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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원리로 다양한 디자인 및 재질 선정을 

제공하는 igus 직동 가이드 

더 높은 속도와 하중이 가능해진 drylin ZLW 신규 버젼 출시 

 

모션 플라스틱 전문 기업 igus가 신제품 drylin ZLW 모듈형 키트를 공개했다. 

직동 가이드 구현에 필요한 레일의 재질과 디자인의 폭과 높이, 플라스틱 

소재를 요구 사항에 따라 구성해 바로 설치 가능한 형태로 조립 배송해주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에게 무한한 설계의 자유와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급유와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직동 가이드 drylin은 기계 및 플랜트 제조업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구스의 효자 품목 중 하나다. 한국 이구스의 직동 

가이드 프로덕트 매니져 김성우 부장은 “유저의 요구사항에 정확히 맞는 

솔루션을 재고에서 즉시 공급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직동 가이드의 

경우, 가이드 레일이나 캐리지, 모터 등 각 구성 요소 하나 하나를 개별 구매해 

조립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고 설명한다.  

igus는 이러한 설계 엔지니어들의 복잡한 제품 구성 과정에 착안해 유저들이 

개별적인 가이드 디자인을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는 drylin ZLW 축 모듈러 

키트를 개발했다.  모듈 키트를 통해 레일의 폭이나 이송부의 디자인을 

이전보다 훨씬 간소화된 과정으로 빠르고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타이밍 벨트의 낮은 프로파일 덕분에 작은 설치 공간도 문제 없으며, 알루미늄 

또는 스레인리스 강 소재의 레일 및 캐리지를 추가 주문할 수도 있다.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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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이 필요한 경우 igus 모터를 신청하거나 사용 중인 모터를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디자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iglidur A350이나 A500등의 FDA 승인 재질로 식품 산업에 이미 상당 부분 

적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베어링 iglidur의 조합도 장점으로 작용한다. 김성우 

부장은 “ZLW 직동 축은 대부분의 소재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있어 

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재고에서 조립이 바로 가능한 품목으로 조립’되어 식품 

산업 적용에 있어 매우 큰 장점을 지닙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대 사용 수명 조합을 테스트를 통해 증명한 플라스틱 라이너 재질은 

iglidur E7이다. 식품 산업 외에 적용 분야에 따라 적합한 iglidur재질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한 온라인 툴이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다.(www.igus.kr/iglidur) 

 

drylin ZLW의 신규 버전 : 더 높은 속도와 하중 수용력 

drylin ZLW 제품군에 ZLW-20의 새로운 설치 사이즈가 추가됐다. 최대 하중 75 

kg과 최대 스트로크 3,000 밀리미터를 지원한다.  넓은 드라이브 벨트로 하중에 

따라 5 m/s이상의 높은 속도도 구현이 가능하다.  철심이 보강된 폴리우레탄 

타이밍 벨트는 필요한 벨트 텐션을 조정해 캐리지 중앙에 고정된다.  

깊은 홈 볼 베어링을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견고한 지지 능력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방형 설계로 세척 또한 용이하다. 수중 사용이 필요한 

경우, 특수 벨트 옵션을 추가하면 된다. 

 

연속 작동에서도 조용한 작동과 긴 사용 수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식품 산업 

외에도 연구소나 실험 장비 적용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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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캡션: 

 

 

사진 PM3416-1 

레일 및 캐리지를 원하는 디자인과 재질로 설계할 수 있는 drylin ZLW 모듈 

시스템. (출처: igus Gmb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