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용도에 적합한 케이블 어셈블리

LAPP의 ÖLFLEX® CONNECT SERVO 어셈블리 - 
서보 어셈블리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개요

서보 시스템 제조사가 제공하는 "완벽한 시장 솔루션"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솔루션은 서보 컨트롤러, 모터, 케이블 
어셈블리로 이루어지며, "시스템 보증 수반"이나 "협업을 위한 설계 
또는 최적화"와 같은 화려한 마케팅 용어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케이블 제조사와 달리, 서보 시스템 솔루션 제공업체로부터 기존의 
정해진 종류의 제품공급을 통해 고정설치 또는 가동형 용도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받게 됩니다. 때로는 실제 요구되는 
어플리케이션상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가속도의 정도 등에 
상관없이 움직임이 필요한 모든 가동형 솔루션을 일괄적으로 
접목하게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구동부의 이동 속도가 
0.1m/s(목재 가공작업 또는 해당 원재료 취급 시)부터 10m/s( 
신속한 이동 및 제어를 요하는 다양한 기계 또는 와이어본더 등)에 
이르는 모든 움직임 어플리케이션상에 있어서 각각의 현장여건을 
고려한 어셈블리 제품의 공급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케이블 전문가와 장비 설계자는 여러 가지 현장조건을 고려해야
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어셈블리 제품의 접목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서보 시스템 
설계를 이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간단한 방법을 
원하신다면, 알아야 할 몇 가지 요령과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용도 및 선택 기준

  기계적 성능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 요인이 케이블 어셈블리의 성능과 품질을 
결정합니다. 움직임과 가속도를 견디는 능력, 그리고 케이블 피복 
재료와 도체의 설계입니다.

• 피복 재료

고정 용도에서 PVC는 널리 사용될 뿐 아니라 비용 또한 
효과적이고 도체의 절연을 위해 적합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케이블 
피복 또는 재킷의 기본 재료입니다.

반면에 체인시스템의 가동 (Moving) 여건을 고려하여야할 
경우에는 높은 속도와 가속도가 요구됩니다. 경도와 뛰어난 
내마모성 덕분에 PUR은 이러한 용도에 적합한 재료입니다. 주로 
드래그 체인에 사용되는 PUR, TPE 또는 폴리아미드처럼 단단하고 
견고한 소재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마모에 잘 견디기 때문입니다.

비용 문제와 관련된 사업성 측면에서, 단선 PUR 케이블은 PVC 
케이블과 비교하였을때, 케이블의 규격 (도체 크기와 코어의 수 
등)에 따라 비용이 최고 2~3배까지 더 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오히려 비용은 적게 들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는데 굳이 
저속 이동 용도에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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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체 설계

전도체 설계는 지속적인 굽힘 작용을 견디는 케이블의 능력에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작용의 종류(굽힙 또는 비틀림)에 따라 
케이블의 강도와 케이블을 꼬고 비트는 방식, 케이블이 견딜 수 
있는 굽힘의 주기 등이 다를 수 있으며,이에 따라 도체의 설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전기적 성능

최근 개발된 서보 시스템의 한 가지 주요 관심사는, 유례없이 
증가하는 모터의 동작 속도 때문에 점점 빈번하고 심해지는 
전자기적 간섭을 케이블 어셈블리가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에 대해 간략히 표현하자면 차폐 즉 편조 실드의 
품질향상의 필요성 대두되었으며,보다 견고해진 어셈블리 
제품으로의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편조는 
적절하게 접지되어야 하는데, 어셈블리의 양 끝부분이 전체적으로 
360도 하우징 내벽 둘레에 모두 연결되므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접지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물론 선택한 케이블과 커넥터 사양들은 모두가 고품질의 
적합한 EMC 차폐 성능을 결정짖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스트 및 어셈블리

개별 구성부품의 품질뿐 아니라 어셈블리 과정과 완성된 서보 
어셈블리의 테스트도 시스템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LAPP의 혁신적인 신세대 %LFLEX® SERVO는 반자동 어셈블리와 
테스트 과정을 제공하여 완제품의 고품질을 더욱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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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재킷

내부 절연 재킷

주석도금
구리편조 차폐

구리도체

접지용 Drain wire 를 포함한  
차폐형 브레이크 페어 케이블 (1 pair)

혁신적인 케이블 어셈블리 솔루션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십시오!

%LFLEX® CONNECT SERVO:
LAPP 제작 서보 시스템

LAPP는 다음 3 가지 유형의 서보모터 전원선 어셈블리 제품을 
제공합니다.

• 기본 라인(Basic Line)

%LFLEX® SERVO PVC 기본 라인은 정적 요건에 가장 적합합니다. 
Siemens® PVC 6FX-5002 표준에 따라 설계된 제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에 맞는 기능성 케이블

 • PVC 외부 피복

 • 전기적인 노이즈 보호용 컨넥터

 • 1.5mm2 규격의 브레이크선 포함 

• 코어 라인(Core Line)

반자동 생산 라인에 적합한 %LFLEX®SERVO PVC 코어 라인은 내부 
재킷이 있는 PVC 피복이 딸려 있습니다. 왕복운동 길이는 10m 이며, 
최대 100m 까지 작용이 가능합니다. 코어의 단면적이 1.5mm² 
인 코어 라인은 길이가 100m 넘는 케이블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긴 거리를 작동하는 동안 브레이크 말단에서 높은 전압강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APP 코어 라인 제품:

• Siemens PVC 6FX-5002용 %LFLEX® SERVO 코어 라인 

목재 가공 설비 또는 공정 등,  저속 이동 어셈블리 체인, 장비 
패키지 등 경부하 동력 체인(또는 저속 이동) 용도에 이상적입니다. 
이 제품에는 매우 많은 체인 사이클 수와 높은 가속도 기능이 
수반되어 체인 움직임에 더욱 유리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적인 노이즈 보호용 컨넥터

 • 신규 및 차폐형 PVC 서보 케이블

 • 접지용 전선( Drain wire )가 포함된 차폐형 브레이크 페어로 
  더욱 신속한 어셈블리 차폐 기능 

 • 1.5mm2 규격의 브레이크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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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차폐는 두 개의 금속 슬리브 사이에 압착됩니다. 
슬리브로 하우징의 넓은 부분을 덮어서 360° EMC 차폐를 
제공합니다.

신규 커넥터 기존 커넥터

경쟁 제품 차폐성능
검사 -47dB

LAPP 어셈블리제품
차폐성능 검사 -53dB

스크린 감쇠 (62153-4-4 Ed. 2 draft  PSL 4353 C 4x2,5mm2  Finish 45/12m.
100.0kHz - 3.0 GHz Meßlange: 0.75m 

주
파
수
 f/

M
H
z



• 확장 라인(Extended Line)

%LFLEX® SERVO 확장 라인은 보다 빠르고 긴 가동거리에서 
적합하며, 고속 가동 수평이동거리가 최대 100m에 이르는 드레크 
체인 시스템상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Siemens® PUR 
6FX-8002 표준에 따라 설계되어졌으며, 제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통적인 케이블 제조와 어셈블리

 • 전기적인 노이즈 보호용 컨넥터

 • 1.5mm2 규격의 브레이크선 포함

• Siemens PUR 6FX-8002용 %LFLEX® SERVO 코어 라인 
생산현장내 케이블 체인시스템에 있어서 더욱 더 빠른 움직임을 
요할때 적합하며 가격 경쟁력 역시 뛰어난 저희 PUR 코어라인 
제품은 가동형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생산라인의 80% 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한 노이즈 차폐형 커넥터

 • 신규 및 PUR 서보케이블 (무독성:할로젠 프리)

 • 접지용 전선 (Drain wire) 가 포함된 차폐형 브레이크 페어로 
  더욱 신속한 어셈블리 차폐 기능

 • 1.5mm2 규격의 브레이크선 포함

제품 선택 비교표

다음 표는 Siemens® 6FX-5002 (PVC) 라인용 %LFLEX® SERVO 코어 라인과 다른 제품을 비교한 것입니다.

표 1: %LFLEX® SERVO 코어 라인 PVC 6FX-5002

SIEMENS® 제품Basic LineCore LinePVC 6FX-5002

최고 0.5m/s최고 5m/s최고 3m/s이동 속도

최고 2m/s2  최고 2m/s2 최고 3m/s2가속

최대 5 m최대 10 m최대 10 m이동 거리

5 x 외부 직경6 x 외부 직경4 x 외부 직경고정 굽힘 반경(최소)

 성능

100,000 사이클최소 2 백만 사이클최소 5 백만 사이클사이클 수

해당 없음예예조작 방지 커넥터

해당 없음해당 없음예
반자동 어셈블리를 
통해 개선된 품질

예예예
전체 구성부품

(컨트롤러 및 드라이브 커넥터, 
케이블)

온도 범위
-20 ~ 80°C 

 (고정)
-40 ~ 80°C

 (고정)
-20 ~ 80°C 

 (고정)

해당 없음예예개선된 EMC 차폐

예예예IP67

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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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LFLEX® SERVO 코어 라인 PUR 6FX-8002

제품 선택 비교표

다음 표는 Siemens® 6FX-8002 (PUR) 라인용 %LFLEX® SERVO 코어 라인과 다른 제품을 비교한 것입니다.

SIEMENS® 제품Extended LineCore LinePUR 6FX-8002

최고 5m/s최고 5m/s최고 3m/s이동 속도

 최고 50m/s2 최고 50m/s2 최고 3m/s2가속

최고 50m최고 100m최고 10m이동 거리

7.5 x 외부 직경7.5 x 외부 직경7.5 x 외부 직경변동 굽힘 반경(최소)

 성능

최소 10 백만 사이클최소 10 백만 사이클최소 10 백만 사이클사이클 수

해당 없음예예조작 방지 커넥터

해당 없음해당 없음예
반자동 어셈블리를 
통해 개선된 품질

예예예
전체 구성부품

(컨트롤러 및 드라이브 커넥터, 
케이블)

온도 범위
-20 ~ 60°C
(연속 가요선)

-20 ~ 90˚C
(연속 가요선)

-20 ~ 90˚C
(연속 가요선)

해당 없음예예개선된 EMC 차폐

예예예IP67

어셈블리

 • 어셈블리 제품의 구조상 케이블의 실드를 360도에 걸쳐 
  컨넥터 내부에서 연결되도록 함으로서 경쟁되는 제품들과 
  비교하였을때 4배 더 우수한 EMC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술적으로 내부적인 반자동 공정 어셈블리 공정을 통해 
  케이블의 외피를 제거하고 차폐 기능을 하는 실드층을 고르게 
  분배하 컨넥터측 하우징내부에 보다 확실하게 접촉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가능해 졌으며, 이를 통해 전자기 
  영향으로부터의 신호전송에러를 줄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와어어링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 차폐성능  검사에서 전반적으로 400%(또는 6dB) 개선

모든 %LFLEX® SERVO 전원선 케이블 제품(코어 라인 포함)
은 인터콘텍 버전 4.0 커넥터(규격 1)와 함께 제공되어 다음과 
같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 비인가 인원이 서큘러 커넥터를 임의로 해체 또는 열 수
  없는 조작 방지 기능

 • 내전압 및 절연 강화를 위한 플라스틱 코팅 적용

 • IP67 호환성

 • 적용온도범위 -20 ~ 90°C

 • 반자동 제조 어셈블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 구현

여러분들은 저희 엔지니어링 전문팀이 고객의 요청사항 등을 바탕으로 설계하고, 제작 공급하게되는 제품들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춤형 디자인의 어셈블리 제품이 필요하시다면 Lapp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표시된 제품의 수치는 실온에서의 명목값입니다. 자세한 수치(예: 공차)는 요청에 따라 제공됩니다. Siemens® 부품 명칭(6FX5002/8002)은 Siemens AG의 등록 상표이며, 오로지 비교 목적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사진과 그래픽은 축척에 따른 것이 아니며 개별 제품의 상세 이미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부인 성명
본 백서는 오직 참고용으로 배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LAPP는 업계에서 개발된 가능한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노력했으며, 유일한 의무 사항은 본 제품의 표준 판매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포함된 상기 비교 데이터값들과 밴딩사이클들은 가이드 밸류로서 기대되는 라이프 사이클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법적구속력을 갖지않습니다. 특히 이동거리,가속도와 가동속도는 매우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상에서 지속적으로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게되는 최대값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위 표현한 데이터값들에 대해서 수정 및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메일: dowoomi@lappgroup.com   연락처: 1644-7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