인텔 코퍼레이션의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의 상표입니다.

Windows는 미국 Microsoft Corporation의 미국, 일본 및 기타 국가에서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EtherNet/IPTM는 ODVA의 상표입니다.

그 밖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명과 제품명 등은 각 사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본 카탈로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사진이나 그림에는 이미지 화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물과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스크린샷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허가를 얻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카라 로봇 수직 다관절 로봇

Cobra 450/500/650 eCobra 600/800 eCobra 800 Inverted Viper 650/850/Invert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닥 고정 타입 바닥 고정 타입 천장 설치 타입 바닥 고정/천장 설치 타입

5kg 5.5kg 5.5kg 5kg

― ― ― ―

450~650mm 600~800mm 800mm 653~855mm

±0.02mm ±0.017mm ±0.017mm ±0.02~0.0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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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럴 로봇

Hornet 565 
식품, 약품, 의료품 업계에 최적인 
패러럴 로봇

ㆍEthernet을 통해 머신 오토메이션 컨트롤러 NJ/NX/NY 시리즈에서 

사용해 왔던 친숙한 프로그래밍 언어(IEC 61131-3)로 로봇 제어가 가능

ㆍ로봇에 서보 앰프와 컨트롤러를 내장하여 배선 절감화

ㆍ컨베이어 속도 1.4m/s까지 추종 가능

ㆍ멀티 핸드(여러 개를 한 번에 피킹)에 대응하기 위해 가반 무게를 높게 설계

ㆍ고속 컨베이어 위에서도 고속으로 Pick&Place

ㆍ설치 비용 절감과 로봇의 진동 감소

ㆍ가동 범위 최대 직경 1130mm

ㆍ가동 범위 수직 방향 425mm

ㆍ최대 가반 무게 8kg

ㆍ본체 무게 52kg

사양

＊1. Adept cycle(25mm 상승, 305mm 수평 이동, 25mm 하강)
＊2. 컨트롤러는 용도에 맞춰 선택해 주십시오.
＊3. NJ/NX/NY 시리즈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로봇 버전 2.3.C 이상이 필요합니다.

상품명 Hornet

사이즈 565

축 수 3축 4축

IP 표준 IP65/67 표준 IP65/67

형식 1720□-45600 1720□-45610 1720□-45604 1720□-45614

설치 방법 천장 설치 타입

가동 범위

X, Y축(스트로크) 1130mm

Z축(스트로크) 425mm

θ축(회전 각도) ― ±360°

최대 가반 무게 8kg 3kg

반복 정밀도 ±0.10mm

사이클 타임
(연속 동작 제한 없음)
(20℃ 로 일정한 경우)

가반 무게 0.1kg 0.32s *1 0.35s *1

가반 무게 1.0kg 0.34s *1 0.37s *1

가반 무게 3.0kg 0.38s *1 0.42s *1

전원 사양
DC24V: 6A

AC200~240V: 10A, 단상

보호 구조
본체

윗면 IP20 IP65 IP20 IP65

바닥면 IP65

구동체, 암 IP67

사용 환경
사용 주위 온도 1~40℃

사용 주위 습도 5~90%(결로되지 않을 것)

무게 52kg

기본 구성

컨트롤러 eAIB

표준 탑재 I/O(Input/Output) 12/8

컨베이어 트래킹 입력 2

RS-232C 시리얼 통신 포트 1

제어 환경 ACE, PackXpert, ePLC

ACE Sight ○

ePLC 접속 ○

ePLCIO ○

접속 컨트롤러 *2 SmartController EX, NJ/NX/NY 시리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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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치수 (단위: mm)

로봇 세트 형식/부속품

타입 Hornet Hornet(Add on)

IP 표준 IP65/67 표준 IP65/67

Hornet 565 
3축

17201-45600 17201-45610 17203-45600 17203-45610

Hornet 565 
4축

17201-45604 17201-45614 17203-45604 17203-45614

개요 Robot, eAIB(컨트롤러 내장 앰프) Robot, eAIB(컨트롤러 내장 앰프), 각종 접속 케이블

용도
로봇 단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트 형식 다수의 로봇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기존의 

SmartController EX에 로봇을 추가하기 위한 세트 형식

부속품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 
(13323-000)

ㆍ프론트 판넬 
(90356-10358)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 
(13323-000)

ㆍ프론트 판넬 
(90356-10358)

ㆍ케이블 씰 키트
(08765-000)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 
(13323-000)

ㆍeAIB XSYS 케이블 
4.5m(11585-000)

ㆍDB9 splitter(00411-000)
ㆍIEEE 1394 케이블 

4.5m(13632-045)
ㆍeV+ license to connect to 

controller(14529-103)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 
(13323-000)

ㆍeAIB XSYS 케이블 
4.5m(11585-000)

ㆍDB9 splitter(00411-000)
ㆍIEEE 1394 케이블 

4.5m(13632-045)
ㆍeV+ license to connect to 

controller(14529-103)
ㆍ케이블 씰 키트

(08765-000)

풋 프린트

플랜지Hornet 565

프론트 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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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럴 로봇

Quattro 650H/HS
고속 고정밀도를 실현하는
4축 패러럴 로봇

ㆍEthernet을 통해 머신 오토메이션 컨트롤러 
NJ/NX/NY 시리즈에서 사용해 왔던 친숙한 프로그래밍 언어
(IEC 61131-3)로 로봇 제어가 가능
ㆍ4축 암으로 로봇에 가해지는 부하를 균일하게 분산
ㆍ고속ㆍ고정밀도 반송과 조립을 실현
ㆍ멀티 핸드(여러 개를 한 번에 피킹)에 대응하기 위해 가반 무게를 

높게 설계
ㆍ고속 컨베이어 위에서도 고속으로 Pick&Place
ㆍ미국 농무부(USDA)의 위생 기준을 통과했으며 제품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
ㆍ가동 범위 최대 직경 1300mm
ㆍ가동 범위 수직 방향 500mm
ㆍ최대 가반 무게 15kg
ㆍ본체 무게 117kg

사양

＊1. Adept cycle(25mm 상승, 305mm 수평 이동, 25mm 하강)
＊2. Extended cycle(25mm 상승, 700mm 수평 이동, 25mm 하강)
＊3. 컨트롤러는 용도에 맞춰 선택해 주십시오.
＊4. NJ/NX/NY 시리즈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로봇 버전 2.3.C 이상이 필요합니다.

상품명 Quattro

사이즈 650

타입 H HS

IP 표준 IP65/67 표준

형식 1721□-2600□ 1721□-2602□ 1721□-2601□

축 수 4

설치 방법 천장 설치 타입

가동 범위

X, Y축(스트로크) 1300mm

Z축(스트로크) 500mm

θ축(회전 각도)

0°(fixed)(P30)

±46.25°(P31)

±92.5°(P32)

±185°(P34)

최대 가반 무게 6kg(P30: 15kg) 3kg(P30: 12kg)

반복 정밀도 ±0.10mm

사이클 타임
(연속 동작 제한 없음)
(20℃ 로 일정한 경우)

가반 무게 0.1kg 0.30s *1, 0.46s *2 0.39s *1, 0.55s *2

가반 무게 1.0kg 0.36s *1, 0.47s *2 0.41s *1, 0.58s *2

가반 무게 2.0kg 0.37s *1, 0.52s *2 0.42s *1, 0.59s *2

가반 무게 4.0kg 0.41s *1, 0.58s *2

가반 무게 6.0kg 0.43s *1, 0.61s *2

전원 사양
DC24V: 11A(eAIB, SmartController)

AC200~240V: 10A, 단상

보호 구조
본체

윗면 IP20 IP65 IP66

바닥면 IP65 IP65 IP66

구동체, 암 IP67

사용 환경
사용 주위 온도 1~40℃

사용 주위 습도 5~90%(결로되지 않을 것)

무게 117kg

USDA 인증 ― ○

기본 구성

컨트롤러 SmartController EX

표준 탑재 I/O(Input/Output)  12/8

컨베이어 트래킹 입력 4

RS-232C 시리얼 통신 포트 1

제어 환경 ACE, PackXpert, ePLC

ACE Sight ○

ePLC 접속 ○

ePLCIO ○

접속 컨트롤러 *3 SmartController EX, NJ/NX/NY 시리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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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치수 (단위: mm)

회전 각도가 다른 구동체를 아래 4종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구동체의 외관은 H 타입입니다. HS 타입은 스테인리스입니다.

로봇 세트 형식/부속품

외관

타입 P30 P31 P32 P34

회전 각도 고정 ±46.25° ±92.5° ±185°

최대 가반 무게 H: 15kg, HS: 12kg H: 6Kg, HS: 3kg H: 6kg, HS: 3kg H: 6kg, HS: 3kg

타입 Quattro with EX Controller Quattro(Add on)

IP 표준(H) 표준(HS) IP65/67 표준(H) 표준(HS) IP65/67

Quattor P30 17214-26000 17214-26010 17214-26020 17213-26000 17213-26010 17213-26020

Quattor P31 17214-26001 17214-26011 17214-26021 17213-26001 17213-26011 17213-26021

Quattor P32 17214-26002 17214-26012 17214-26022 17213-26002 17213-26012 17213-26022

Quattor P34 17214-26004 17214-26014 17214-26024 17213-26004 17213-26014 17213-26024

개요 Robot, eAIB(앰프), SmartController EX, 각종 접속 케이블 Robot, eAIB(앰플), 각종 접속 케이블

용도
로봇 단품 또는 다수의 로봇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세트 형식 다수의 로봇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기존의 SmartController EX에 

로봇을 추가하기 위한 세트 형식

부속품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13323-000)

ㆍSmartController 
EX(09200-000)

ㆍeAIB XSYS 케이블 
4.5m(11585-000)

ㆍIEEE 1394 케이블 
4.5m(13632-045)

ㆍ프론트 판넬
(90356-10358)

ㆍeV+ license to 
connect to 
controller
(14529-103)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13323-000)

ㆍSmartController 
EX(09200-000)

ㆍeAIB XSYS 케이블 
4.5m(11585-000)

ㆍIEEE 1394 케이블 
4.5m(13632-045)

ㆍ프론트 판넬
(90356-10358)

ㆍeV+ license to 
connect to 
controller
(14529-103) 

ㆍ케이블 씰 키트
(09564-000)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13323-000)

ㆍSmartController 
EX(09200-000)

ㆍeAIB XSYS 케이블 
4.5m(11585-000)

ㆍIEEE 1394 케이블 
4.5m(13632-045)

ㆍ프론트 판넬
(90356-10358)

ㆍeV+ license to 
connect to 
controller
(14529-103) 

ㆍ케이블 씰 키트
(08765-000)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13323-000)

ㆍeAIB XSYS 케이블 
4.5m(11585-000)

ㆍDB9 splitter
(00411-000)

ㆍIEEE 1394 케이블 
4.5m(13632-045)

ㆍeV+ license to 
connect to 
controller
(14529-103)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13323-000)

ㆍeAIB XSYS 케이블 
4.5m(11585-000)

ㆍDB9 splitter
(00411-000)

ㆍIEEE 1394 케이블 
4.5m(13632-045)

ㆍeV+ license to 
connect to 
controller
(14529-103) 

ㆍ케이블 씰 키트
(09564-000)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13323-000)

ㆍeAIB XSYS 케이블 
4.5m(11585-000)

ㆍDB9 splitter
(00411-000)

ㆍIEEE 1394 케이블 
4.5m(13632-045)

ㆍeV+ license to 
connect to 
controller
(14529-103)

ㆍ케이블 씰 키트
(08765-000)

Quattro 650H/HS
주. 그림은 HS 타입입니다.

프론트 판넬

SmartController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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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럴 로봇

Quattro 800H/HS
고속 고정밀도를 실현하는
4축 패러럴 로봇

ㆍEthernet을 통해 머신 오토메이션 컨트롤러 NJ/NX/NY 시리즈에서 

사용해 왔던 친숙한 프로그래밍 언어(IEC 61131-3)로 로봇 제어가 

가능

ㆍ4축 암으로 로봇에 가해지는 부하를 균일하게 분산

ㆍ고속ㆍ고정밀도 반송과 조립을 실현

ㆍ멀티 핸드(여러 개를 한 번에 피킹)에 대응하기 위해 가반 무게를 

높게 설계

ㆍ고속 컨베이어 위에서도 고속으로 Pick&Place

ㆍ미국 농무부(USDA)의 위생 기준을 통과했으며 제품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

ㆍ가동 범위 최대 직경 1600mm

ㆍ가동 범위 수직 방향 500mm

ㆍ최대 가반 무게 10kg

ㆍ본체 무게 117kg

사양

＊1. Adept cycle(25mm 상승, 305mm 수평 이동, 25mm 하강)
＊2. Extended cycle(25mm 상승, 700mm 수평 이동, 25mm 하강)
＊3. 컨트롤러는 용도에 맞춰 선택해 주십시오.
＊4. NJ/NX/NY 시리즈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로봇 버전 2.3.C 이상이 필요합니다.

상품명 Quattro

사이즈 800

타입 H HS

IP 표준 IP65/67 표준

형식 1721□-2630□ 1721□-2632□ 1721□-2631□

축 수 4

설치 방법 천장 설치 타입

가동 범위

X, Y축(스트로크) 1600mm

Z축(스트로크) 500mm

θ축(회전 각도)

0°(fixed)(P30)

±46.25°(P31)

±92.5°(P32)

±185°(P34)

최대 가반 무게 4kg(P30: 10kg) 1kg(P30: 7kg)

반복 정밀도 ±0.10mm

사이클 타임
(연속 동작 제한 없음)
(20℃ 로 일정한 경우)

가반 무게 0.1kg 0.33s *1, 0.48s *2

가반 무게 1.0kg 0.38s *1, 0.50s *2 0.45s *1, 0.62s *2

가반 무게 2.0kg 0.40s *1, 0.55s *2

가반 무게 4.0kg 0.45s *1, 0.62s *2

전원 사양
DC24V: 11A(eAIB, SmartController)

AC200~240V: 10A, 단상

보호 구조
본체

윗면 IP20 IP65 IP66

바닥면 IP65 IP65 IP66

구동체, 암 IP67

사용 환경
사용 주위 온도 1~40℃

사용 주위 습도 5~90%(결로되지 않을 것)

무게 117kg

기본 구성

컨트롤러 SmartController EX

표준 탑재 I/O(Input/Output)  12/8

컨베이어 트래킹 입력 4

RS-232C 시리얼 통신 포트 3

제어 환경 ACE, PackXpert, ePLC

ACE Sight ○

ePLC 접속 ○

ePLCIO ○

접속 컨트롤러 *3 SmartController EX, NJ/NX/NY 시리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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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치수 (단위: mm)

회전 각도가 다른 구동체를 아래 4종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구동체의 외관은 H 타입입니다. HS 타입은 스테인리스입니다.

로봇 세트 형식/부속품

외관

타입 P30 P31 P32 P34

회전 각도 고정 ±46.25° ±92.5° ±185°

최대 가반 무게 H: 10kg, HS: 7kg H: 4kg, HS: 1kg H: 4kg, HS: 1kg H: 4kg, HS: 1kg

타입 Quattro with EX Controller Quattro(Add on)

IP 표준(H) 표준(HS) IP65/67 표준(H) 표준(HS) IP65/67

Quattor　P30 17214-26300 17214-26310 17214-26320 17213-26300 17213-26310 17213-26320

Quattor　P31 17214-26301 17214-26311 17214-26321 17213-26301 17213-26311 17213-26321

Quattor　P32 17214-26302 17214-26312 17214-26322 17213-26302 17213-26312 17213-26322

Quattor　P34 17214-26304 17214-26314 17214-26324 17213-26304 17213-26314 17213-26324

개요 Robot, eAIB(앰프), SmartController EX, 각종 접속 케이블 Robot, eAIB(앰플), 각종 접속 케이블

용도
로봇 단품 또는 다수의 로봇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세트 형식 다수의 로봇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기존의 SmartController EX에 

로봇을 추가하기 위한 세트 형식

부속품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13323-000)

ㆍSmartController 
EX(09200-000)

ㆍeAIB XSYS 케이블 
4.5m(11585-000)

ㆍIEEE 1394 케이블 
4.5m(13632-045)

ㆍ프론트 판넬
(90356-10358)

ㆍeV+ license to 
connect to 
controller
(14529-103)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13323-000)

ㆍSmartController 
EX(09200-000)

ㆍeAIB XSYS 케이블 
4.5m(11585-000)

ㆍIEEE 1394 케이블 
4.5m(13632-045)

ㆍ프론트 판넬
(90356-10358)

ㆍeV+ license to 
connect to 
controller
(14529-103) 

ㆍ케이블 씰 키트
(09564-000)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13323-000)

ㆍSmartController 
EX(09200-000)

ㆍeAIB XSYS 케이블 
4.5m(11585-000)

ㆍIEEE 1394 케이블 
4.5m(13632-045)

ㆍ프론트 판넬
(90356-10358)

ㆍeV+ license to 
connect to 
controller
(14529-103) 

ㆍ케이블 씰 키트
(08765-000)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13323-000)

ㆍeAIB XSYS 케이블 
4.5m(11585-000)

ㆍDB9 splitter
(00411-000)

ㆍIEEE 1394 케이블 
4.5m(13632-045)

ㆍeV+ license to 
connect to 
controller 
(14529-103)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13323-000)

ㆍeAIB XSYS 케이블 
4.5m(11585-000)

ㆍDB9 splitter
(00411-000)

ㆍIEEE 1394 케이블 
4.5m(13632-045)

ㆍeV+ license to 
connect to 
controller 
(14529-103)  

ㆍ케이블 씰 키트
(09564-000)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13323-000)

ㆍeAIB XSYS 케이블 
4.5m(11585-000)

ㆍDB9 splitter
(00411-000)

ㆍIEEE 1394 케이블 
4.5m(13632-045)

ㆍeV+ license to 
connect to 
controller 
(14529-103)  

ㆍ케이블 씰 키트
(08765-000)

Quattro 800H/HS
주. 그림은 HS 타입입니다.

프론트 판넬

SmartController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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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라 로봇

Cobra 450
반송용/조립용/정밀 가공/접착용
중형 스카라 로봇

ㆍEthernet을 통해 머신 오토메이션 컨트롤러 NJ/NX/NY 시리즈에서 

사용해 왔던 친숙한 프로그래밍 언어(IEC 61131-3)로 로봇 제어가 가능

ㆍ정밀 조립에 적합한 뛰어난 반복 정밀도

ㆍ나사 조임 공구 및 접착용구를 세팅해도 여유 있는 가반 무게

ㆍ컨트롤러를 본체에서 분리하여 로봇의 설치 공간을 최소화 

ㆍ전선ㆍ신호 케이블이 로봇과 일체화 

ㆍ리치 길이 450mm

ㆍ최대 가반 무게 5kg

ㆍ본체 무게 29kg

사양

＊1. Adept cycle(25mm 상승, 305mm 수평 이동, 25mm 하강) (단위: 초, 주위 온도 20℃ 인 경우)
＊2. 컨트롤러는 용도에 맞춰 선택해 주십시오.

상품명 Cobra

사이즈 450

형식 1720□-14500

축 수 4

설치 방법 바닥 고정 타입

암 길이 450mm

최대 가반 무게 5kg

반복 정밀도

XY ±0.02mm

Z ±0.01mm

θ ±0.005°

동작 각도

J1 ±125°

J2 ±145°

J3 200mm

J4 ±360°

최대 관성 모멘트 J4 450kg cm2

동작 속도

J1 450°/s

J2 720°/s

J3 1100mm/s

J4 1940°/s

사이클 타임
(*1, 가반 무게 2.0kg)

연속 동작 제한 있음 0.49s

연속 동작 제한 없음 0.64s

전원 사양
DC24V: 6A

AC200~240V: 10A, 단상

보호 구조 IP20

클린 등급 ―

사용 환경
사용 주위 온도 5~40℃

사용 주위 습도 35~90%(결로되지 않을 것)

무게 29kg

기본 구성

컨트롤러 eMotionBlox-40M

표준 탑재 I/O(Input/Output) 12/8

컨베이어 트래킹 입력 2

RS-232C 시리얼 통신 포트 1

제어 환경 ACE, PackXpert, ePLC

ACE Sight ○

ePLC 접속 ○

ePLC I/O ○

접속 컨트롤러 *2
eMotionBlox-40M, SmartController EX, 

NJ/NX/NY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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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치수 (단위: mm)

로봇 세트 형식/부속품

타입 Cobra 450 Cobra 450(Add on)

Cobra 450 17201-14500 17203-14500

개요
Robot, eMotionBlox(컨트롤러 내장 앰프) Robot, eMotionBlox(컨트롤러 내장 앰프),

각종 접속 케이블

용도
로봇 단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트 형식 다수의 로봇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기존의 

SmartController EX에 로봇을 추가하기 위한 세트 형식

부속품

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13323-000)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13323-000)
ㆍeAIB XSYS 케이블 4.5m(11585-000)
ㆍDB9 splitter(00411-000)
ㆍIEEE 1394 케이블 4.5m(13632-045)
ㆍeV+ license to connect to controller(14529-103)  

Cobra 450 플랜지eMotionBlox-40M

풋 프린트

프론트 판넬(옵션)

무게: 9.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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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라 로봇

Cobra 500
반송용/조립용/정밀 가공/접착용
중형 스카라 로봇

ㆍEthernet을 통해 머신 오토메이션 컨트롤러 

NJ/NX/NY 시리즈에서 사용해 왔던 친숙한 프로그래밍 언어

(IEC 61131-3)로 로봇 제어가 가능

ㆍ정밀 조립에 적합한 뛰어난 반복 정밀도

ㆍ나사 조임 공구 및 접착용구를 세팅해도 여유 있는 가반 무게

ㆍ컨트롤러를 본체에서 분리하여 로봇의 설치 공간을 최소화

ㆍ전선ㆍ신호 케이블이 로봇과 일체화 

ㆍ리치 길이 500mm

ㆍ최대 가반 무게 5kg

ㆍ본체 무게 29kg

사양

＊1. Adept cycle(25mm 상승, 305mm 수평 이동, 25mm 하강) (단위: 초, 주위 온도 20℃ 인 경우)
＊2. 컨트롤러는 용도에 맞춰 선택해 주십시오.

상품명 Cobra

사이즈 500

형식 1720□-15000

축 수 4

설치 방법 바닥 고정 타입

암 길이 500mm

최대 가반 무게 5kg

반복 정밀도

XY ±0.02mm

Z ±0.01mm

θ ±0.005°

동작 각도

J1 ±125°

J2 ±145°

J3 200mm

J4 ±360°

최대 관성 모멘트 J4 450kg cm2

동작 속도

J1 450°/s

J2 720°/s

J3 1120mm/s

J4 1940°/s

사이클 타임
(*1, 가반 무게 2.0kg)

연속 동작 제한 있음 0.51s

연속 동작 제한 없음 0.60s

전원 사양
DC24V: 6A

AC200~240V: 10A, 단상

보호 구조 IP20

클린 등급 ―

사용 환경
사용 주위 온도 5~40℃

사용 주위 습도 35~90%(결로되지 않을 것)

무게 29kg

기본 구성

컨트롤러 eMotionBlox-40M

표준 탑재 I/O(Input/Output) 12/8

컨베이어 트래킹 입력 2

RS-232C 시리얼 통신 포트 1

제어 환경 ACE, PackXpert, ePLC

ACE Sight ○

ePLC 접속 ○

ePLC I/O ○

접속 컨트롤러 *2
eMotionBlox-40M, SmartController EX,

NJ/NX/NY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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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치수 (단위: mm)

로봇 세트 형식/부속품

타입 Cobra 500 Cobra 500(Add on)

Cobra 500 17201-15000 17203-15000

개요
Robot, eMotionBlox(컨트롤러 내장 앰프) Robot, eMotionBlox(컨트롤러 내장 앰프),

각종 접속 케이블

용도
로봇 단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트 형식 다수의 로봇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기존의 

SmartController EX에 로봇을 추가하기 위한 세트 형식

부속품

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13323-000)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13323-000)
ㆍeAIB XSYS 케이블 4.5m(11585-000)
ㆍDB9 splitter(00411-000)
ㆍIEEE 1394 케이블 4.5m(13632-045)
ㆍeV+ license to connect to controller(14529-103)  

Cobra 500 플랜지eMotionBlox-40M

풋 프린트

프론트 판넬(옵션)

무게: 9.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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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라 로봇

Cobra 650
반송용/조립용/정밀 가공/접착용
중형 스카라 로봇

ㆍEthernet을 통해 머신 오토메이션 컨트롤러 

NJ/NX/NY 시리즈에서 사용해 왔던 친숙한 프로그래밍 언어

(IEC 61131-3)로 로봇 제어가 가능

ㆍ정밀 조립에 적합한 뛰어난 반복 정밀도

ㆍ나사 조임 공구 및 접착용구를 세팅해도 여유 있는 가반 무게

ㆍ컨트롤러를 본체에서 분리하여 로봇의 설치 공간을 최소화

ㆍ전선ㆍ신호 케이블이 로봇과 일체화 

ㆍ리치 길이 650mm

ㆍ최대 가반 무게 5kg

ㆍ본체 무게 31kg

사양

＊1. Adept cycle(25mm 상승, 305mm 수평 이동, 25mm 하강) (단위: 초, 주위 온도 20℃ 인 경우)
＊2. 컨트롤러는 용도에 맞춰 선택해 주십시오.

상품명 Cobra

사이즈 650

형식 1720□-16500

축 수 4

설치 방법 바닥 고정 타입

암 길이 650mm

최대 가반 무게 5kg

반복 정밀도

XY ±0.02mm

Z ±0.01mm

θ ±0.005°

동작 각도

J1 ±125°

J2 ±145°

J3 200mm

J4 ±360°

최대 관성 모멘트 J4 450kg cm2

동작 속도

J1 450°/s

J2 720°/s

J3 1120mm/s

J4 1940°/s

사이클 타임
(*1, 가반 무게 2.0kg)

연속 동작 제한 있음 0.43s

연속 동작 제한 없음 0.60s

전원 사양
DC24V: 6A

AC200~240V: 10A, 단상

보호 구조 IP20

클린 등급 ―

사용 환경
사용 주위 온도 5~40℃

사용 주위 습도 35~90%(결로되지 않을 것)

무게 31kg

기본 구성

컨트롤러 eMotionBlox-40M

표준 탑재 I/O(Input/Output) 12/8

컨베이어 트래킹 입력 2

RS-232C 시리얼 통신 포트 1

제어 환경 ACE, PackXpert, ePLC

ACE Sight ○

ePLC 접속 ○

ePLC I/O ○

접속 컨트롤러 *2
eMotionBlox-40M, SmartController EX,

NJ/NX/NY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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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치수 (단위: mm)

로봇 세트 형식/부속품

타입 Cobra 650 Cobra 650(Add on)

Cobra 650 17201-16500 17203-16500

개요
Robot, eMotionBlox(컨트롤러 내장 앰프) Robot, eMotionBlox(컨트롤러 내장 앰프),

각종 접속 케이블

용도
로봇 단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트 형식 다수의 로봇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기존의 

SmartController EX에 로봇을 추가하기 위한 세트 형식

부속품

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13323-000)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13323-000)
ㆍeAIB XSYS 케이블 4.5m(11585-000)
ㆍDB9 splitter(00411-000)
ㆍIEEE 1394 케이블 4.5m(13632-045)
ㆍeV+ license to connect to controller(14529-103)  

Cobra 650 플랜지eMotionBlox-40M

풋 프린트

프론트 판넬(옵션)

무게: 9.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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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라 로봇

eCobra 600 Lite/Standard/Pro
정밀 가공/조립용/반송용
중형 스카라 로봇
ㆍEthernet을 통해 머신 오토메이션 컨트롤러 NJ/NX/NY 시리즈에서 

사용해 왔던 친숙한 프로그래밍 언어(IEC 61131-3)로 로봇 제어가 가능

ㆍ정밀 조립과 반송에 적합한 높은 반복 정밀도를 실현

ㆍ나사 조임 공구 등을 세팅해도 여유 있는 가반 무게

ㆍ로봇에 서보 앰프와 컨트롤러를 내장하여 배선 절감화

ㆍ어플리케이션에 맞춰 로봇의 기능을 3가지 타입 중에서 선택

ㆍ리치 길이 600mm

ㆍ최대 가반 무게 5.5kg

ㆍ본체 무게 41kg

사양

＊1. Adept cycle(25mm 상승, 305mm 수평 이동, 25mm 하강)(단위: 초, 주위 온도 20℃ 인 경우)
＊2. Lite에서는 SmartVision MX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컨트롤러는 용도에 맞춰 선택해 주십시오.
＊4. NJ/NX/NY 시리즈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로봇 버전 2.3.C 이상이 필요합니다.

상품명 eCobra

사이즈 600

타입 600 Lite 600 Standard 600 Pro

클린 룸 표준 클린 룸 대응 표준 클린 룸 대응 표준 클린 룸 대응

형식 17010-16000 17010-16010 1711□-16000 1711□-16010 1721□-16000 1721□-16010

축 수 4

설치 방법 바닥 고정 타입

암 길이 600mm

최대 가반 무게 5.5kg

반복 정밀도

XY ±0.017mm

Z ±0.003mm

θ ±0.019°

동작 각도

J1 ±105°

J2 ±157.5°

J3 210mm

J4 ±360°

최대 관성 모멘트 J4 450kg cm2

동작 속도

J1 386°/s

J2 720°/s

J3 1100mm/s

J4 1200°/s

사이클 타임
(가반 무게 2.0kg)

연속 동작 제한 있음 0.66s *1 0.55s *1 0.39s *1

연속 동작 제한 없음 0.66s *1 0.55s *1 0.45s *1

전원 사양
DC24V: 6A

AC200~240V: 10A, 단상

보호 구조 IP20

클린 등급 ― Class 10 ― Class 10 ― Class 10

사용 환경
사용 주위 온도 5~40℃

사용 주위 습도 5~90%(결로되지 않을 것)

무게 41kg

기본 구성

컨트롤러 eAIB

표준 탑재 I/O
(Input/Output)

12/8, 로봇 솔레노이드 키트용 출력 4

컨베이어
트래킹 입력

― 2

RS-232C 시리얼
통신 포트

― 1

제어 환경 ACE ACE, PackXpert, ePLC

ACE Sight ― *2 ○

ePLC 접속 ― ○

ePLCIO ― ○

접속 컨트롤러 *3 ― SmartController EX, NJ/NX/NY 시리즈 *4

Pro

Lit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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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치수 (단위: mm)

로봇 세트 형식/부속품

타입 eCobra eCobra(Add on)

클린 룸 표준 클린 룸 대응 표준 클린 룸 대응

eCobra 600 Lite 17010-16000 17010-16010 ― ―

eCobra 600 Standard 17111-16000 17111-16010 17113-16000 17113-16010

eCobra 600 Pro 17211-16000 17211-16010 17213-16000 17213-16010

개요 Robot, eAIB(컨트롤러 내장 앰프) Robot, eAIB(컨트롤러 내장 앰프), 각종 접속 케이블

용도
로봇 단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트 형식 다수의 로봇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기존의 

SmartController EX에 로봇을 추가하기 위한 세트 
형식

부속품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 
(13323-000)

ㆍ프론트 판넬(90356-10358)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
(13323-000)

ㆍeAIB XSYS 케이블 4.5m(11585-000)
ㆍDB9 splitter(00411-000)
ㆍIEEE 1394 케이블 4.5m(13632-045)
ㆍeV+ license to connect to controller(14529-103)

풋 프린트플랜지eCobra 600

프론트 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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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라 로봇

eCobra 800 Lite/Standard/Pro
정밀 가공/조립용/반송용 대형 스카라 로봇
ㆍEthernet을 통해 머신 오토메이션 컨트롤러 NJ/NX/NY 시리즈에서 

사용해 왔던 친숙한 프로그래밍 언어(IEC 61131-3)로 로봇 제어가 가능
ㆍ높은 반복 정밀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리치를 800mm까지 확대
ㆍ나사 조임 공구 등을 세팅해도 여유 있는 가반 무게
ㆍ로봇에 서보 앰프와 컨트롤러를 내장하여 배선 절감화
ㆍ어플리케이션에 맞춰 로봇의 기능을 3가지 타입 중에서 선택
ㆍ리치 길이 800mm
ㆍ최대 가반 무게 5.5kg
ㆍ본체 무게 43kg

사양

＊1. Adept cycle(25mm 상승, 305mm 수평 이동, 25mm 하강)(단위: 초, 주위 온도 20℃ 인 경우)
＊2. Lite에서는 SmartVision MX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컨트롤러는 용도에 맞춰 선택해 주십시오.
＊4. NJ/NX/NY 시리즈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로봇 버전 2.3.C 이상이 필요합니다.

상품명 eCobra

사이즈 800

타입 800 Lite 800 Standard 800 Pro

클린 룸/IP 표준
클린 룸 

대응
IP65 표준

클린 룸 
대응

IP65 표준
클린 룸 

대응
IP65

형식
17010
-18000

17010
-18010

17010
-18030

1711□
-18000

1711□
-18010

1711□
-18030

1721□
-18000

1721□
-18010

1721□
-18030

축 수 4

설치 방법 바닥 고정 타입

암 길이 800mm

최대 가반 무게 5.5kg

반복 정밀도

XY ±0.017mm

Z ±0.003mm

θ ±0.019°

동작 각도

J1 ±105°

J2 ±157.5°

J3 210mm

J4 ±360°

최대 관성 모멘트 J4 450kg cm2

동작 속도

J1 386°/s

J2 720°/s

J3 1100mm/s

J4 1200°/s

사이클 타임
(가반 무게 2.0kg)

연속 동작 제한 있음 0.73s *1 0.62s *1 0.44s *1

연속 동작 제한 없음 0.73s *1 0.62s *1 0.54s *1

전원 사양
DC24V: 6A

AC200~240V: 10A, 단상

보호 구조 IP20 IP20 IP65 IP20 IP20 IP65 IP20 IP20 IP65

클린 등급 ― Class 10 ― ― Class 10 ― ― Class 10 ―

사용 환경
사용 주위 온도 5~40℃

사용 주위 습도 5~90%(결로되지 않을 것)

무게 43kg

기본 구성

컨트롤러 eAIB

표준 탑재 I/O
(Input/Output)

12/8, 로봇 솔레노이드 키트용 출력 4

컨베이어
트래킹 입력

― 2

RS-232C 시리얼
통신 포트

― 1

제어 환경 ACE ACE, PackXpert, ePLC

ACE Sight ― *2 ○

ePLC 접속 ― ○

ePLCIO ― ○

접속 컨트롤러 *3 ― SmartController EX, NJ/NX/NY 시리즈 *4

Pro

Lit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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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치수 (단위: mm)

로봇 세트 형식/부속품

타입 eCobra eCobra(Add on)

클린 룸/IP 표준 클린 룸 대응 IP65 표준 클린 룸 대응 IP65

eCobra 800 Lite 17010-18000 17010-18010 17010-18030 ― ― ―

eCobra 800 Standard 17111-18000 17111-18010 17111-18030 17113-18000 17113-18010 17113-18030

eCobra 800 Pro 17211-18000 17211-18010 17211-18030 17213-18000 17213-18010 17213-18030

개요 Robot, eAIB(컨트롤러 내장 앰프) Robot, eAIB(컨트롤러 내장 앰프), 각종 접속 케이블

용도
로봇 단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트 형식 다수의 로봇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기존의 SmartController EX에 

로봇을 추가하기 위한 세트 형식

부속품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
(13323-000)

ㆍ프론트 판넬(90356-10358)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 
(13323-000)

ㆍ프론트 판넬
(90356-10358)

ㆍ케이블 씰 키트
(04813-000)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
(13323-000)

ㆍeAIB XSYS 케이블 4.5m(11585-000)
ㆍDB9 splitter(00411-000)
ㆍIEEE 1394 케이블 4.5m(13632-045)
ㆍeV+ license to connect to controller 

(14529-103)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 
 (13323-000)

ㆍeAIB XSYS 케이블 
4.5m(11585-000)

ㆍDB9 splitter
(00411-000)

ㆍIEEE 1394 케이블 
4.5m(13632-045)

ㆍeV+ license to 
connect to 
controller 
(14529-103)

ㆍ케이블 씰 키트
(04813-000)

풋 프린트플랜지
eCobra 800

프론트 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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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라 로봇

eCobra 800 Inverted Lite/Standard/Pro
정밀 가공/조립용/반송용
천장 설치식 대형 스카라 로봇

ㆍEthernet을 통해 머신 오토메이션 컨트롤러 NJ/NX/NY 시리즈에서 
사용해 왔던 친숙한 프로그래밍 언어(IEC 61131-3)로 로봇 제어가 
가능
ㆍ작업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천장 설치 타입
ㆍ나사 조임 공구 등을 세팅해도 여유 있는 가반 무게
ㆍ로봇에 서보 앰프와 컨트롤러를 내장하여 배선 절감화
ㆍ어플리케이션에 맞춰 로봇의 기능을 3가지 타입 중에서 선택
ㆍ리치 길이 800mm
ㆍ최대 가반 무게 5.5kg
ㆍ본체 무게 51kg

사양

＊1. Lite에서는 SmartVision MX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컨트롤러는 용도에 맞춰 선택해 주십시오.
＊3. NJ/NX/NY 시리즈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로봇 버전 2.3.C 이상이 필요합니다.

상품명 eCobra Inverted

사이즈 800

타입 800 Lite 800 Standard 800 Pro

클린 룸/IP 표준
클린 룸 

대응
IP65 표준

클린 룸 
대응

IP65 표준
클린 룸 

대응
IP65

형식
17010
-18400

17010
-18410

17010
-18430

1711□
-18400

1711□
-18410

1711□
-18430

1721□
-18400

1721□
-18410

1721□
-18430

축 수 4

설치 방법 천장 설치 타입

암 길이 800mm

최대 가반 무게 5.5kg

반복 정밀도

XY ±0.017mm

Z ±0.003mm

θ ±0.019°

동작 각도

J1 ±123.5°

J2 ±156.5°

J3 210mm

J4 ±360°

최대 관성 모멘트 J4 450kg cm2

동작 속도

J1 386°/s

J2 720°/s

J3 1100mm/s

J4 1200°/s

전원 사양
DC24V: 6A

AC230V: 10A

보호 구조 IP20 IP20 IP65 IP20 IP20 IP65 IP20 IP20 IP65

클린 등급 ― Class 10 ― ― Class 10 ― ― Class 10 ―

사용 환경
사용 주위 온도 5~40℃

사용 주위 습도 5~90%(결로되지 않을 것)

무게 51kg

기본 구성

컨트롤러 eAIB

표준 탑재 I/O
(Input/Output)

12/8, 로봇 솔레노이드 키트용 출력 4

컨베이어
트래킹 입력

― 2

RS-232C 시리얼 
통신 포트

― 1

제어 환경 ACE ACE, PackXpert, ePLC

ACE Sight ― *1 ○

ePLC 접속 ― ○

ePLCIO ― ○

접속 컨트롤러 *2 ― SmartController EX, NJ/NX/NY 시리즈 *3

Pro

Lit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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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치수 (단위: mm)

로봇 세트 형식/부속품

타입 eCobra eCobra(Add on)

클린 룸/IP 표준 클린 룸 대응 IP65 표준 클린 룸 대응 IP65

eCobra 800 Inverted Lite 17010-18400 17010-18410 17010-18430 ―

eCobra 800 Inverted 
Standard

17111-18400 17111-18410 17111-18430 17113-18400 17113-18410 17113-18430

eCobra 800 Inverted Pro 17211-18400 17211-18410 17211-18430 17213-18400 17213-18410 17213-18430

개요
Robot, eAIB(컨트롤러 내장 앰프) Robot, eAIB(컨트롤러 내장 앰프),

각종 접속 케이블

용도
로봇 단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트 형식 다수의 로봇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기존의 SmartController EX에 

로봇을 추가하기 위한 세트 형식

부속품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
(13323-000)

ㆍ프론트 판넬(90356-10358)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13323-000)

ㆍ프론트 판넬
(90356-10358)

ㆍ케이블 씰 키트
(09073-000)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13323-000)
ㆍeAIB XSYS 케이블 4.5m(11585-000)
ㆍDB9 splitter(00411-000)
ㆍIEEE 1394 케이블 4.5m(13632-045)
ㆍeV+ license to connect to controller(14529-103)

풋 프린트플랜지eCobra Inverted 800

프론트 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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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다관절 로봇

Viper 650
가공/조립/반송용 수직 다관절 로봇

ㆍEthernet을 통해 머신 오토메이션 컨트롤러 NJ/NX/NY 시리즈에서 사용해 왔던 

친숙한 프로그래밍 언어(IEC 61131-3)로 로봇 제어가 가능

ㆍ진단 표시에 의한 신속한 트러블 슈팅이 가능

ㆍ고분해능 절대 위치 엔코더에 의해 고정밀도, 초저속도 트래킹 가능

ㆍ고효율, 저관성 Harmonic Drives 및 경량 암에 의해 최고 가속을 실현

ㆍ리치 길이 653mm

ㆍ최대 가반 무게 5kg

ㆍ본체 무게 34kg

사양

＊1. 옵션입니다.
＊2. 컨트롤러는 용도에 맞춰 선택해 주십시오.
＊3. NJ/NX/NY 시리즈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로봇 버전 2.3.C 이상이 필요합니다.

상품명 Viper

사이즈 650

클린 룸/IP 표준 클린 룸 대응 IP54/65

형식
1720□
-36000

1720□
-36020

1720□
-36010

축 수 6

설치 방법 바닥 고정/천장 설치 타입

암 길이 653mm

최대 가반 무게 5kg

반복 정밀도 XYZ ±0.02mm

동작 각도

J1 ±170°

J2 -190°, +45°

J3 -29°, +256°

J4 ±190°

J5 ±120°

J6 ±360°

최대 관성
모멘트

J4 0.295kgm2

J5 0.295kgm2

J6 0.045kgm2

동작 속도

J1 328°/sec

J2 300°/sec

J3 375°/sec

J4 375°/sec

J5 375°/sec

J6 600°/sec

전원 사양
DC24V: 6A

AC200~240V: 10A, 단상

보호 구조

본체 IP40 IP40 IP54

조인트
(4, 5, 6)

IP40 IP40 IP65

클린 등급 ― Class 10 ―

사용 환경

사용 주위
온도

5~40℃

사용 주위
습도

5~90%(결로되지 않을 것)

무게 34kg

cULus 규격 (○)*1

기본 구성

컨트롤러 eMotionBlox-60R

표준 탑재 I/O
Input/
Output)

12/8

컨베이어
트래킹 입력

2

RS-232C 
시리얼
통신 포트

1

제어 환경 ACE, PackXpert, ePLC

ACE Sight ○

ePLC 접속 ○

ePLCIO ○

접속 컨트롤러 *2
eMotionBlox-60R, SmartController EX,

NJ/NX/NY 시리즈 *3

상품명 Viper

사이즈 650

클린 룸/IP 표준 클린 룸 대응 IP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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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치수 (단위: mm)

로봇 세트 형식/부속품

타입 Viper Viper(Add on)

클린 룸/IP 표준 클린 룸 대응 IP54/65 표준 클린 룸 대응 IP54/65

Viper 650 17201-36000 17201-36020 17201-36010 17203-36000 17203-36020 17203-36010

개요 Robot, eMotionBlox(컨트롤러 내장 앰프) Robot, eMotionBlox(컨트롤러 내장 앰프), 각종 접속 케이블

용도
로봇 단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트 형식 다수의 로봇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기존의 SmartController EX에 

로봇을 추가하기 위한 세트 형식

부속품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13323-000)
ㆍ프론트 판넬(90356-10358)
ㆍ암 전원/신호 케이블 4m(05020-000)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13323-000)
ㆍeAIB XSYS 케이블 4.5m(11585-000)
ㆍDB9 splitter(00411-000)
ㆍIEEE 1394 케이블 4.5m(13632-045)
ㆍeV+ license to connect to controller(14529-103)

풋 프린트플랜지

Viper 650 eMotionBlox-60R 프론트 판넬

무게: 9.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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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다관절 로봇

Viper 850
가공/조립/반송용 수직 다관절 로봇

ㆍEthernet을 통해 머신 오토메이션 컨트롤러 NJ/NX/NY 시리즈에서 사용해 왔던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IEC 61131-3)로 로봇 제어가 가능

ㆍ진단 표시에 의한 신속한 트러블 슈팅이 가능

ㆍ고분해능 절대 위치 엔코더에 의해 고정밀도, 초저속도 트래킹 가능

ㆍ고효율, 저관성 Harmonic Drives 및 경량 암에 의해 최고 가속을 실현

ㆍ리치 길이 855mm

ㆍ최대 가반 무게 5kg

ㆍ본체 무게 36kg

사양

＊1. 컨트롤러는 용도에 맞춰 선택해 주십시오.
＊2. NJ/NX/NY 시리즈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로봇 버전 2.3.C 이상이 필요합니다.

상품명 Viper

사이즈 850

클린 룸/IP 표준 클린 룸 대응 IP54/65

형식
1720□
-38000

1720□
-38020

1720□
-38010

축 수 6

설치 방법 바닥 고정/천장 설치 타입

암 길이 855mm

최대 가반 무게 5kg

반복 정밀도 XYZ ±0.03mm

동작 각도

J1 ±170°

J2 -190°, +45°

J3 -29°, +256°

J4 ±190°

J5 ±120°

J6 ±360°

최대 관성
모멘트

J4 0.295kgm2

J5 0.295kgm2

J6 0.045kgm2

동작 속도

J1 250°/sec

J2 250°/sec

J3 250°/sec

J4 375°/sec

J5 375°/sec

J6 600°/sec

전원 사양
DC24V: 6A

AC200~240V: 10A, 단상

보호 구조

본체 IP40 IP40 IP54

조인트
(4, 5, 6)

IP40 IP40 IP65

클린 등급 ― Class 10 ―

사용 환경

사용 주위
온도

5~40℃

사용 주위
습도

5~90%(결로되지 않을 것)

무게 36kg

cULus 규격 ―

기본 구성

컨트롤러 eMotionBlox-60R

표준 탑재 I/O
(Input/
Output)

12/8

컨베이어
트래킹 입력

2

RS-232C 
시리얼
통신 포트

1

제어 환경 ACE, PackXpert, ePLC

ACE Sight ○

ePLC 접속 ○

ePLCIO ○

접속 컨트롤러 *1
eMotionBlox-60R,

SmartController EX, NJ/NX/NY 시리즈 *2

상품명 Viper

사이즈 850

클린 룸/IP 표준 클린 룸 대응 IP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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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치수 (단위: mm)

로봇 세트 형식/부속품

타입 Viper Viper(Add on)

클린 룸/IP 표준 클린 룸 대응 IP54/65 표준 클린 룸 대응 IP54/65

Viper 850 17201-38000 17201-38020 17201-38010 17203-38000 17203-38020 17203-38010

개요 Robot, eMotionBlox(컨트롤러 내장 앰프) Robot, eMotionBlox(컨트롤러 내장 앰프), 각종 접속 케이블

용도
로봇 단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트 형식 다수의 로봇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기존의 SmartController EX에 

로봇을 추가하기 위한 세트 형식

부속품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13323-000)
ㆍ프론트 판넬(90356-10358)
ㆍ암 전원/신호 케이블 4m(05020-000)

ㆍ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13323-000)
ㆍeAIB XSYS 케이블 4.5m(11585-000)
ㆍDB9 splitter(00411-000)
ㆍIEEE 1394 케이블 4.5m(13632-045)
ㆍeV+ license to connect to controller(14529-103)

풋 프린트플랜지

Viper 850 eMotionBlox-60R 프론트 판넬

무게: 9.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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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Automation Control Environment(ACE)
로봇 시스템의 컨피그레이션 셋업 시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을 실현

ACE는 고객의 로봇 시스템을 짧은 작업 시간 안에 간단하게 

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당사 로봇을 단독으로 설정하거나 여러 대의 로봇 시스템 전체를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ㆍACE PackXpert를 사용하면 포장 라인의 로봇 시스템 전체를 인텔리

전트하게 통합한 형태로 간단하게 설계 가능

ㆍACE PackXpert에서 컨피그레이션한 결과의 베이스가 되는 로봇 

프로그램을 자동 생성

ㆍ커스터마이제이션 기능에 의해 다양한 라인 컨피그레이션 및 로봇의 

정교한 부하 균형 조정이 가능

ㆍ로봇의 캘리브레이션과 티칭 시에 사용하기 편리한 위저드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준비

ㆍ통합된 비전 옵션(ACE Sight)에 의해 화상 센서를 사용한 컨베이어 

트래킹이 가능

ㆍ공정의 통계 데이터를 표시 가능

ACE PackXpert

ACE PackXpert는 포장 라인의 통합, 배치, 설비에서 조작에 이르기까지를 매니지먼트하기 위해 설계된 인텔리전트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로봇, 비전, 
컨베이어 등 구체적인 항목을 셋업하는 포장 어플리케이션의 컨피그레이션 셋업이 가능합니다.

주. ACE PackXpert를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경우 SmartController EX와 eAIB/eMotionBlox에서는 로봇의 동작 시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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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라이센스 구성

주. PackXpert(위저드), 비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로봇 프로그램을 작성할 경우에는 ACE 라이센스가 불필요합니다.

동작 환경

라이센스 설명

ACE PackXpert ACE PackXpert 소프트웨어를 유효화합니다.

ACE Sight Vision Software ACE Sight 기능을 유효화합니다.

항목 시스템 요건

OS
Windows Vista(32bit판)/Windows 7(32bit판/64bit판)/Windows 8(32bit판/64bit판)/

Windows 8.1(32bit판/64bit판)/Windows 10(32bit판/64bit판)

CPU Intel® CoreTM i7 또는 그 이상을 권장

메인 메모리 2GB 이상(8GB 이상을 권장)

비디오 메모리 512MB 이상

하드디스크 1GB 이상의 빈 용량

디스플레이 XGA 1, 024×768, 1,600만 색 WXGA 1, 280×800 이상

통신 포트 USB(라이센스 키용), Ethernet 포트

대응 언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중국어 간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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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컨트롤러

SmartController EX
로봇 제어에 필요한 기능과 고속 처리 성능이
탑재된 고성능 로봇 컨트롤러

ㆍ최대 로봇 4대까지 제어 가능

ㆍ기가 비트 Ethernet 통신 탑재

ㆍ입력 12점/출력 8점의 입출력 가능

ㆍ소형 사이즈로 풋 프린트 공간을 절감

ㆍ컨피그레이션 툴(ACE)과의 조합으로 복잡한 기구 제어에도 대응

사양

외형 치수 (단위: mm)

확장 I/O
입력부 사양 출력부 사양

항목 사양

형식 19300-000

접지 방법 D종 접지

외형(높이×깊이×폭) 86mm×187mm×329mm

무게 2.6kg

전원 DC24V±10%

소비 전원 5A

소비 전력 120W

사용 환경
사용 주위 온도 5~40℃

사용 주위 습도 5~90%(결로되지 않을 것)

설치 판넬 마운트, 랙 마운트, Stack 마운트, 데스크

통신 포트 RS-232(115kbps), RS422/485, 기가 비트 Ethernet, DeviceNet

표준 탑재 I/O(Input/Output) 12/8

컨베이어 트래킹 입력 4

SmartController EX 프론트 판넬

주. Front Panel은
SmartController
EX에 부속되어 
있습니다.

항목 사양

형식 90356-30200/-30100/-40100

ON 전압 10V 이상

OFF 전압 3V 이하

OFF 전류 0.5mA

입력 전류
2.5mA 이상
7.5mA 이하

ON 지연 시간 최대 5μs

OFF 지연 시간 최대 5μs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I/O 전원 소비 전류 6mA 이하(전원 전압 24V일 때)

항목 사양

형식 90356-30200/-30100/-40100

정격 출력 전류 700mA/점

최대 출력 전류
2.5A 주위 온도 50℃
3.7mA 주위 온도 25℃

ON 지연 시간 최대 100μs

OFF 지연 시간 최대 150μs



33

비전 시스템

SmartVision MX
로봇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고신뢰 
화상 센서 시스템

ㆍFanless 구조

ㆍ최대 8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접속 가능

ㆍ고해상도, 고프레임 레이트의 화상 처리 가능

ㆍ전용 소프트웨어(ACE Sight)로 간단하게 워크의 검출 및 검사에 대응

ㆍGigE PoE, USB3.0으로 폭넓게 카메라에 대응

ㆍ광범위한 동작 온도, SSD를 채택하여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

사양

외형 치수 (단위: mm)

SmartVision MX 동글

주. ACE의 라이센스에 부속된 「동글」을 SmartVision MX 본체의
USB 포트에 삽입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항목 사양

형식 14189-901

접지 방법 D종 접지

외형(높이×깊이×폭) 68mm×150mm×260mm

무게 2.16kg

프로세서 Intel® CoreTM i7

메모리 8GB DDR3 RAM

전원 DC10~32V

소비 전류 4.2A(DC24V일 때), 최대 소비 전류 7.0A(카메라 4대 사용 시)

소비 전력 DC9~36V

사용 환경
사용 주위 온도 0~50℃

사용 주위 습도 5~90%(결로되지 않을 것)

통신 포트

Ethernet
Gigabit Ethernet×2, Gigabit Ethernet PoE(급전 기능 부속)×4

1포트당 15.7W

USB USB3.0×4, USB2.0×２

디스플레이 DVI-D×1(1920×1200까지 60Hz), DVI-I×1(2048×1536까지 7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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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라인업

GigE 타입

형식 24114-101 24114-200 24114-201 24114-250 24114-251 24114-300 24114-301

촬상 소자 1/4인치 CCD 1/3인치 CCD 1/3인치 CCD 1/1.8인치 CMOS 1/1.8인치 CMOS 1인치 CMOS 1인치 CMOS

유효 화소 수 640(H) × 480(V) 1296(H) × 996(V) 1296(H) × 996(V) 1600(H) × 1200(V) 1600(H) × 1200(V) 2048(H) × 2048(V) 2046(H) × 2046(V)

컬러/흑백 컬러 흑백 컬러 흑백 컬러 흑백 컬러

프레임 레이트  120fps 30fps 30fps 60fps 60fps 25fps 25fps

트리거 입력
ㆍ소프트웨어 트리거
ㆍ외부 트리거

ㆍ소프트웨어 트리거
ㆍ소프트웨어 트리거
ㆍ외부 트리거

I/F  기가 비트 Ethernet(1Gbit/s)

렌즈 마운트
ㆍC 마운트
ㆍCS 마운트

ㆍC 마운트

전원 전압 PoE 또는 12VDC

소비 전력(Poe/AUX) 2.3W/2.0W 2.5/2.2W 3.0W 2.8W/2.5W

무게 약 90g

부속 케이블
카메라 케이블(GigE Cat.6) 10m 14359-000
파워 I/O 케이블 10m 0945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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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던트

T20 펜던트

현장에서의 작업성과 인체공학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ㆍ공업용 바닥재 위에서 실시한 1.5미터 낙하 테스트에 합격

ㆍ커스텀 메시지 표시 기능

ㆍ듀얼 채널 회로를 이용한 비상 정지 스위치

ㆍ뒷면에 이네이블 스위치를 탑재

ㆍ백라이트와 콘트라스트 조정 가능

외형 치수 (단위: mm) 옵션 벽면 설치 브라켓

SmartController와의 접속 판넬과 프론트 판넬 설치

T20 펜던트

XF
P

XM
C

PD
B

15M

D
B

15F
D

B
15F

D
B

15F

D
B

15M
XM

C
P PLU

G
10052-000

명칭 내용 부속품 형식

펜던트

T20 펜던트 본체
10m 케이블 부속

T20 펜던트 Jumper 플러그
T20 어댑터 케이블 3m

   10046-010

T20 펜던트 Jumper 플러그    10048-000

T20 펜던트 벽면 설치 브라켓    10079-000

T20 어댑터 케이블 3m    100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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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C 로봇 제어 라이브러리

로봇 언어 습득 불필요
머신 오토메이션 컨트롤러 NJ/NX/NY 시리즈에서 직접 제어

ㆍ패러럴, 스카라, 수직 다관절 등 모든 타입에서 동일한 명령, 동일한 프로그래밍 방법으로 제어 가능

ㆍ펑션 블록(FB)을 이용하여 래더나 ST 언어 프로그램으로 로봇을 제어

ㆍ로봇, 컨트롤러, 주변 기기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가시화

ㆍ로봇과 NJ/NX/NY 시리즈는 EtherNet/IPTM로 접속*

＊로봇 측 컨트롤러의 종류에 따라 NJ/NX/NY 시리즈와의 통신 주기가 다릅니다. SmartController EX를 사용하면 eAIB/eMotionBlox를 사용할 때보다 통신주기가 
약 15배 빨라집니다.

펑션 블록(FB) 사양

＊라이브러리 버전이 2.0 이상이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칭 FB/FUN명 기능

툴 좌표계 설정 ARB_SetToolTransform 툴 좌표계 변환을 로봇에 설정합니다.

툴 좌표계 해제 ARB_ResetToolTransform 로봇에 설정된 툴 좌표계를 해제합니다.

위치 설정 ARB_DefineLocation 위치 데이터를 로봇에 등록합니다.

팔레트 설정 ARB_DefinePallet 팔레트 정보를 로봇에 등록합니다.

이상 해제 ARB_ResetRobotError 로봇에 발생한 이상을 해제합니다.

로봇 제어 ARB_RobotControl 로봇의 주요 설정과 상태를 감시합니다.

티칭 ARB_TeachPosition 로봇에 현재 위치와 컨피그레이션을 티칭합니다.

입출력 신호 설정 ARB_InputOutputSignals 로봇과 디지털 신호의 입력 및 출력의 통신을 실시합니다.

펜던트 제어 ARB_TeachPendantControl 로봇에 접속된 티칭 펜던트의 정보를 송수신합니다.

래치값 획득 ARB_ReadLatch 외부 트리거 신호의 래치 입력으로 로봇의 현재 위치를 출력합니다.

동작 시작 ARB_MoveCommand 직선 보간 또는 PTP 동작으로 로봇을 목표 위치로 작동시킵니다.

Pick&Place 동작 ARB_PickAndPlaceCommand 도어형 동작으로 로봇을 목표 위치로 작동시킵니다.

조그 동작 ARB_Jog 로봇의 지정한 조인트 또는 축을 작동시킵니다.

툴 정렬 ARB_AlignToolCommand 로봇 툴을 회전시켜 월드 좌표계로 정렬시킵니다.

원호 동작 시작* ARB_MoveArcCommand 원호 궤적으로 로봇을 목표 위치로 작동시킵니다.

원형 동작 시작* ARB_MoveCircularCommand 지정한 2점을 통과하는 원을 그리도록 로봇을 작동시킵니다.

컨베이어 벨트 정의* ARB_DefineBelt 컨베이어 벨트를 등록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래치값 취득* ARB_BeltReadLatch 외부 트리거 신호의 래치 입력으로 벨트 엔코더값을 출력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트래킹* ARB_TrackBelt 워크의 트래킹을 유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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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형식

명칭 형식 버전

Adept 로봇 제어 라이브러리 SYSMAC-XR009 ―

머신 오토메이션 컨트롤러
NJ/NX 시리즈 CPU 유니트

NX701-□□□□/NJ101-□□□□ Ver.1.10 이상

NJ501-□□□□/NJ301-□□□□ Ver.1.01 이상

NX1P2-□□□□□□(1) Ver.1.13 이상

산업용 PC 플랫폼
NY 시리즈 IPC 머신 컨트롤러

NY5□□-1 Ver.1.12 이상

오토메이션 소프트웨어 Sysmac Studio SYSMAC-SE2□□□ Ver.1.15 이상

패러럴 로봇
Hornet 565 1720□-4560□ Ver.2.3.C 이상

Quattro 650H/HS, 800H/HS 1720□-26□□□ Ver.2.3.C 이상

스카라 로봇
eCobra 600/800 17□□□-1□□00 Ver.2.3.C 이상

Cobra 450/500/650 17201-1□□00 ―

수직 다관절 로봇 Viper 650/850 1720□-36□000 Ver.2.3.C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부품집 Sysmac Library
Sysmac Library는 머신 오토메이션 컨트롤러 NJ/NX/NY 시리즈의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능 부품집입니다.
당사 Web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오토메이션 소프트웨어 Sysmac Studio에 인스톨한 뒤 사용해 주십시오.
http://www.ia.omron.co.kr
ㆍAdept 로봇 제어 라이브러리: 패러럴, 스카라, 수직 다관절 등 그 어떠한 타입의 Omron Adept Technologies Inc. 

로봇이라도 동일한 명령, 동일한 프로그래밍 방법으로 머신 오토메이션 컨트롤러 NJ/NX/NY 시리즈에서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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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품(FlexFactory 제품)

AnyFeeder
벌크 부품의 정렬ㆍ조립용 부품의 공급

ㆍ벌크 부품의 반전 및 전후 이동 동작을 이용하여 정렬하고 

로봇&비전으로 Picking

ㆍ앞뒤가 있는 부품도 반전 동작으로 앞뒤를 판별하여 Picking 가능

ㆍ소프트웨어 ACE의 위저드 기능을 이용하여 AnyFeeder, 비전,

로봇을 간단 설정

ㆍ소프트웨어 ACE의 레시피 매니저에 부품을 등록하여 다품종 대응 가능

ㆍ스카라 로봇, 다관절 로봇, 패러럴 로봇 모든 기종에 대응 

사양

＊AnyFeeder 본체는 AnyFeeder용 전원 케이블(5m), RS232C 통신 케이블(4.5m)이 각각 1개씩 부속되어 있습니다. 

제품 명칭 SXM-100 SXM-140
FlexFactory사 형식 900-001-161 900-001-162
오므론 형식 09725-500 * 18819-500 *
피드 영역 100x134mm 140x193mm

권장 워크

재질 금속 부품, 수지 부품(고체) 금속 부품, 수지 부품(고체)
사이즈 30mm 이하 40mm 이하
두께 0.15mm 이상 0.15mm 이상
무게 15g 이하 25g 이하

피드 영역에 탑재할 수 있는 워크의 최대 무게 500g 500g

커넥터
전기 계통 1 1
에어 계통 ― ―
시리얼 통신 계통 1 1

무게 18 kg 22 kg
전원 사양 DC24V 10A DC24V 10A
사용 전력 용량(대표값) 100W(대표값) 100W(대표값)
에어 사양 ― ―
구동원 Brushless 서보 모터 130W x2대 Brushless 서보 모터 130W x2대
데이터 통신 I/F RS232(D-SUB 9 커넥터) RS232(D-SUB 9 커넥터)

사용 환경
사용 주위 온도 5 - 45°C 5 - 45°C
사용 주위 습도 5 - 90%(결로되지 않을 것) 5 - 90%(결로되지 않을 것)

사용 재질

메인 Stainless Steel 1.4301(304) Stainless Steel 1.4301(304)
피더부 Stainless Steel 1.4301(304) Stainless Steel 1.4301(304)
피더 표면 경계부 Stainless Steel 1.4301(304) Stainless Steel 1.4301(304)
상부 부품 공급부 Stainless Steel 1.4301(304) Stainless Steel 1.4301(304)

제품 명칭 SX-240 SX-340
FlexFactory사 형식 900-001-164 900-001-165
오므론 형식 12480-500 * 14269-500 *
피드 영역 240 x 320 mm 340 x 453 mm

권장 워크

재질 금속 부품, 수지 부품(고체) 금속 부품, 수지 부품(고체)
사이즈 75mm 이하 110mm 이하
두께 0.5mm 이상 0.5mm 이상
무게 60g 이하 80g 이하

피드 영역에 탑재할 수 있는 워크의 최대 무게 1500 g 1500 g

커넥터
전기 계통 1 1
에어 계통 1 1
시리얼 통신 계통 1 1

무게 50 kg 55 kg
전원 사양 DC24V 10A DC24V 10A
사용 전력 용량(대표값) 100W(대표값) 100W(대표값)
에어 사양 87 PSI/0.6MPA(여과를 거친 유분이 없는 압축 공기) 87 PSI/0.6MPA(여과를 거친 유분이 없는 압축 공기)
구동원 Brushless 서보 모터 130W x2대 Brushless 서보 모터 130W x2대
데이터 통신 I/F RS232(D-SUB 9 커넥터) RS232(D-SUB 9 커넥터)

사용 환경
사용 주위 온도 5 - 45°C 5 - 45°C
사용 주위 습도 5 - 90%(결로되지 않을 것) 5 - 90%(결로되지 않을 것)

사용 재질

메인 Stainless Steel 1.4301(304) Stainless Steel 1.4301(304)
피더부 Stainless Steel 1.4301(304) Stainless Steel 1.4301(304)
피더 표면 경계부 Stainless Steel 1.4301(304) Stainless Steel 1.4301(304)
상부 부품 공급부 Stainless Steel 1.4301(304) Stainless Steel 1.43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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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치수 (단위: mm)

옵션 상품

명칭 사양 FlexFactory사 형식 오므론 형식

백라이트

SXM-100용 적외선 백라이트, 파장 875nm 900-000-072 09725-202

SXM-100용 적색 백라이트, 파장 630nm 900-000-367 09725-201

SXM-140용 적외선 백라이트, 파장 875nm 900-000-215 14630-000

SXM-140용 적색 백라이트, 파장 630nm 900-000-346 14630-001

SX-240용 적외선 백라이트, 파장 875nm 900-000-158 05284-208

SX-240용 적색 백라이트, 파장 630nm 900-000-238 05284-206

SX-340용 적외선 백라이트, 파장 875nm 900-000-235 14269-001

SX-340용 적색 백라이트, 파장 630nm 900-000-373 14269-002

서페이스

SXM-100용 엷은 갈색 서페이스, 표면 플랫, 재질 POM-C, ESD 사양 007-001-679 09725-104

SXM-100용 흑색 서페이스, 표면 플랫, 재질 POM-C(백라이트 사용 불가) 003-562-000 09725-102

SXM-100용 흑색 서페이스, 표면 플랫, 재질 POM-C, ESD 사양(백라이트 사용 불가) 007-001-357 09725-103

SXM-100용 백색 서페이스, 표면 플랫, 재질 POM-C 002-290-000 09725-101

SXM-140용 엷은 갈색 서페이스, 표면 플랫, 재질 POM-C, ESD 사양 007-001-012 09725-303

SXM-140용 흑색 서페이스, 표면 플랫, 재질 POM-C(백라이트 사용 불가) 004-931-000 09725-302

SXM-140용 백색 서페이스, 표면 플랫, 재질 POM-C 003-965-100 09725-301

SXM-140용 회색 서페이스, 표면 플랫, 재질 PVC(백라이트 사용 불가) 007-001-359 09725-304

SX-240용 엷은 갈색 서페이스, 표면 플랫, 재질 POM-C, ESD 사양 007-001-046 05284-103

SX-240용 흑색 서페이스, 표면 플랫, 재질 POM-C(백라이트 사용 불가) 001-821-000 05284-102

SX-240용 흑색 서페이스, 표면 플랫, 재질 POM-C, ESD 사양(백라이트 사용 불가) 007-001-794 05284-104

SX-240용 백색 서페이스, 표면 플랫, 재질 POM-C 001-820-000 05284-101

SX-240용 회색 서페이스, 표면 플랫, 재질 PVC(백라이트 사용 불가) 005-434-000 05284-105

SX-340용 엷은 갈색 서페이스, 표면 플랫, 재질 POM-C, ESD 사양 007-001-791 14269-005

SX-340용 흑색 서페이스, 표면 플랫, 재질 POM-C(백라이트 사용 불가) 005-386-000 14269-004

SX-340용 흑색 서페이스, 표면 플랫, 재질 PVC(백라이트 사용 불가) 007-001-295 14269-006

SX-340용 백색 서페이스, 표면 플랫, 재질 POM-C 004-439-000 14269-003

옵션 상품
SX-240용 ESD 옵션 900-000-241 05284-204

카메라용 적외선 필터 093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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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품(JR3사 제품)

역각 센서
역각을 필요로 하는 고도의 어플리케이션용으로
로봇 능력을 확장

ㆍ전체 3축 방향의 역량과 모멘트를 측정

ㆍ부속 케이블로 로봇 컨트롤러에 센서 출력을 접속 가능

ㆍ명령 및 조작 모드를 이용한 ACE(eV+)와의 상호 조작 

ㆍeCobra(Standard, Pro), Viper, Hornet, Quattro에 대응

사양

외형 치수 (단위: mm)

항목 사양

JR3사 형식 67M25A3

오므론 형식 옵션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외경 67 mm

두께 25 mm

재질 알루미늄 합금 2024

무게 175 g

정밀도(전체 축) ±1.0%

사용 온도 -40~65°C

보호 구조 IP40

Fx, Fy

정격 하중 ±200N

분해능 0.050N

단축 과부하 930 N

Fz

정격 하중 ±400 N

분해능 0.100 N

단축 과부하 3870 N

Mx, My

정격 하중 ±12Nm

분해능 0.0032Nm

단축 과부하 58 Nm

Mz

정격 하중 ±12Nm

분해능 0.0032Nm

단축 과부하 48 Nm

전원 DC9-12V

샘플링 주파수 8,000Hz

센서 출력 포트 RJ-11

역각 센서, Viper용 내측/외측 어댑터역각 센서, eCobra/Hornet/Quattro용 내측/외측 어댑터

외부 어댑터에는 로봇 툴 플랜지처럼 설치 홀이 가공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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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상품

타입 역각 센서 부착 설치 접속 키트 설치 접속 키트(역각 센서 없음)

eCobra600/800/800 Inverted 14161-100 14161-105

Viper 650/850 14161-200 14161-205

Hornet 565, Quattro 650/800 14161-300 14161-305

개요 역각 센서, 어댑터, 접속 케이블 어댑터, 접속 케이블. 센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도
JR3 67M25A3 역각 센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이 
사용하기 위한 세트 형식

JR3 67M25A3 역각 센서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사용하기 
위한 세트 형식

공통 케이블/부속품

ㆍXBELTIO 케이블 0.6m
ㆍ케이블 어댑터
ㆍ내부 어댑터
ㆍ외부 어댑터
ㆍ역각 센서 사용자 가이드

Cobra, Hornet, 
Quattro 전용 케이블

ㆍ상부 Cobra 케이블
ㆍ하부 Cobra 케이블

Viper 전용 케이블
ㆍ상부 Viper 케이블
ㆍ하부 Viper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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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예

로봇 컨트롤러 내장 앰프

기본 구성
eAIB/eMotionBlox로 제어하는 경우

Cobra, eCobra, Viper, Hornet

＊Cobra에는 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SmartController EX로 제어하는 경우

Quattro

＊케이블은 직접 제작해 주십시오.

대상 로봇 설명

Hornet 565, eCobra 로봇 본체에 내장(eAIB)

Cobra 450/500/
650, Viper

로봇 본체에 외장 설치(eMotionBlox). 대상 로봇의 부속품입니다.

Quattro
로봇 본체에 외장 설치(SmartController EX). 대상 로봇의 부속품입니다.
(SmartController EX는 용도에 맞춰 단품으로도 주문 가능합니다.)

기
호

명칭 형식 비고 수량

1 로봇 본체 17□□□-□□□□□ 1

a
프론트 판넬, 
접속 케이블

90356-10358
로봇 본체에 부속

*
(1)

b
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3323-000 로봇 본체에 부속 (1)

c T20 펜던트, 접속 케이블 10046-010 1

d DC24V 전원 케이블 04120-000 1

e DC24V 전원, 6.5A S8FS-G15024C(D) 1

f AC 전원 케이블 04118-000 1

g Ethernet 통신 케이블
XS6W-6LSZH8SS
□□□CM-Y

1

― ACE PackXpert 라이센스 09187-000

위저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필요
합니다.

1

기
호

명칭 형식 비고 수량

2 로봇 본체 17214-2□□□□ 1

1 SmartController EX 09200-000 로봇 본체에 부속 (1)

a
프론트 판넬,
접속 케이블

90356-10358 로봇 본체에 부속 (1)

b IEEE 1394 케이블 13632-045 로봇 본체에 부속 (1)

c eAIB XSYS 케이블 11585-000 로봇 본체에 부속 (1)

d T20 펜던트, 접속 케이블 10046-010 1

e DC24V 전원 케이블 04120-000 1

f DC24V 전원, 6.5A S8FS-G15024C(D) 2

g AC 전원 케이블 04118-000 1

h Ethernet 통신 케이블
XS6W-6LSZH8SS
□□□CM-Y

1

― ACE PackXpert 라이센스 09187-000

위저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필요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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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트래킹
eAIB/eMotionBlox로 제어하는 경우(비전 시스템 사용 시) SmartController EX로 제어하는 경우(비전 시스템 사용 시)

Cobra, eCobra, Viper, Hornet

＊1. 케이블은 직접 제작해 주십시오.
＊2. Cobra에는 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시스템 구성에 따라 수량이 달라집니다.

Quattro

＊1. 케이블은 직접 제작해 주십시오.
＊2. 시스템 구성에 따라 수량이 달라집니다.

기
호

명칭 형식 비고 수량

1 로봇 본체 17□□□-□□□□□ 1

a
프론트 판넬,
접속 케이블

90356-10358
로봇 본체에 부속

*2
(1)

b
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3323-000 로봇 본체에 부속 (1)

c T20 펜던트, 접속 케이블 10046-010 1

d DC24V 전원 케이블 04120-000 1

e DC24V 전원, 6.5A S8FS-G15024C(D) 2

f AC 전원 케이블 04118-000 1

g Ethernet 통신 케이블
XS6W-6LSZH8SS
□□□CM-Y

2

h 산업용 스위칭 허브 W4S1-05C 1

2 SmartVision MX 14189-901
DC24V 전원용
커넥터를 부속

1

i 카메라 241□□-□□□ 1*3

j 카메라 케이블 ― 카메라에 부속 1*3

―
ACE PackXpert with 
ACE Sight Vision
라이센스

09187-010 1

기
호

명칭 형식 비고 수량

2 로봇 본체 17214-2□□□□ 1

1 SmartController EX 09200-000 로봇 본체에 부속 (1)

a
프론트 판넬,
접속 케이블

90356-10358 로봇 본체에 부속 (1)

b IEEE 1394 케이블 13632-045 로봇 본체에 부속 (1)

c eAIB XSYS 케이블 11585-000 로봇 본체에 부속 (1)

d T20 펜던트, 접속 케이블 10046-010 1

3 SmartVision MX 14189-901 1

e 카메라 241□□-□□□ 1*2

f 카메라 케이블 ― 카메라에 부속 1*2

g DC24V 전원 케이블 04120-000 1

h DC24V 전원, 6.5A S8FS-G15024C(D) 3

i AC 전원 케이블 04118-000 1

j Ethernet 통신 케이블
XS6W-6LSZH8SS
□□□CM-Y

2

k 산업용 스위칭 허브 W4S1-05C 1

―
ACE PackXpert with 
ACE Sight Vision
라이센스

09187-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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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트래킹
eAIB/eMotionBlox로 제어하는 경우(비전 시스템 사용 시)

Cobra, eCobra, Viper, Hornet

＊1. 케이블은 직접 제작해 주십시오.
＊2. Cobra에는 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시스템 구성에 따라 수량이 달라집니다.

기호 명칭 형식 비고 수량

1 로봇 본체 17□□□-□□□□□ 1

a 프론트 판넬, 접속 케이블 90356-10358 로봇 본체에 부속*2 (1)

b 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3323-000 로봇 본체에 부속 (1)

c T20 펜던트, 접속 케이블 10046-010 1

d DC24V 전원 케이블 04120-000 1

e DC24V 전원, 6.5A S8FS-G15024C(D) 2

f AC 전원 케이블 04118-000 1

g Ethernet 통신 케이블 XS6W-6LSZH8SS□□□CM-Y 2

h 산업용 스위칭 허브 W4S1-05C 1

2 SmartVision MX 14189-901
DC24V 전원용
커넥터를 부속

1

i 카메라 241□□-□□□ 1*3

j 카메라 케이블 ― 카메라에 부속 1*3

k XBELTIO 케이블 13463-000 1

― ACE PackXpert with ACE Sight Vision 라이센스 09187-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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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트래킹
SmartController EX로 제어하는 경우(비전 시스템 사용 시)

Cobra, eCobra, Viper, Hornet

＊1. 케이블은 직접 제작해 주십시오.
＊2. 시스템 구성에 따라 수량이 달라집니다.

Quattro

＊1. 케이블은 직접 제작해 주십시오.
＊2. 시스템 구성에 따라 수량이 달라집니다.

기
호

명칭 형식 비고 수량

1 SmartController EX 19300-000 1

a
프론트 판넬,
접속 케이블

90356-10358
SmartController 

EX에 부속
(1)

b T20 펜던트, 접속 케이블 10046-010 1

c
SCEX-BELT Y어댑터
통신 케이블

09550-000 1

2 로봇 본체(Add on) 17□□3-□□□□□ 1

d IEEE 1394 케이블 13632-045
로봇 본체(Add 

on)에 부속
(1)

e eAIB XSYS 케이블 11585-000
로봇 본체(Add 

on)에 부속
(1)

f DB9 splitter 00411-000

로봇 본체(Add 
on)에 부속(본 

구성에서는 사용
하지 않습니다.)

(1)

3 SmartVision MX 14189-901
DC24V 전원용
커넥터를 부속

1

g 카메라 241□□-□□□ 1*2

h 카메라 케이블 ― 카메라에 부속 1*2

i DC24V 전원 케이블 04120-000 1

j DC24V 전원, 6.5A S8FS-G15024C(D) 3

k AC 전원 케이블 04118-000 1

l Ethernet 통신 케이블
XS6W
-6LSZH8SS□□□CM-Y

2

m 산업용 스위칭 허브 W4S1-05C 1

―
ACE PackXpert with ACE 
Sight Vision 라이센스

09187-010 1

기
호

명칭 형식 비고 수량

2 로봇 본체 17214-2□□□□ 1

1 SmartController EX 09200-000 로봇 본체에 부속 (1)

a
프론트 판넬,
접속 케이블

90356-10358 로봇 본체에 부속 (1)

d IEEE 1394 케이블 13632-045 로봇 본체에 부속 (1)

e eAIB XSYS 케이블 11585-000 로봇 본체에 부속 (1)

b T20 펜던트, 접속 케이블 10046-010 1

c
SCEX-BELT 
Y어댑터 통신 케이블

09550-000 1

3 SmartVision MX 14189-901
DC24V 전원용
커넥터를 부속

1

g 카메라 241□□-□□□ 1*2

h 카메라 케이블 ― 카메라에 부속 1*2

i DC24V 전원 케이블 04120-000 1

j DC24V 전원, 6.5A S8FS-G15024C(D) 3

k AC 전원 케이블 04118-000 1

l Ethernet 통신 케이블
XS6W
-6LSZH8SS□□□CM-Y

2

m 산업용 스위칭 허브 W4S1-05C 1

―
ACE PackXpert with ACE 
Sight Vision 라이센스

09187-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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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트래킹
SmartController EX로 로봇 2대를 제어하는 경우(비전 시스템 사용 시)

Cobra, eCobra, Viper, Hornet

＊1. 케이블은 직접 제작해 주십시오.
＊2. 시스템 구성에 따라 수량이 달라집니다.

Quattro

＊1. 케이블은 직접 제작해 주십시오.
＊2. 시스템 구성에 따라 수량이 달라집니다.

기
호

명칭 형식 비고 수량

1 SmartController EX 19300-000 1

a
프론트 판넬,
접속 케이블

90356-10358
SmartController 

EX에 부속
(1)

b T20 펜던트, 접속 케이블 10046-010 1

c
SCEX-BELT Y어댑터 
통신 케이블

09550-000 1

2, 3 로봇 본체(Add on) 17□□3-□□□□□ 2

d IEEE 1394 케이블 13632-045
로봇 본체(Add 

on)에 부속
(2)

e eAIB XSYS 케이블 11585-000
로봇 본체(Add 

on)에 부속
(2)

f DB9 splitter 00411-000
로봇 본체(Add 

on)에 부속
(2)

4 SmartVision MX 14189-901
DC24V 전원용
커넥터를 부속

1

g 카메라 241□□-□□□ 1*2

h 카메라 케이블 ― 카메라에 부속 1*2

i DC24V 전원 케이블 04120-000 2

j DC24V 전원, 6.5A S8FS-G15024C(D) 4

k AC 전원 케이블 04118-000 2

l Ethernet 통신 케이블
XS6W
-6LSZH8SS□□□CM-Y

2

m 산업용 스위칭 허브 W4S1-05C 1

―
ACE PackXpert with ACE 
Sight Vision 라이센스

09187-010 1

기
호

명칭 형식 비고 수량

2 로봇 본체 17214-2□□□□ 1

1 SmartController EX 09200-000 로봇 본체에 부속 (1)

a
프론트 판넬,
접속 케이블

90356-10358 로봇 본체에 부속 (1)

d IEEE 1394 케이블 13632-045 로봇 본체에 부속 (1)

e eAIB XSYS 케이블 11585-000 로봇 본체에 부속 (1)

b T20 펜던트, 접속 케이블 10046-010 1

c
SCEX-BELT Y어댑터 
통신 케이블

09550-000 1

3 로봇 본체(Add on) 17203-2□□□□ 1

d IEEE 1394 케이블 13632-045
로봇 본체(Add 

on)에 부속
(1)

e eAIB XSYS 케이블 11585-000
로봇 본체(Add 

on)에 부속
(1)

f DB9 splitter 00411-000
로봇 본체(Add 

on)에 부속
(1)

4 SmartVision MX 14189-901
DC24V 전원용
커넥터를 부속

1

g 카메라 241□□-□□□ 1*2

h 카메라 케이블 ― 카메라에 부속 1*2

i DC24V 전원 케이블 04120-000 2

j DC24V 전원, 6.5A S8FS-G15024C(D) 4

k AC 전원 케이블 04118-000 2

l Ethernet 통신 케이블
XS6W
-6LSZH8SS□□□CM-Y

2

m 산업용 스위칭 허브 W4S1-05C 1

―
ACE PackXpert with ACE 
Sight Vision 라이센스

09187-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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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트래킹
eAIB/eMotionBlox로 제어하는 경우(NJ/NX/NY 시리즈로 상태 감시)

Cobra, eCobra, Viper, Hornet

＊1. 케이블은 직접 제작해 주십시오.
＊2. Cobra에는 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시스템 구성에 따라 수량이 달라집니다.

기호 명칭 형식 비고 수량

1 로봇 본체 17□□1-□□□□□ 1

a 프론트 판넬, 접속 케이블 90356-10358 로봇 본체에 부속*2 (1)

b 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3323-000 로봇 본체에 부속 (1)

c T20 펜던트, 접속 케이블 10046-010 1

d DC24V 전원 케이블 04120-000 1

e DC24V 전원, 6.5A S8FS-G15024C(D) 2

f AC 전원 케이블 04118-000 1

g Ethernet 통신 케이블 XS6W-6LSZH8SS□□□CM-Y 4

h 산업용 스위칭 허브 W4S1-05C 1

2 SmartVision MX 14189-901
DC24V 전원용
커넥터를 부속

1

i 카메라 241□□-□□□ 1*3

j 카메라 케이블 ― 카메라에 부속 1*3

3
머신 오토메이션 컨트롤러
NJ/NX/NY 시리즈

NJ/NX/NY 1

k 오토메이션 소프트웨어 Sysmac Studio SYSMAC-SE2□□□ 1

― ACE PackXpert with ACE Sight Vision 라이센스 09187-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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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코더 접속

SmartController EX

eAIB/eMotionBl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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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I/O 접속

■IO Blox(입력 8점, 출력 8점)를 통한 I/O 확장

■XIO(입력 12점, 출력 8점)를 통한 I/O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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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로봇의 보호 구조, 클린 룸 대응

타입 명칭 표준 사양 옵션 대응 비고

패러럴

Hornet 565

IP67: 암과 구동체
IP65: 로봇의 바닥면
IP20: 로봇의 윗면
Class 1000

IP65: 로봇의 윗면
「케이블 씰링 키트」로 
로봇 본체 상부를 IP65화

Quattro 650H
Quattro 800H

IP67: 암과 구동체
Class 1000

IP65: 로봇의 윗면
「케이블 씰링 키트」로 
로봇 본체 상부를 IP65화

Quattro 650HS
Quattro 800HS

IP67: 암과 구동체
IP66: 로봇 본체
Class 1000

―
전선 인입 박스(09564-000)를 반드시 
로봇 본체 상부에 설치할 것

스카라

Cobra 450
Cobra 500
Cobra 650

IP20 ― 형식은 p.16~21을 참조해 주십시오. 

eCobra 600 IP20 Class10 클린 룸 모델 형식은 p.22~23를 참조해 주십시오.

eCobra 800
eCobra 800 
Inverted

IP20 IP65, Class10 클린 룸 모델 형식은 p.24~27를 참조해 주십시오.

수직
다관절

Viper 650
Viper 850

IP40

IP54： 본체
IP65: 조인트
(조인트 4, 5, 6)
Class10 클린 룸 모델

형식은 p.28~31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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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패러럴 로봇
형식 기준

형식 일람

주. 형식 기준은 형식을 통해 사양 등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했습니다. 
각 기호를 조합한 모든 형식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번호 항목 기호 사양

① 산업용 로봇

② 성능 수준 2 Pro

③ 버전 0

④ 구성
1 표준

3 Add-On

⑤ 로봇 타입 4 Hornet

⑥ 사이즈 56 565mm

⑦ 클린 룸/IP
0 표준

1 IP65/67

⑧ 축 수
0 3축

4 4축

Hornet

17 2 0 1 - 4 56 0 0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번호 항목 기호 사양

① 산업용 로봇

② 성능 수준 2 Pro

③ 버전 1

④ 구성
3 Add-On

4 with EX Controller

⑤ 로봇 타입 2 Quattro

⑥ 사이즈
60 650mm

63 800mm

⑦
클린 룸
/IP/HS

0 표준

1 HS

2 IP65/67

⑧ 옵션

0 P30

1 P31

2 P32

4 P34

Quattro

17 2 1 4 - 2 60 0 0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타입 형식

Hornet 565 4축 17201-45604

Hornet 565 3축 17201-45600

Hornet 565 4축 IP65/67 17201-45614

Hornet 565 3축 IP65/67 17201-45610

Hornet 565 4축(Add on) 17203-45604

Hornet 565 3축(Add on) 17203-45600

Hornet 565 4축 IP65/67(Add on) 17203-45614

Hornet 565 3축 IP65/67(Add on) 17203-45610

Quattro 650H　P30 17214-26000

Quattro 650H　P31 17214-26001

Quattro 650H　P32 17214-26002

Quattro 650H　P34 17214-26004

Quattro 650H　P30 IP65/67 17214-26020

Quattro 650H　P31 IP65/67 17214-26021

Quattro 650H　P32 IP65/67 17214-26022

Quattro 650H　P34 IP65/67 17214-26024

Quattro 650HS　P30 17214-26010

Quattro 650HS　P31 17214-26011

Quattro 650HS　P32 17214-26012

Quattro 650HS　P34 17214-26014

Quattro 800H　P30 17214-26300

Quattro 800H　P31 17214-26301

Quattro 800H　P32 17214-26302

Quattro 800H　P34 17214-26304

Quattro 800HS　P30 17214-26310

Quattro 800HS　P31 17214-26311

Quattro 800HS　P32 17214-26312

Quattro 800HS　P34 17214-26314

타입 형식

Quattro 800H　P30 IP65/67 17214-26320

Quattro 800H　P31 IP65/67 17214-26321

Quattro 800H　P32 IP65/67 17214-26322

Quattro 800H　P34 IP65/67 17214-26324

Quattro 650H　P30(Add on) 17213-26000

Quattro 650H　P31(Add on) 17213-26001

Quattro 650H　P32(Add on) 17213-26002

Quattro 650H　P34(Add on) 17213-26004

Quattro 650HS　P30(Add on) 17213-26010

Quattro 650HS　P31(Add on) 17213-26011

Quattro 650HS　P32(Add on) 17213-26012

Quattro 650HS　P34(Add on) 17213-26014

Quattro 650H　P30 IP65/67(Add on) 17213-26020

Quattro 650H　P31 IP65/67(Add on) 17213-26021

Quattro 650H　P32 IP65/67(Add on) 17213-26022

Quattro 650H　P34 IP65/67(Add on) 17213-26024

Quattro 800H　P30(Add on) 17213-26300

Quattro 800H　P31(Add on) 17213-26301

Quattro 800H　P32(Add on) 17213-26302

Quattro 800H　P34(Add on) 17213-26304

Quattro 800HS　P30(Add on) 17213-26310

Quattro 800HS　P31(Add on) 17213-26311

Quattro 800HS　P32(Add on) 17213-26312

Quattro 800HS　P34(Add on) 17213-26314

Quattro 800H　P30 IP65/67(Add on) 17213-26320

Quattro 800H　P31 IP65/67(Add on) 17213-26321

Quattro 800H　P32 IP65/67(Add on) 17213-26322

Quattro 800H　P34 IP65/67(Add on) 17213-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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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라 로봇
형식 기준

형식 일람

주. 형식 기준은 형식을 통해 사양 등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했습니다. 
각 기호를 조합한 모든 형식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번호 항목 기호 사양

① 산업용 로봇

② 성능 수준 2 Pro

③ 버전 0

④ 구성
1 표준

3 Add-On

⑤ 로봇 타입 1 Cobra

⑥ 사이즈

45 450mm

50 500mm

65 650mm

⑦ 클린 룸/IP 0 표준

⑧ 옵션 0 없음

Cobra 450/500/650

17  2 0 1 - 1 45 0 0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번호 항목 기호 사양

① 산업용 로봇

② 성능 수준

0 Lite

1 Standard

2 Pro

③ 버전 1

④ 구성

0 ePLC 미대응

1 표준

3 Add-On

⑤ 로봇 타입 1 Cobra/eCobra

⑥ 사이즈

60 600mm

80 800mm

84 800mm Inverted

⑦ 클린 룸/IP

0 표준

1 Class 10

3 IP65(600mm는 미대응)

⑧ 옵션 0 없음

eCobra 600/800/800Inverted

17  0 1 0 - 1 60 0 0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타입 형식

Cobra 450 17201-14500

Cobra 500 17201-15000

Cobra 650 17201-16500

eCobra 600 Lite 17010-16000

eCobra 600 Standard 17111-16000

eCobra 600 Pro 17211-16000

eCobra 600 Lite 클린 룸 대응 17010-16010

eCobra 600 Standard 클린 룸 대응 17111-16010

eCobra 600 Pro 클린 룸 대응 17211-16010

eCobra 800 Lite 17010-18000

eCobra 800 Standard 17111-18000

eCobra 800 Pro 17211-18000

eCobra 800 Lite 클린 룸 대응 17010-18010

eCobra 800 Standard 클린 룸 대응 17111-18010

eCobra 800 Pro 클린 룸 대응 17211-18010

eCobra 800 Lite IP65 17010-18030

eCobra 800 Standard IP65 17111-18030

eCobra 800 Pro IP65 17211-18030

eCobra 800 Inverted Lite 17010-18400

eCobra 800 Inverted Standard 17111-18400

eCobra 800 Inverted Pro 17211-18400

eCobra 800 Inverted Lite 클린 룸 대응 17010-18410

eCobra 800 Inverted Standard 클린 룸 대응 17111-18410

eCobra 800 Inverted Pro 클린 룸 대응 17211-18410

타입 형식

eCobra 800 Inverted Lite IP65 17010-18430

eCobra 800 Inverted Standard IP65 17111-18430

eCobra 800 Inverted Pro IP65 17211-18430

Cobra 450(Add on)  17203-14500

Cobra 500(Add on) 17203-15000

Cobra 650(Add on) 17203-16500

eCobra 600 Standard(Add on) 17113-16000

eCobra 600 Pro(Add on) 17213-16000

eCobra 600 Standard 클린 룸 대응(Add on) 17113-16010

eCobra 600 Pro 클린 룸 대응(Add on) 17213-16010

eCobra 800 Standard(Add on) 17113-18000

eCobra 800 Pro(Add on) 17213-18000

eCobra 800 Standard 클린 룸 대응(Add on) 17113-18010

eCobra 800 Pro 클린 룸 대응(Add on) 17213-18010

eCobra 800 Standard IP65(Add on) 17113-18030

eCobra 800 Pro IP65(Add on) 17213-18030

eCobra 800 Inverted Standard(Add on) 17113-18400

eCobra 800 Inverted Pro(Add on) 17213-18400

eCobra 800 Inverted Standard
클린 룸 대응(Add on)

17113-18410

eCobra 800 Inverted Pro 클린 룸 대응(Add on) 17213-18410

eCobra 800 Inverted Standard IP65(Add on) 17113-18430

eCobra 800 Inverted Pro IP65(Add on) 17213-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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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다관절 로봇
형식 기준

형식 일람

주. 형식 기준은 형식을 통해 사양 등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했습니다. 
각 기호를 조합한 모든 형식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번호 항목 기호 사양

① 산업용 로봇

② 성능 수준 2 Pro

③ 버전 0

④ 구성
1 표준

3 Add-On

⑤ 로봇 타입 3 Viper

⑥ 사이즈

60 650mm

80 850mm

84 800mm Inverted

⑦ 클린 룸/IP

0 표준

1 IP54/65

3 Class 10

⑧ 옵션 0 없음

Viper

17  2 0 1 - 3 60 0 0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타입 형식

Viper 650 17201-36000

Viper 650 클린 룸 대응 17201-36020

Viper 650 IP54/65 17201-36010

Viper 850 17201-38000

Viper 850 클린 룸 대응 17201-38020

Viper 850 IP54/65 17201-38010

Viper 650(Add on) 17203-36000

Viper 650 클린 룸 대응(Add on) 17203-36020

Viper 650 IP54/65(Add on) 17203-36010

Viper 850(Add on) 17203-38000

Viper 850 클린 룸 대응(Add on) 17203-38020

Viper 850 IP54/65(Add on) 17203-3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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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명칭 명칭/사양 형식

로봇 컨트롤러 SmartController EX 본체 19300-000

펜던트

T20 펜던트 본체, 10m 케이블 부속 10046-010

T20 펜던트 Jumper 플러그 10048-000

T20 펜던트 벽면 설치 브라켓 10079-000

T20 어댑터 케이블 3m 10051-003

센서 컨트롤러 SmartVision MX 본체 14189-901

카메라

GigE PoE, 640×480도트, 120fps, 흑백,
CCD(1/4인치 상당), 10m 카메라 케이블 부속

24114-100

GigE PoE, 640×480도트, 120fps, 컬러,
CCD(1/4인치 상당), 10m 카메라 케이블 부속

24114-101

GigE PoE, 1296×996도트, 30fps, 흑백,
CCD(1/3인치 상당), 10m 카메라 케이블 부속

24114-200

GigE PoE, 1296×996도트, 30fps, 컬러,
CCD(1/3인치 상당), 10m 카메라 케이블 부속

24114-201

GigE PoE, 1600×1200도트, 60fps, 흑백,
CMOS(1/1.8인치 상당), 10m 카메라 케이블 부속

24114-250

GigE PoE, 1600×1200도트, 60fps, 컬러, 
CMOS(1/1.8인치 상당), 10m 카메라 케이블 부속

24114-251

GigE PoE, 2048×2048도트, 25fps, 흑백,
CMOS(1인치 상당), 10m 카메라 케이블 부속

24114-300

GigE PoE, 2046×2046도트, 25fps, 컬러, 
CMOS(1인치 상당), 10m 카메라 케이블 부속

24114-301

 벨트 엔코더
(컨베이어 트래킹)

엔코더 키트 IP65 09742-001

Y-어댑터 케이블 3m 09443-000

엔코더 연장 케이블 5m 09446-050

SCEX-BELT Y어댑터 통신 케이블 0.5m 09550-000

XBELT IO 케이블 0.6m 13463-000

확장 I/O

IO Blox 로봇 접속용, 입력 8점, 출력 8점, 
0.3m 케이블 부속

90356-30200

IO Blox 확장용, 입력 8점, 출력 8점, 0.3m 케이블 부속 90356-30100

IO Blox 로봇 접속용 케이블 3m 04677-030

IO Blox 확장용 케이블 0.3m 04679-003

IO Blox 확장용 케이블 3m 04679-030

XIO, 입력 12점, 출력 8점, 1.8m 케이블 부속 90356-40100

프론트 판넬
프론트 판넬 본체 90356-10358

프론트 판넬 케이블 3m 10356-10500

전원/케이블

AC 전원 케이블 5m 04118-000

DC24V 전원 케이블 5m 04120-000

DC24V 전원, 6.5A, 150W(커버 부착 타입) S8FS-G15024C

DC24V 전원, 6.5A, 150W(커버 부착, DIN 레일 설치 타입) S8FS-G15024CD

IEEE 1394 케이블 4.5m 13632-045

eAIB XSYSTEM 케이블 어셈블리 1.8m 13323-000

DB9 splitter 0.3m 00411-000

eAIB XSYS 케이블 4.5m 11585-000

Ethernet 통신 케이블 XS6W-6LSZH8SS□□□CM-Y

산업용 스위칭 허브   W4S1-05C

솔레노이드 키트 eCobra용 028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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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매뉴얼

케이블 씰 키트

Hornet 565 IP65/67용, Quattro 650HS IP65/67용, Quattro 800HS 
IP65/67용

08765-000

Quattro 650HS 표준용/Quattro 800HS 표준용 09564-000

eCobra 800 IP65/67용 04813-000

eCobra 800 Inverted IP65용 09073-000

ACE 라이센스

Automation Control Environment(ACE)
당사 Web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ia.omron.co.kr

ACE PackXpert 09187-000

ACE Sight Vision Software 01056-030

ACE PackXpert with ACE Sight Vision
본 라이센스에는 ACE Sight Vision Software가 포함됩니다.

09187-010

관련 상품

머신 오토메이션 컨트롤러
NJ/NX/NY 시리즈

NJ/NX/NY

오토메이션 소프트웨어
Sysmac Studio

SYSMAC-SE2□□□

소프트웨어 기능 부품집
Sysmac Library
Adept 로봇 제어 라이브러리

SYSMAC-XR009

Man. No. 매뉴얼 명칭

SBCE-381 로봇 안전 가이드

SBCE-098 스카라 로봇 Cobra 450/500/650 사용자 매뉴얼

SBCE-384 스카라 로봇 eCobra 600/800/800 천장 설치 타입 사용자 매뉴얼

SBCE-385 스카라 로봇 eCobra 600/800/800 천장 설치 타입 ePLC 스타트 업 가이드

SBCE-386 패러럴 로봇 Hornet 565 스타트 업 가이드

SBCE-387 패러럴 로봇 Hornet 565 사용자 매뉴얼

SBCE-388 패러럴 로봇 Quattro 650H/650HS/800H/800HS 사용자 매뉴얼

SBCE-389 패러럴 로봇 Quattro 650H/650HS/800H/800HS ePLC 스타트 업 가이드

SBCE-390 수직 다관절 로봇 Viper 650/850 eMB-60R 사용자 매뉴얼

SBCE-391 수직 다관절 로봇 Viper 650/850 ePLC 스타트 업 가이드

SBCE-392 티칭 펜던트 T20 사용자 매뉴얼

SBCE-393 로봇 컨트롤러 SmartController EX 사용자 매뉴얼

SBCE-394 Automation Control Environment 오퍼레이션 매뉴얼

SBCE-395 eV+언어 사용자 매뉴얼

SBCE-396 eV+언어 레퍼런스 매뉴얼

SBCE-397 eV+ OS 사용자 매뉴얼

SBCE-398 eV+ OS 레퍼런스 매뉴얼

SBCE-399 센서 컨트롤러 SmartVision MX 사용자 매뉴얼

SBCE-400 로봇용 화상 센서 소프트웨어 레퍼런스 매뉴얼

노동안전위생규칙 제36조제31호 및 32호에서 산업용 로봇의 교시 등을 실시하는 작업 또는 검사ㆍ수리
ㆍ조정 등을 실시하는 작업은 노동안전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에 해당합니다.
노동안전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사업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또는 위생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의 책임하에 위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안전 대책을 실시해 주십시오.
로봇 안전 가이드 및 당사 로봇 시스템 상품 관련 자료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준수해도 산업용 로봇이 
일으키는 인명 사고 또는 기기의 손상을 회피하는 것은 보증할 수 없습니다. 

명칭 명칭/사양 형식



MEMO

56



평소에 오므론 주식회사(이하 「당사」)의 상품을 애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 상품」의 구입에 대해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구입처에 관계없이 본 동의 사항의 기재 조건을 적용합니다. 동의하신 후에 주문해 
주십시오.
 
1. 정의

본 동의 사항 중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 상품」 : 「당사」의 FA 시스템 기기, 범용 제어 기기, 센싱 기기, 전자ㆍ기구 부품
② 「카탈로그 등」 : 「당사 상품」에 관한 베스트 제어 기기 카탈로그, 전자ㆍ기구 부품 종합 카탈로그, 기타 카탈로그, 사양서, 취급 설명서, 매뉴얼 

등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③ 「이용 조건 등」 :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당사 상품」의 이용 조건, 정격, 성능, 작동 환경, 취급 방법, 이용 상의 주의, 금지 사항, 기타
④ 「고객 용도」 : 「당사 상품」을 고객께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고객께서 제조하는 부품, 전자 기판, 기기, 설비 또는 시스템 등에 대한 「당사 상품」

의 내장 또는 이용을 포함합니다. 
⑤ 「적합성 등」 : 「고객 용도」에서 「당사 상품」의 (a)적합성, (b)동작, (c)제3자의 지적 재산 비침해, (d)법령 준수 및 (e)각종 규격 준수

2. 기재 사항의 주의
「카탈로그 등」의 기재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① 정격값 및 성능값은 단독 시험의 각 조건 하에서 얻어진 값으로, 각 정격값 및 성능값의 복합 조건 하에서 얻을 수 있는 값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참고 데이터는 참고로 제공하는 것으로 그 범위에서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이용 사례는 참고이므로 「당사」는 「적합성 등」에 대해 보증하기 힘듭니다. 
④ 「당사」는 개선이나 당사 사정 등에 의해 「당사 상품」의 생산을 중지 또는 「당사 상품」의 사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시의 주의
채택 및 이용 시에는 다음 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① 정격ㆍ성능 외에 「이용 조건 등」을 준수하여 이용해 주십시오. 
② 고객께서 직접 「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당사 상품」의 이용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오. 
 「당사」는 「적합성 등」을 일절 보증하기 힘듭니다. 
③ 「당사 상품」이 고객의 시스템 전체에 대해 의도한 용도로 적절히 배전ㆍ설치되었는지 고객께서 직접,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④ 「당사 상품」을 사용할 때는 (ⅰ)정격 및 성능에 대해 여유가 있는 「당사 상품」의 이용, 여유 설계 등의 안전 설계, (ⅱ) 「당사 상품」이 고장 나도 

「고객 용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 설계, (ⅲ)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안전 대책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구축, (ⅳ) 「당사 상품」 및 
「고객 용도」의 정기적인 유지 보수 등 각 사항을 실시해 주십시오. 

⑤ 「당사 상품」은 일반 공업 제품용 범용품으로 설계 제조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게재된 용도의 사용은 의도하지 않고 있어, 고객께서 「당사 상품」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때 「당사」는 「당사 상품」에 대해 

일절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에 게재된 용도라도 「당사」가 의도한 상품 용도인 경우나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a) 높은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용도(예: 원자력 제어 설비, 연소 설비, 항공ㆍ우주 설비, 철도 설비, 승강 설비, 오락 설비, 의료용 기기, 안전 

장비, 기타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용도)
(b) 높은 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용도(예: 가스ㆍ수도ㆍ전기 등의 공급 시스템, 24시간 연속 운전 시스템, 결제 시스템 외 권리ㆍ재산을 

취급하는 용도 등)
(c) 까다로운 조건 또는 환경에서의 용도(예: 실외에 설치하는 설비, 화학적 오염을 입는 설비, 전자적 방해를 받는 설비, 진동ㆍ충격을 받는 

설비 등)
(d) 「카탈로그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조건이나 환경에서의 용도

⑥ 상기 3. ⑤(a)부터 (d)에 기재된 것 이외에 「본 카탈로그 등의 기재 상품」은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이하 동일)용이 아닙니다. 자동차에 
탑재하는 용도로는 이용하지 마십시오. 자동차 탑재용 상품에 대해서는 당사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4. 보증 조건
「당사 상품」의 보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증 기간: 구입 후 1년간으로 합니다.(단, 「카탈로그 등」에 별도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② 보증 내용: 고장난 「당사 상품」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당사」 임의의 판단으로 실시합니다. 

(a) 당사 유지 보수 서비스 거점에서 고장난 「당사 상품」의 무상 수리(단, 전자ㆍ기구 부품에 대해서는 수리 대응하지 않습니다.)
(b) 고장난 「당사 상품」과 동일한 수의 대체품 무상 제공

③ 보증 대상 외: 고장의 원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a) 「당사 상품」 본래의 사용 방법 이외의 이용
(b) 「이용 조건 등」에서 벗어난 이용
(c) 본 동의 사항 「3. 이용 시의 주의」에 반하는 이용
(d) 「당사」 이외에서의 개조, 수리에 의한 경우
(e) 「당사」 이외의 자가 이용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한 경우
(f) 「당사」 출하 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예견할 수 없었던 원인
(g) 상기 이외 「당사」 또는 「당사 상품」 이외의 원인(자연 재해 등의 불가항력을 포함)

5. 책임의 제한
본 동의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이 「당사 상품」에 관련된 보증의 전부입니다.
「당사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 및 「당사 상품」의 판매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수출 관리
「당사 상품」 또는 기술 자료를 수출 또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장무역관리에 관한 국내 및 관계 각국의 법령ㆍ규제를 준수해 
주십시오. 고객께서 법령ㆍ규칙에 위반할 경우에는 「당사 상품」 또는 기술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므론 상품을 구입하신 고객 여러분께

동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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