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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스 솔루션.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이구스와 함께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을 달성하세요.

이구스가 수 년간 고수해온 제품 개발 목표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모두가 어려운 202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구스의 혁신이 담긴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력 향상과 비용 절감이 가능한 이유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이구스 솔루션."

혁신적인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Frank Blase

대표 이사

고객 여러분께,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이구스 솔루션. 홈 오피스 개척자의 본거지

이구스 디지털 가상 부스를 체험하세요

igus® Academy – 모션 플라스틱 

전문가가 제공하는 무료 웨비나

웨비나에서는 재질 원리에서 프로젝트 계획, 

조립 및 설치 지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영역을 

다룹니다. 또한 플라스틱 재활용, 자체 3D 프린터 

제작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제 확인 및 웨비나 등록 

www.igus.kr/academy

이구스 혁신 20 0 전시회 스탠드 ...
www.igus.kr/virtualexhibition
... 전문가 상담 예약 ...
www.igus.kr/expert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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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버메쎄2020 ... #전시했어야할제품들

igus® motion plastics® ... 100가지 이상의 신제품

예기치 못한 다운타임 방지
지능형 e-chain®

... 조립 시간 및 공간 소요 최소화
모듈 커넥트

... 중량 및 설치 시간 절약
YE.42 e-chain® 포함

... 비용 절감
브라켓 포함

... 비용 절감 ... 최대 95% 
설치 시간 절감

... 조립시간 40% 단축
E4.Q e-chain®

최상급의 가격대비 성능
WWW.IGUS.KR/PRICE-RATIO

... 최대 74.1% 
비용 절감

readychain® ...

e체인 ... 에너지 전달 솔루션 ...

chainflex® 케이블 ... ... 하네싱 서비스가 포함된 readycable®

타사 스틸 체인 YE.42.10.R.0

4.32.10.R.0 시리즈 E4.31L.100.R.0 series
TR.COB.01.40.Z1.0TR.911.966.108.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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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하중용 
신규 e체인 표준, 
5가지 내부 높이

사무 및 가구용 
신규 케이블 가이드

지퍼처럼 개방 및 밀폐 가능 낮은 설치 높이용 

 
협소한 설치 공간에서 
최대의 회전 각을 확보하기 위한 
e스풀 플렉스 회전 모듈

360° 회전, 플라스틱 가이드 
트러프 포함 일체형 시스템 

플라스틱 하이브리드 e체인 - 
고강도, 내진동성, 간편한 
조립이 가능한 컴팩트 디자인

행잉 어플리케이션용 모듈형 
에너지체인 시스템 e루프
 

하중이 낮은 로봇에 적용된 
케이블 가이드를 위한 새로운 
소형 드레스팩 시스템

최대 이동거리 1,000m까지 보호 
예기치 못한 다운 타임 방지

트러프에 포함된 이동거리 측정 
시스템은 EP.PR용 위치 데이터를 
전송하빈다.

 
loT 클라우드 연결이 통합 된 
온라인 서비스 수명 모니터링 
크로스바

사용 수명 계산기 - 
귀하의 e체인의 사용 수명을 
온라인으로 알아보고 
보증서를 발급 받아보세요

Autoglide5 - 
한 시간 내 설치가 가능한
버스바 시스템 대체 솔루션

매우 빠르고 간편한 설치, 
버스 바 시스템 대체

신제품 e체인 E4Q, 
3가지 추가 사이즈 이용 가능

낮은 설치 높이 및 비지지 
주행이 가능한 경제적인 
하이브리드 클린룸 주름형 튜브 

e-skin® 플랫 SKF 단일 
포드는 모듈형으로 쉽게 충진 
가능한 클린룸용 솔루션

비지지 주행이 가능한 
내분진성 케이블 가이드 

e스풀 플렉스 2.0 - 
슬립링 없이 전원, 데이터, 
유/공압을 안정적으로 가이드

마찰 최적화된 재질로 
내구성 향상

조립 시간 50% 단축 가능한 
신제품 스트레인 릴리프

UR10/UR10e 유니버셜 로봇 
케이블의 비접촉 가이드를 위한
파이버 로드 시스템

두 가지 신규 사이즈의 
비용 효율적인 직동 
드레스팩 시스템 

 8 페이지  10 페이지  12 페이지  14 페이지  16 페이지  18 페이지  22 페이지  24 페이지

 e-chain® & e-chain systems® ...

e-skin® SKY e-skin® flat 단일 포드 e-skin® flat 서포트 체인 e-spool® flex 2.0 CRM 회전 모듈 미니어처 회전 에너지 공급 e-chain® YE.1 e-loop

 e-chain® & e-chain systems® ...

36개월 품질 보증 오토글라이드5 가이드라이트 ECO e체인 E4Q e체인 E2.1 사무용 e체인 OCO.20 e-skin® SK e-skin® SKS

 26 페이지  28 페이지  30 페이지  32 페이지  34 페이지  36 페이지  38 페이지  40 페이지

 e-chain® & e-chain systems®  로봇용 e체인 및 e체인 시스템 ...  스마트 플라스틱

HS 글라이드 바 스트레인 릴리프 UR10/10e 파이버 로드 드레스팩 시스템 TR.RSEL 드레스팩 시스템 TR.RSEC isense EC.PR isense EC.PP isense EC.W.06

 42 페이지  44 페이지  48 페이지  50 페이지  52 페이지  54 페이지  56 페이지  5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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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PAPER:

Mehr Automatisierung in der Offshore-Industrie 
und der maritimen Wirtschaft
Mit erfolgreicher DNV-GL Zertifizierung der aktuellen Transformation 
einen Schritt voraus sein

April 2020

오프쇼어 산업에 필요한 
안전 재질 케이블

300V UL 전압의 이더넷 
케이블, 분리대 필요 없음

고성능 버스 케이블, 600V UL UL에 따른 고온 내성 케이블 
CF34.UL.D 및 CF35.
UL TPE 모터 케이블

 
작은 반경에 적합한 고급 데이터 
케이블 CF298 및 CF299, 
100% 향상된 더블 스트로크

로봇용 ±180°/m 토션에 적합한 
모터 케이블 CFROBOT7 

 
e-chains®에서 5 백만 
더블 스트로크를 보장하는 
경제적인 서보 케이블 

빠른 설계: SEW 
드라이브용 EPLAN 매크로

 
해외 여러 도시에 위치한 
생산 설비가 모두 갖추어진 
readycable® 공장

비지지 e체인용 통합형 
사용 수명 오프라인 모니터링

비용 절감 및 어플리케이션 사용 
수명 연장

 
UL승인 제품 생산, 
연구소 모니터링

글로벌 수명 보증 chainflex® 

300V UL 전압으로 초소형 
곡률 반경 및 장거리 이동을 
위한 DriveCliq 케이블

20% 설치 공간을 절약 하는 
TPE 심선 컨트롤 케이블

chainflex® CASE, 케이블 
릴링과 보관/운송비 절감

슬림 싱글 페어 이더넷 
케이블로 지속적인 이더넷 통신

Hybrid MS2N & IndraDrive MI,
최신 하이브리드 기술 -  
전원과 데이터를 하나의 케이블로

로봇용 확장형 케이블: 
하네싱, 바로 설치 가능 솔루션 

케이블 하네싱 & 특수한 환경을 
위한 바로 설치 가능 e체인 시스템

모듈 커넥트 어댑터, 
순식간에 연결 가능

 60 페이지  64 페이지  66 페이지  68 페이지  70 페이지  72 페이지  74 페이지  76 페이지

 chainflex® 케이블 ...  readycable®

DriveCliq 300V UL CFM 컨트롤 케이블 배송 드럼 단일 페어 이더넷 CF298/CF299 CFROBOT7 CF887 SEW EPLAN macros

 스마트 플라스틱  chainflex® 케이블 ...

isense EC.I.SU.02 가격 확인 UL 인증 연구소 표준 DNV-GL 300V UL 버스 케이블 CFBUS 600V UL 고온용 CF34/CF35 UL

 78 페이지  80 페이지  82 페이지  84 페이지  86 페이지  88 페이지  90 페이지  94 페이지

 readycable® 하네싱 케이블 ...  지속 가능한 igus®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케이블 확장형 케이블 고하중용 모듈 커넥트 어댑터 readycable® 공장

 96 페이지  97 페이지  98 페이지  100 페이지  102 페이지  104 페이지

green...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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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표준형 e체인 E4Q온라인으로 귀사의 e체인의 
사용 수명을 확인하고 보증서를 
발급 받아보세요

슬립 링 없는 
e스풀 플렉스 2.0
전원, 데이터 케이블 및 
유/공압 호스를 
작은 설치공간에서 
안정적으로 가이드

파이버로드 UR10/UR10e
협동 로봇에 안정적으로 케이블 
가이드 할 수 있는 체인

행잉 어플리케이션용 모듈형 
e루프 에너지 체인 시스템

e스킨 플랫 SKF 싱글 포드 - 
간편한 케이블 충진, 컴팩트 
사이즈, 모듈방식으로 조립 
가능한 클린 산업용 제품

간단히 조립/설치가 가능한 
스트레인 릴리프

최대 1,000m 이동 거리까지 
구현 가능.제품 파손으로 인한 
다운타임 예방

 e-chain® & e-chain systems®

에너지 공급 솔루션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이구스 솔루션.

        Autoglide 5 - 
한 시간 내 설치가 가능한
버스바 시스템 대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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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개월 e-chain® 수명 보증1) 

1)       e체인 수명 보증은 이구스의 온라인 서비스 수명 계산기에 입력되는 설치 환경 패러미터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설치 환경이 상이할 경우 보증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www.igus.kr/e-chain-guaranteeigus® 2020 신제품: www.igus.kr/news  

 서비스 수명 계산기 - e체인의 서비스 수명을 계산하고 보증서를 발급 받아보세요

 ● 특성 및 품질에 따라 비용 효율적인 제품 선택 가능

 ● 마모 및 파손으로 인해 고장난 에너지체인용 구성품  

무료 교체

 ● 메일로 발송되는 개별 보증서

 ● 어플리케이션의 높은 내구성과 긴 사용 수명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36개월 내 에너지체인이 마모 및 파손1)으로 손상될 경우 

무료 교체 진행

 ● 고객 맞춤 어플리케이션

 ● 사용 수명 정보를 포함한 개별 보증서 생성

 ● e체인에 적용된 chainflex® 케이블도 36개월 품질 보증을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 온라인 툴로 계산하는 e체인의 더블 스트로크 수명

 ● 방대한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에너지 

체인 작동 시간을 결정하는 사용 수명 계산기

 ● 100억회가 넘는 e체인의 테스트 데이터를 토대로 e체인의 

사용 수명을 계산합니다

 ● e체인 사용 수명 계산 & 증명서 요청: www.igus.kr/ECS-

service-life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3,800 m2 igus® 연구소. 매년 7,515 건의 에너지체인 

산업 관련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이구스 연구소.

사용 수명 계산 - 충진 중량, 속도 및 가속도를 입력하면 e-chain®의 수명이 계산됩니다. 예상 사용 수명은 더블 스트로크 및 

주행 거리(km)로 표시됩니다. "36개월 보증서 요청"을 클릭하면 이메일로 보증서를 전송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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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고 간편한 설치 

 버스바 시스템 대체 솔루션 오토글라이드 5 -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한 전원 및 데이터 공급 

1) 가이드 트러프를 포함한 기존의 표준형 제품과 비교하여 테스트 완료
2) 알루미늄 트러프의 에너지체인에서 비교

 추가 정보: www.igus.kr/autoglide5igus® 2020 신제품: www.igus.kr/news  

 ● 짧아진 조립 시간1)

 ● 바로 설치 가능한 경제적 제품 2)

 ● 케이블, 호스 및 커넥터 포함 바로 설치 가능한 하네싱 시스템 

이용 가능

 ● 유지보수의 빈도는 물론 시간과 비용도 절약

  isense 시스템으로 예방적 유지 보수 가능:   

www.igus.kr/smartplastics

 ● 오토글라이드 5 생산시 에너지 소모 64% 감소3)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전원, 데이터 케이블, 유공압 호스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이드

 ● 간단한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구동

 ● 속도 4m/s

 ● 80m 이동

 ● 저소음 구동: 63db(A), 2m/s

 ● 가이드 트러프 필요 없음

 ● 이구스 연구소에서 테스트 완료, Beewen GmbH

2020 봄부터 이용 가능

오토글라이드 5 vs. 버스바 시스템

이동 거리 속도 작동 중 소음

80m 4m/s 2m/s에서 63dB(A)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버스바 시스템 대체 솔루션 오토글라이드 5 - 좁은 설치 공간 및 고속 적용에 적합

알루미늄 트러프 대비 짧아진 조립 시간1), 내부 물류, 크레인 시스템 및 긴 이동 거리를 갖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오토글라이드 5 에너지 공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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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설치 가능한 경제적  솔루션 
 guidelite ECO - 쉽고 빠른 설치 

1) micro flizz® 10과 직접 비교하여 이구스 테스트랩에서 테스트

 추가 정보: www.igus.kr/guidelite-ECOigus® 2020 신제품: www.igus.kr/news  

 ● 바로 설치 가능한 경제적 제품

 ● 간단한 구조로 설치 시간 절약

  isense 시스템으로 예방적 유지 보수 가능:   

www.igus.kr/smartplastics

 ● 경량 구조로 보다 빠른 가속 가능, 소형 드라이브 및 모터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합니다2)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고 내구성의 초경량 플라스틱 가이드 트러프

 ● 버스바 시스템 대비 높은 안전성

 ● 기존 버스바를 바로 대체 할 수 있는 시스템

 ● 버스바 시스템과 비교시 데이터, 유공압 호스의   

안전한 가이드

 ● 빠르고 쉬운 설치

 ● 가이드라이트 ECO는 스틸이나 알루미늄 소재 대비   

59% 이상 가볍습니다.1)

스트로크 높이 가속도 콘솔 재질 재질 채널 사이드

최대 40m 4m/s igumid G PVC

2020 봄부터 이용 가능

리프터나 소형 창고의 리트랙션 유닛 등에 적합한 작고 쉬운 

설치 특성

가이드라이트 ECO는 매 500mm마다 콘솔로 지지되는 가이드 

트러프입니다.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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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라진 조립, 신규 사이즈 
 4가지 사이즈의 신규 e체인 표준: 34mm, 42mm, 58mm, 82mm 

1) E4.1 시스템과 비교
2) 4040C 시리즈와 비교
3) 높은 충진 중량 덕분에 필요시에 가장 비용 효율적인 시리즈 사용이 가능

 추가 정보: www.igus.kr/E4Qigus® 2020 신제품: www.igus.kr/news  

 ● 설치 시간 감소1)

 ● 비용 절감3)

 ● 36개월 e-chain® 수명 보증: 

www.igus.kr/ECS-service-life

  예방적 유지보수 - isense 추가 모듈 옵션 제공:  

www.igus.kr/smartplastics

 ● 디자인 개선으로 10% 중량이 절감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정적인 구동 구현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도구 없이 손으로 개폐 가능

 ● e체인의 충진을 위해 최적화된 디자인1)

 ● 크로스바의 지지 강성 15% 이상 증대1)

 ● 디자인 개선으로 10% 이상 중량 감소1)

 ● 디자인 개선으로 17dB(A) 이상 소음 저감2)

품번 내부 높이 외부 높이 내부 폭 외부 폭 곡률 반경

E4Q.34 34mm 60mm 75 – 400mm 98 – 423mm 063 – 300mm

E4Q.44 44mm 70mm 75 – 400mm 101 – 426mm 075 – 350mm

E4Q.58 58mm 84mm 100 – 400mm 134 – 334mm 135 – 500mm

E4Q.82 82mm 108mm 100 – 400mm 150 – 350mm 150 – 1,000mm

2020년 하반기 출시 예정

손으로 개폐가 가능한 E4Q - 40% 더 빠른 조립/충진1) 소음 감소 옵션 - 새로운 디자인의 소음 감소 시스템 - 

17dB(A) 더 낮은 소음2)

수직 및 수평 스톱독으로 견고성 향상 및 긴 비지지 주행 가능 효율적으로 개선된 디자인으로 10% 이상 경량화1)

온라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소음 비교

 ● 지속성: 디자인 개선으로 10% 이상 중량 감소 =   

더 적은 에너지 소모 및 안정적 구동1)

 ● 소음 측정: 4040C보다 17db(A) 감소2)

중량 비교

34 – 
82mm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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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음 구동, 신속한 조립
 E2.1 - 5가지 내부 높이의 중하중용 신규 e-chain® - 17mm & 21mm 

1) 이전 E2/000 시리즈와 비교
2) E2.26 사이즈부터 적용 *2020 봄부터 이용 가능 **재고에서 바로 발송

최대 7dB(A)까지 소음 감소2) 가 가능한   

스톱 독의 특수 브레이크.

눈금자가 새겨진 크로스바.   

스크류 드라이버로 양쪽 측면을 통해 개방 가능.

걸쇠 타입 크로스 바로 체인이 열려있어도 안정적 내부 분리대 

기능 수행.

넓은 글라이딩 표면으로 장거리 주행 시 긴 사용 수명 유지

 추가 정보: www.igus.kr/E2.1igus® 2020 신제품: www.igus.kr/news  

 ● E2C.211) 사용시 기존 체인 대비 경제적

 ● 기존 E2.17 대비 17% 이상의 추가 공간 확보1)

 ● 더 넓은 접촉 표면으로 글라이딩 구동 시   

더욱 길어진 사용 수명

 ● 36개월 e-chain® 수명 보증: 

www.igus.kr/ECS-service-life

  예방적 유지보수 - isense 추가 모듈 옵션 제공:  

www.igus.kr/smartplastics

 ● 기존 제품과 동일한 설치 포인트로 별도의 설계 변경없이  

바로 교체 가능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장거리 글라이딩 구동을 위해 기존 솔루션 대비   

20~30% 더 넓어진 표면적 1)

 ● 통합형 브레이크로 7dB(A) 소음 감소2)

 ● 밀폐 타입 및 유압 호스용 표준 타입 주문 가능

 ● 10%이상 개선된 체인 강성1)

 ● 스냅 방식으로 개폐가 가능한 크로스바

 ● igus® 테스트랩에서 E2.10 / E2.15 테스트: e-chain® 

조립 툴, E2 오프너를 사용해 단 2초 내 1m 개방.  

www.igus.kr/E21open

온라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7 – 
48mm

품번 내부 높이 외부 높이 내부 폭 외부 폭 곡률 반경

E2.17* 17mm 23mm 50mm 61.1mm 028mm

E2.21* 21mm 28mm 50mm 63.8mm 035mm

E2.26** 26mm 35mm 38 – 77mm 54 – 93mm 048 – 250mm

E2.38** 38mm 50mm 50 – 100mm 66 – 166mm 063 – 250mm

E2.48** 48mm 64mm 75 – 150mm 96 – 171mm 075 – 300mm

체인 오프너로 빠른 조립 - 

1m 길이를 단 2초만에 개방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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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 및 가구용 케이블 가이드
 OCO.20 - 혁신적인 사무용 e-chain® 

 추가 정보: www.igus.kr/OCOigus® 2020 신제품: www.igus.kr/news  

 ● easy 디자인으로 별도의 도구 필요없이 간단히 설치 가능

 ● 원하는 길이대로 주문할 수 있는 경제적 구매 효율

 ● 비스페놀 A 없음 (BPA프리)

 ● 100% 할로겐 프리, 공공 건물 사용에 최적화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최적화된 디자인

 ● 쉽고 유연한 설치

 ● 간편한 길이 조절

 ● 간편한 부착을 위한 자석형 마운팅 브라켓

 ● 최대 150N의 체인 링크 간의 고정력

 ● OCO.20 고정력 테스트: 장력 테스트에서 150N의 지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품번 내부 높이 외부 높이 내부 폭 외부 폭

OCO.20 20mm 25mm 39mm 64mm

배송 문의

유연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형태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고정을 위한 나사 체결도 가능합니다.금속 책상에 쉽게 부착 가능한 자석 내장형 솔루션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색상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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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us® 클린룸 에너지 공급 시스템
원하는 용도에 따라 간편한 설치  e-skin®  

 추가 정보: www.igus.kr/eskinigus® 2020 신제품: www.igus.kr/news  

클린룸 솔루션 더 알아보기: www.igus.kr/cleanroom 저소음, 공간 절약: e-skin® 플랫, 28 페이지

이구스 본사 기술 센터에 완공된 자체 클린룸 테스트 

장비. IPA 인증을 기반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 케이블에 적합한 재질

 ● 케이블에 맞는 곡률 반경

 ● 쉽고 간단한 조립 및 충진

 ● 완전 밀폐형 디자인

 ● 간편한 개폐 가능 구조

 ● 케이블, 체인 전체 세트를 교체하지 않고 케이블만 교체 할 

수 있어 최대 99%까지 부품 절약 가능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고속, 단거리, 비지지 어플리케이션에 적합

 ● 저소음 주행, 32dB(A)

 ● 일반 "클린 케이블"보다 6dB(A) 저소음

 ● IPA 분류 ISO 클래스 1

 ● 내마모성

 ● 이구스 테스트랩에서는 3m/s에서 640만 회 이상의 더블 

스트로크를 구동했습니다.

클린룸 e스킨 에너지 공급 시스템 비교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파라미터 e-skin® SK e-skin® 소프트 SKS e-skin® 하이브리드 SKY

재질 구분을 위해 색을 표현했습니다.
(기본 제품: 흰색)

필요 설치높이 100% 67% 87%

충진 중량 100% 70% 85%

비지지 길이 100% 60% 81%

가격 88% 100% 95%

가격 비교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클린 케이블"
65% 65% 65%

DIN EN ISO 클래스 1

개방형 버전 ○ ○ ○

밀폐형 버전 ○ ○ ○

소음 33dB(A) 32dB(A) 33dB(A)

클린케이블 대비 저감된 소음 수치 5dB(A) 6dB(A) 5dB(A)

페이지 22 페이지 24 페이지 2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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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중용 e-skin® 
 클린룸에 최적화된 주름형 튜브 타입 표준형 e-skin® 

 추가정보: www.igus.kr/eskin-SKigus® 2020 신제품: www.igus.kr/news  

 ● 케이블에 적합한 재질

 ● 케이블에 맞는 곡률 반경 

 ● SKS28(24 페이지) 대비 저렴한 비용 

 ● 일반 클린케이블 대비 35% 이상 경제적인 단가

 ● 최소 주문 수량 없음

 ● IPA ISO Class 1 chainflex® 케이블, 36개월 품질 보증: 

www.igus.kr/cleanroom-cables

 ● 케이블, 체인 전체 세트를 교체하지 않고 케이블만 교체 할 

수 있어 최대 99%까지 부품 절약 가능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다른 e-skin® 대비 15% 높은 충진 중량1)

 ● 50% 길어진 비지지 주행 거리1)

 ● 55mm 부터 100mm까지의 곡률 반경

 ● IPA ISO class 12)의 클린룸 적합성

 ● 일반 "클린 케이블" 보다 5dB(A) 저소음

 ● 고속, 단거리, 비지지 어플리케이션에 적합

 ● 트리보 기술과 iglidur® 재질로   

내마모성 최적화된 인테리어 디자인

33dB(A)1)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품번 내부 높이 외부 높이 내부 폭 외부 폭 곡률 반경*** 비지지

SK28 28mm 40mm 68mm 95mm ≥ 055mm ≤ 1.1m

SK40 38mm 57mm 85mm 118mm ≥ 100mm ≤ 2.0m

재고 발송

e-skin® SK: 15% 추가 하중, 50% 추가 비지지 구동 가능 1) (재질 구분을 위해 색을 표현했습니다. 기본 색상: 흰색).

지퍼 디자인: 개방 및 재밀폐 용이 마모 최적화  iglidur® 소재로 제작된 새로운 디자인의 내부 

분리대

온라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5%

1) 이구스 테스트랩에서 수행된 e스킨 SK40 시리즈의 최신 테스트 결과 기반
2) e-skin® 0.SK28.068.02.1 (시제품)테스트 v

1
 = 0.5m / s, v

2
 = 1m / s 및 v

3
 = 2m / s 또는 a

1
 = 1m / s2, a

2
 = 2m / s2, a

3
 = 4m / s2

 ● 이구스 e-skin® SK는 IPA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ISO 14644-1에 따라 CLASS 1을 획득했습니다.  

보고서 번호 IG 1907-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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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설치 공간에 적합 

 추가정보: www.igus.kr/eskin-SKigus® 2020 신제품: www.igus.kr/news  

 ● 간편한 유지보수 및 교체 가능

 ● 케이블에 적합한 재질

 ● 케이블에 맞는 곡률 반경

 ● 최소 주문 수량 없음

 ● 일반 클린케이블 대비 35% 이상 경제적인 단가

 ● IPA ISO Class 1을 만족하는 chainflex® 36개월 품질보증: 

www.igus.kr/cleanroom-cables

 ● 케이블, 체인 전체 세트를 교체하지 않고 케이블만 교체 할 

수 있어 최대 99%까지 부품 절약 가능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e-skin® SK28(22 페이지) 보다 낮은 설치 높이,

 ● 필요 설치 공간: 최소 135mm

 ● 40mm 부터 100mm까지의 곡률 반경

 ● IPA ISO CLASS 11)의 클린룸 적합성

 ● 일반 "클린 케이블"보다 6dB(A) 소음 감소

 ● 트리보 기술과 iglidur® 재질로    

내마모성 최적화된 인테리어 디자인

 클린룸 호환 주름형 튜브 e-skin® SKS - 2 피스 주름형 튜브 

32dB(A)1)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e-skin® 소프트 SKS - e-skin® SK28보다 설치  높이가 32 % 낮은 135mm입니다.   

(재질 구분을 위해 색을 표현했습니다. 기본 색상: 흰색) 

지퍼 디자인: "지퍼" 기능으로 개방 및 재밀폐 용이 마모 최적화  iglidur® 소재로 제작된 새로운 디자인의 내부 

분리대

품번 내부 높이 외부 높이 내부 폭 외부 폭 곡률 반경*** 비지지

SKS20* 20mm 25mm 33mm 50mm ≥ 040mm 문의 하기

SKS28** 28mm 40mm 68mm 95mm ≥ 055mm ≤ 0.7m

SKS40** 38mm 57mm 85mm 118mm ≥ 100mm ≤ 1.3m

*2020 봄부터 이용 가능 **재고에서 바로 발송 온라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32%

 ● igus® e-skin® SKS (e-skin® 소프트)는   

IPA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ISO 14644-1에 따라 

CLASS 1을 획득했습니다.  

보고서 번호 IG 1907-11251)

1) e-skin® SKS28.068.02.1 테스트 (케이블 포함) v
1
 = 0.5m/s, v

2
 = 1m/s 및 v

3
 = 2m/s 또는 a

1
 = 1m/s2, a

2
 = 2m/s2, a

3
 = 4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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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룸 호환 하이브리드 주름형 튜브
 e-skin® 하이브리드 SKY  e-skin® SK 와 e-skin 소프트 SKS의 장점만을 합친 결과물 

 추가정보: www.igus.kr/eskin-SKigus® 2020 신제품: www.igus.kr/news  

 ● 간편한 유지보수 및 교체 가능

 ● e-skin® SKS(24 페이지) 대비 저렴한 비용

 ● 일반 클린케이블 대비 35% 이상 경제적인 단가

 ● 최소 주문 수량 없음

 ● IPA ISO Class 1을 만족하는 chainflex® 36개월 품질보증: 

www.igus.kr/cleanroom-cables

 ● 케이블, 체인 전체 세트를 교체하지 않고 케이블만 교체 할 

수 있어 최대 99%까지 부품 절약 가능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e-skin® SK28 보다 낮은 설치 높이

 ● SKS28 시리즈와 비교하여 더 길어진 비지지 주행거리

 ● IPA ISO CLASS 11)의 클린룸 적합성

 ● 고속, 단거리, 비지지 어플리케이션에 적합

 ● 일반 "클린 케이블"보다 5dB(A) 저소음 구현

 ● 트리보 기술과 iglidur® 재질로    

내마모성 최적화된 인테리어 디자인

33dB(A)1)

e-skin® 하이브리드 SKY는 e-skin® SKS 시리즈의 최소 설치 높이, (24 페이지) 및 e-skin® 소프트 SK 시리즈의 더 긴 비지지 

이동 길이 (22 페이지)의 장점을 합친 제품입니다. (재질 구분을 위해 색을 표현했습니다. 기본 색상: 흰색)

지퍼 디자인: "지퍼" 기능으로 개방 및 재밀폐 용이 마모 최적화  iglidur® 소재로 제작된 새로운 디자인의 내부 

분리대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품번 내부 높이 외부 높이 내부 폭 외부 폭 곡률 반경*** 비지지

SKY28* 28mm 40mm 68mm 95mm ≥ 055mm ≤ 0.9m

SKY40* 38mm 57mm 85mm 118mm ≥ 100mm ≤ 1.4m

*2020 봄부터 이용 가능 온라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1) e-skin® 0.SKY28.068.02.1 테스트 v
1
 = 0.5m / s, v

2
 = 1m / s 및 v

3
 = 2m / s 또는 a

1
 = 1m / s2, a

2
 = 2m / s2, a

3
 = 4m / s2

 ● igus® e-skin® SKY (e-skin® 하이브리드)는  

IPA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ISO 14644-1에 따라 

CLASS 1을 획득했습니다.  

보고서 번호 IG 1907-11251)

e-skin® SK e-skin® SKS e-skin®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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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룸을 위한 케이블 가 이드
 e-skin® 플랫 SKF 싱글 포드 - 컴팩트한 디자인의 클린룸용 제품 

2020 봄부터 이용 가능

개별 포드를 연결해 폭 연장 가능 igus® 고유 설계 원리가 반영된 특수 잠금 구조  

(내부 높이 12mm)

 추가 정보: www.igus.kr/eskin-SKFigus® 2020 신제품: www.igus.kr/news  

 ● 간편한 케이블 충진

 ● 원하는 길이, 폭으로 조절 가능

 ● 특수 제작 필요없이 원하는 사이즈, 폭으로 구성 가능

 ● 최소 주문 수량 없음

 ● 기존 "클린 케이블" 대비 경제적

 ● IPA ISO Class 1을 만족하는 chainflex® 36개월 품질보증: 

www.igus.kr/cleanroom-cables

 ● 케이블, 체인 전체 세트를 교체하지 않고 케이블만 교체 할 

수 있어 최대 99%까지 부품 절약 가능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1개씩 개별로 구성되어 있는 자켓 구조

 ● 2가지 버전: 완전 밀폐형, 개방형

 ● 2가지 사이즈: 12mm, 15mm

 ● 컴팩트 디자인

 ● 기존 "클린 케이블"보다 9dB(A) 저소음 구현

 ● 서포트 체인으로 더욱 긴 자가 지지 가능 (30 페이지)

 ● 모듈 형태로 자유롭게 구성 가능한 마운팅 브라켓

비지지 주행 연장이 필요한 경우 SKF.S 서포트 체인을 통해 

주행거리 확장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사이즈로 모듈 조립이 가능한 e-skin® 마운팅 브라켓

온라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품번 내부 높이 외부 높이 챔버 수

싱글 포드 프로파일 - 밀폐형

SKF12C* 12mm 13mm 2 – 6

SKF15C 15mm 16mm 2 – 6

싱글 포드 프로파일 - 개방형

SKF12O 12mm 13mm 2 – 6

*e스킨 SKF.S 포함 e스킨 플랫, 30 페이지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29dB(A)1)

15
mm

12
mm

12
mm

SKF12C
완전 밀폐형

SKF12O
개방 가능

SKF15C
완전 밀폐형

1) e-skin® 0.SKF12.3.03.0101 테스트 v
1
 = 0.5m / s, v

2
 = 1m / s 및 v

3
 = 2m / s 또는 a

1
 = 1m / s2, a

2
 = 2m / s2, a

3
 = 4m / s2

 ● igus® e-skin® SKF (e-skin® 플랫)은 IPA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ISO 14644-1에 따라 CLASS 1을 획득했습니다.  

보고서 번호 IG 1907-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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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룸용 비지지 체인 
 e-skin® 과 e-chain® 의 결합: SKF.S - 컴팩트한 디자인의 클린룸용 제품 

 추가 정보: www.igus.kr/eskin-SKFSigus® 2020 신제품: www.igus.kr/news  

 ● e스킨 플랫 비지지 주행 거리 향상

 ● e스킨 플랫 서포트 체인의 정의된 곡률 반경

 ● 설치 공간이 제한적인 클린룸 어플리케이션에 적합

 ●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서포트 체인과 e-skin® 플랫의 통합 

솔루션

 ● 간편한 개폐로 빠른 충진 가능

 ● 전체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개별 케이블을 쉽게 교체 

가능

 ● 원하는 길이로 조절 가능

 ● 최소 주문 수량 없음

 ● 특수 제작 필요없이 원하는 사이즈, 폭으로 구성 가능

 ● IPA ISO Class 1을 만족하는 chainflex® 36개월 품질보증: 

www.igus.kr/cleanroom-cables

 ● 케이블, 체인 전체 세트를 교체하지 않고 케이블만 교체 할 

수 있어 최대 99%까지 부품 절약 가능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29dB(A)1)

소형 e체인은 e스킨 플랫 파드 내부에 삽입되어 

외부에 마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skin® 플랫 SKF.S는 e체인의 곡률 반경으로 비지지 주행

이 가능합니다

밀폐형 e-skin® 플랫에 적용된 SKF.S 서포트 체인

e-skin® 플랫 내부에 서포트 체인을 장착하여 마찰을 최소화  

합니다.

040 – 
100mm

품번 외부 높이 외부 폭 곡률 반경

SKF.S.080.040.010** 8mm 8mm 040mm

SKF.S.080.070.010* 8mm 8mm 070mm

SKF.S.080.100.010** 8mm 8mm 100mm

*2020 여름부터 이용 가능 **재고에서 바로 발송 온라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이즈로 모듈 조립이 가능한 e-skin® 마운팅 브라켓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 igus® e-skin® SKF.S 는 IPA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ISO 14644-1에 따라 CLASS 1을 획득했습니다.  

보고서 번호 IG 1907-11251)

1) e-skin® 0.SKF12.3.03.0101 테스트 v
1
 = 0.5m / s, v

2
 = 1m / s 및 v

3
 = 2m / s 또는 a

1
 = 1m / s2, a

2
 = 2m / s2, a

3
 = 4m /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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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가이드 

 추가 정보: www.igus.kr/e-spool-flexigus® 2020 신제품: www.igus.kr/news  

 e-spool® flex 2.0 - 슬립 링 없이 에너지와 데이터의 안전한 라우팅 

많은 산업 분야에 적합 : 로봇의 패널 확장, 작업장을 

위한 케이블 드레스팩 시스템, 측정 및 생산 영역.

고강도 e스풀 플렉스 경쟁 제품

풀
 아

웃
 하

중
 [
N

]

확장 [m]

풀 아웃 하중 e스풀 플렉스 vs 경쟁 제품

 ● 경제적

 ● 간편한 케이블 교체

 ● 고객 요구에 따른 개별 맞춤형 제품 구성 가능

 ● 케이블 외 추가 요소가 없으며, 모두 재사용 가능한 부품 

사용 (구리 제외)

 ● 부품 재사용 가능

 ● 완전 교체 대신 부분 수리 옵션으로 필요한 원자재 감소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전원, 데이터, 유/공압 을 간섭 없이 (슬립링 없음) 가이드

 ● 설치 공간 최소화

 ● 범용 설치

 ● 오랜 시간 유지되는 스프링 장력

 ● 케이블 잠금 기능

 ● 이구스 테스트 랩: e스풀 플렉스의 풀아웃 하중을 경쟁사 

제품과 비교 (케이블 직경: 8mm)

배송 문의

품번 케이블 직경 ø 확장 길이

SPF.250.08.01. 5mm ~ 8mm ≤ 15m

SPF.250.11.01. 8mm ~ 11mm ≤ 10m

SPF.250.15.01. 11mm ~ 15mm ≤ 5m

e-spool® flex 2.0 시스템은 설정이 간단하여 필요한 경우 케이블을 쉽고 빠르게 교체 할 수 있습니다.

고객 요청에 따른 맞춤형 제품 구성 -
케이블 드레스팩: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온라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버전 I: 
핸드 크랭크 포함.

버전 II: 
코드 없는 
스크류 드라이버 사용.

버전 III: 
잠금 매커니즘 및 
스프링 장력.

버전 IV:
충분한 스프링 장력으로 잠금 
및 복귀 메커니즘 구현.



34 35

CRM.250.08.01 TB12

300

250

200

150

100

50

0

 낮은 프로파일 회전 모 듈

 추가 정보: www.igus.kr/CRMigus® 2020 신제품: www.igus.kr/news  

 CRM1)- 슬립링 없는 컴팩트 회전 모듈 

다양한 산업 및 
어플리케이션에 적합:
일반 기계 및 플랜트 제조, 생

산 시스템 / 재료 취급, 산업용 

로봇, 의료 기술, 풍력 터빈, 유

원지의 차량, 인공위성 텔레스

코프
(6,480°의 회전각과 공차 높이)

공
차

 높
이

 [
m

m
]

1) CRM = Compact Rotary Module(컴팩트 회전 모듈)

 ● 개별 요소만 교체가 가능해 유지보수가 편리

 ● 사용한 케이블 또한 교체가 간편해 개발 용도로 적합

 ● 케이블 외 추가 요소가 없으며, 모두 재사용 가능한 부품 

사용 (구리 제외)

 ● 부품 재사용 가능

 ● 완전 교체 대신 부분 수리 옵션으로 필요한 원자재 감소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전원, 데이터, 기체, 유체 등 전종류 케이블 슬립링 없이 가이드

 ● 주름 튜브 사용 가능

 ● 매우 낮은 프로파일 높이 및 설치 공간 최소화

 ● 최대 회전 각도 6,480° (시스템 사이즈별 상이)

 ● 가이드의 간섭이 없어 튀는 물에도 영향을 받지 않음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품번 케이블 직경 ø 회전각

CRM.250.08.01 5mm ~ 8mm 6,480°

CRM.250.11.01 8mm ~ 11mm 4,320°

CRM.250.15.01 11mm ~ 15mm 2,160°

배송 문의 온라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e-spool® CRM 

vs. 트위스터 밴드

 ● CRM1)과 이구스 트위스터밴드 비교

주름 튜브 포함 모든 

유형의 케이블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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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된 공간에서의 회전 솔루션

 추가 정보: www.igus.kr/200Pigus® 2020 신제품: www.igus.kr/news  

 RBR 회전 에너지 공급 200P - 플라스틱 가이드 트러프, 360° 회전각도의 일체형 시스템 

1) RBR 스틸 가이드 트러프와 비교

중
량

 %
비

용
 %

 ● 이구스 연구소에서 테스트 완료

 ● 이구스 테스트랩에서 테스트 완료

기타 관심 분야:
회전 에너지 공급을 위한 10가지 팁

원형 모듈을 직접 설계하시는 경우, 올바른 가이드 트러프 

선정을 위한 10가지 팁을 제시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수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다운 타임을 유발할 수 있는 실수를 

피하십시오.

콘텐츠:

 ● 올바른 가이드 플레이트 설계

 ● 케이블 포설 팁

 ● 최대 회전 각도

 ● 트러프 및 전체 모듈을 위한 CAD 데이터 생성

10가지 팁 무료 다운로드. 

고객님의 문의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igus® 회전 에너지 공급 시스템 온라인 - 빠른 회전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모듈형 시스템

 ● 온라인에서 회전형 가이드 트러프 시스템 주문

 ● 이구스 가이드 트러프에 대한 옵션

 ● 조립 방법 안내 비디오

 ● 더 많은 고객 적용 사례

 ● 회전 에너지 공급을 위한 10가지 팁 다운로드

 ● 추가 정보: www.igus.kr/RBR

이구스 회전 
링 베어링
PRT-01-200-
TO-AT10 호환

 ● 한 곳에서 모두 생산 (3D 프린터)

 ● 판금 절단, 압연, 용접, 코팅, 도금 필요 없음

 ● 재활용 재질로 생산 가능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전원, 데이터, 유/공압 호스를 슬립링 없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이드

 ● e체인 무빙 암과 스트레인 릴리프 완벽 구성

 ● 스틸 가이드 트러프 대비 경량화1) 

 ● 내부식성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표준 RBR 스틸 
가이드 트러프

표준 RBR 스틸 
가이드 트러프

회전 에너지 공급 200P 

vs. 스틸 가이드 트러프 

무게 절감1)

회전 에너지 공급 200P 

vs. 스틸 가이드 트러프, 

가격대비 우수한 성능1)

 ● 스틸 제품 대비 경제적

 ● 프로젝트 설계 비용 없음

 ● 최소 주문 수량 없음 - 시스템 구축 비용 절감

 ● 사전 조립 상태로 배송 가능 - 현장 설치 비용 감소

온라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200P

200P

2020년 하반기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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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42 E4.42

5.25

2.8

 안정성, 고강도 가이드 
 YE 플라스틱 스틸 하이브리드 e체인 - 강력한 내구성, 내진동성, 설치가 용이한 컴팩트 체인 

1) 스틸 체인과 비교시
2) 플라스틱 e체인과 비교시

 추가 정보: www.igus.kr/YEigus® 2020 신제품: www.igus.kr/news  

 ● e체인 링크의 간편한 조립을 돕는 플랜지형 플라스틱  

외부 링크

 ● 케이블, 호스 및 유압 구성품을 포함하여 바로 설치 가능한 

레디체인 시스템으로 사용 가능

 ● 유사한 스틸 체인 대비 에너지 소모량 30% 감소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경량화1)

 ● 더 길어진 비지지 주행 거리2)

 ● 높은 장력

 ● 진동에도 느슨해지지 않는 나사, 리벳, 볼트

 ● 견고함: 모든 측면 부착 옵션을 포함하는 스틸 마운팅 브라켓

 ● 플라스틱 핀 커넥션 방식으로 부드러운 구동

 ● 다양한 내부분리 액세서리

품번 내부 높이 외부 높이 내부 폭 외부 폭 곡률 반경 피치

YE.42 42mm 76mm 50 – 400mm 68 – 418mm 100mm 67mm

YE.56 56mm 90mm 50 – 600mm 74 – 624mm 150mm 91mm

YE.108 108mm 146mm 175 – 400mm 223 – 448mm 250mm 143mm

2020년 하반기 출시 예정

경량화 - 플라스틱 핀으로 높은 인장 하중을 흡수하는  

플라스틱 외부 링크1).

내부 스틸 플레이트가 플라스틱 외부 링크의 스톱 독에서 

발생하는 하중을 흡수합니다.

견고한 스틸 마운팅 브라켓과 내부 분리를 위한   

다양한 액세서리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YE 플라스틱/스틸 하이브리드 e체인으로 향상된 비지지 주행 

거리

온라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이구스 연구소에서 테스트 완료: 길어진 비지지 주행거리 

FLG, 2kg/m 충진 하중2)

F
L

G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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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형 에너지체인 시스템 
 e-loop - 행잉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안전한 케이블 가이드 

 추가 정보: www.igus.kr/info/e-loopigus® 2020 신제품: www.igus.kr/news  

 ● 간단한 유지보수

 ● 쉽고 빠른 조립을 위한 마운팅 브라켓

 ● 모든 구성품을 개별적으로 교체 가능

 ● 케이블 친화적인 2개 챔버 내부 분리 설계

 ● 36개월 케이블 품질 보증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모듈형 시스템, 간편한 개방

 ● 옵션형 스크류 락으로 부품 유실 없음

 ● 케이블/호스 외부 직경 최대 76mm ~ 500mm 곡률 반경

 ● 견고한 PU 외부 재질로 충격 흡수

 ● 모든 볼트 체결 연결부의 이중 잠금 기능으로 구동시 신뢰성 

제공

 ● 내분진성

 ● 기후 내성

 ● 50kN의 플라스틱 로프의 허용된 구동 하중

 ● 연구소에서 진동 및 기후 변화에 대한 저항력 테스트 진행

 ● 내충격성 및 비산방지

 ● e루프의 결합부 부품의 이중 스크류 잠금을 통한   

"추락 방지" 구조입니다

 ● 견고한 PU 외부 재질로 충격 흡수

 ● 제품 발송: 6주 소요

매 2번째 링크마다 크로스바를 장착한 e루프로 타워 크레인을 따라 구동부 정상까지 케이블을 안전하게 가이드 합니다. 

모든 링크 크로스 바 장착 대비 비용 절감은 가능하나, 보호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품번 옵션 내경 Ø 외경 Ø 곡률 반경 중량

ELP.220.01.D 200mm - 매 링크마다 크로스바 장착, 이동형 150mm 220mm 380mm ≈ 18kg/m

ELP.220.01.S 200mm – 매 두 번째 링크마다 크로스바 포함, 정지형 150mm 220mm 175mm ≈ 11kg/m

ELP.300.01.D 300mm - 매 링크마다 크로스바 장착, 이동형 230mm 300mm 500mm ≈ 22kg/m

ELP.300.01.S 300mm - 매 두 번째 링크마다 크로스바 포함, 정지형 230mm 300mm 210mm ≈ 13kg/m

4개의 사출 성형 부품으로 구성된 내부. 체인 링크 안 2개 요소가 

크로스 바를 형성합니다. 크로스바를 체결하는 나사는 중앙 

로프에 다시 클램핑 체결됩니다. 

충격 흡수성 PU 재질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케이블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링크 별 고강도 로프에 클램핑 체결됩니다. 폴리머 섬유 재질로 

최대 50kN의 인장 하중을 견딥니다.

e루프의 마운팅 브라켓은 고강도 스틸 재질입니다. e루프의 

인장력을 흡수하는 플라스틱 섬유 로프는 브라켓의 통합 

부품입니다.

온라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e루프 액세서리 - 지면에서 보다 쉽게 구동되게 하는 e루프 롤러

2020 봄부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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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에 적합 
 HS 글라이드 바 - 조립 및 내마모성 최적화 

1) 표준 글라이드 바와 고속 글라이드 바 비교 *2020 봄 부터 이용 가능 **재고에서 바로 발송

또한 isense EC.T는 가이드 트러프에서 글라이드 바의 마모를 

모니터링하는 센서입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마모가 적은 초고속 글라이드바 4 개의 알루미늄 슈퍼 트러프를 위한 2 가지 새로운 크기의 마모 

최적화 igus® 고속 글라이드 바.

 추가 정보: www.igus.kr/hs-glidebarigus® 2020 신제품: www.igus.kr/news  

 ● 동일 가격으로 더 큰 내구성

 ● 유지보수 빈도 감소

 ● 0.5m 길이로 더욱 간편해진 조립성

 ●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CAD 툴로 설계 시간 감소

  예방적 유지보수 - isense 추가 모듈 옵션 제공:  

www.igus.kr/smartplastics

 ● 압출 성형에서 사출 성형으로 전환, 50% 경제적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마찰 최적화된 재질로 내구성 향상

 ● 고속 글라이딩 적용에 적합

 ● 500mm의 개별 부품, 취급 용이

 ● 다양한 알루미늄 슈퍼 트러프에 사용 가능

 ● igus®테스트 랩에서 수행되고 있는 고속 글라이드 바와 기존 

글라이드 바의 마모 비교

온라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사용 수명 - 글라이드 바 비교1)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표준형

고속

품번 알루미늄 슈퍼 트러프

GB.21.09.500* 971.31.SLH

GB.21.09.500* 972.02.31.SLH

GB.21.09.500* 972.32.SLH

GB.21.13.500* 972.31.SLH

품번 알루미늄 슈퍼 트러프

GB.31.500** 973.31.SLH

GB.31.500** 974.31.SLH

GB.31.500** 975.31.S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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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추가 정보: www.igus.kr/chainfixigus® 2020 신제품: www.igus.kr/news  

 ● 경제적인 표준 규격품

 ● 간편한 개조

 ● 대형 호스 및 큰 직경의 케이블 위한 스트레인 릴리프

 ● 간편한 조립으로 설치 시간 절약

 ● 설치 공간 소요 최소화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표준 클램프보다 하중 흡수율 높음

 ● 스틸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 두 가지 C프로파일 사이즈

 ● 일반 베이스 포함 CFX 표준 클램프 및 향상된 홀딩 강도를 

위한 베이스 포함 CFXL 클램프 이용 가능

*2020 봄부터 이용 가능 온라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구스 연구소에서 테스트 완료:

 ● A) 스태커 새들 포함 CFX 클램프 굴곡 강도 테스트

 ● B) 3가지 서로 다른 스트레인 릴리프 시스템의 비교.  

테스트 결과 기존 제품 대비 chainfix 클램프가 3배 이상의 

인장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

 강한 고정, 빠른 설치 
 chainfix 클램프 - 케이블 직경 42-46mm, 46-50mm의 신규 사이즈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스틸 품번 스테인리스 스틸 품번 케이블 직경 ø 외부 폭** 외부 높이

CFX46.1* CFX46.1.E* 42 – 46mm 51mm 110mm

CFXL46.1* CFXL46.1.E* 42 – 46mm 51mm 110mm

CFX50.1* CFX50.1.E* 46 – 50mm 55mm 115mm

CFXL50.1* CFXL50.1.E* 46 – 50mm 55mm 115mm

**+ 2mm 공차

CFX 클램프 - 표준 클램프로 KMA에 통합 가능. 

(C 프로파일 체결 옵션)

CFXL 클램프 : 고하중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클램프로 더 

높은 고정력 제공.

chainfix 클램프 - 낮은 높이의 하우징 이구스 chainfix 클램프로 설치 공간과 시간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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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Q1 CFPQCFQ2

 추가 정보:  www.igus.kr/CFQ www.igus.kr/CFPQigus® 2020 신제품: www.igus.kr/news  

 ● 기존 chainfix 클램프보다 설치 시간 감소  ● 타이랩 플레이트로 설치시간 감소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간편한 설치

 ● 실용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 모듈형 시스템

 ● 수백만 개의 적용 사례로 검증된 인장력 및 고정력

 ● 조립 중 케이블 타이 랩의 방향 재설정 가능

 ● 실용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 위로 겹쳐 쌓을 수 있는 모듈형 시스템

 ● 입증된 타이랩 플레이트 기술력

배송 문의 배송 문의

 ● 아직 연구 개발중인 제품으로 igus® readychain® 공장에서 

철저한 프로토 타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과 기술력 향상, 이구스의 모토를 담아 빠른 시일 내 

표준품을 선보이겠습니다.

 ● 아직 연구 개발중인 제품으로 igus® readychain® 공장에서 

철저한 프로토 타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과 기술력 향상, 이구스의 모토를 담아 빠른 시일 내 

표준품을 선보이겠습니다.

 설치 시간 감소 

 CFQ - chainfix 클램프 "Quick-Design"  CFPQ - chainfix 플레이트 "Quick-Design" 

검증 검증

기술력 향상 기술력 향상

안정성 안정성

비용 절감 비용 절감

디자인 연구 제품 디자인 연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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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한 설치

 ● 다운타임 및 유지 보수 비용 감소

 ●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설계를 완성하는 이구스 온라인 툴

 ● 마모가 적어 미세먼지 감소

 ● 연소 분말 코팅 배출 완전 차단 (VOC 프리)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조절이 가능한 슬롯형 파이버 로드

 ● 간편한 개조

 ● 4-6축에서 e체인으로 저마모 유지

 ● 2018년 부터 2,500개의 파이버 로드 모듈이 제작되었습니다

2020 봄부터 이용 가능

추가 정보: www.igus.kr/quickrobot

온라인에서 로봇을 위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 구축: 로봇의 에너지 공급을 

위한 10,000여가지의 옵션 제공.

온라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QuickRobot - 로봇 액세서리를 위한 온라인 툴
온라인 툴을 이용해 케이블 가이드 뿐만 아니라 전체 로봇 

시스템 설계가 가능합니다. 로봇 종류에 맞춰 개별 축 설계까지 

지원합니다.

 ● 유명 제조사의 로봇을 온라인 툴에서 선택하여 시스템을 

구성해보세요

 ● 전체 부품 목록, 전체 가격 및 구성과 소요되는 예상 배송 

시간 알림

 ● 전체 구성 또는 개별 부품을 간편하게 장바구니로 이동 - 

최소 주문 수량 없음

 ● 개별 구성 데이터 저장, 다운로드 또는 재설정

 ● 구성 목록에 대한 PDF 보고서 생성

 ● iPad에서도 사용 가능

 ● 추가 정보: www.igus.kr/quickrobot

 UR적용을 위한 파이버 로드 시스템 
 최적의 케이블 가이드를 위한 UR10 + UR10e에 적합한 파이버 로드 시스템 



50 51 추가 정보: www.igus.kr/triflex-RSELigus® 2020 신제품: www.igus.kr/news  

 ● 고성능

 ● 다운타임 및 유지 보수 비용 감소

 ● 모듈형 구조의 TR.RSEL.70 및 TR.RSEL.85 드레스팩 시스템

 ● 시스템의 개별 마모 부품 교체 가능

 ● 연소 분말 코팅 배출 완전 차단 (VOC 프리)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최대 견인 길이 380mm

 ● 간편한 개조

 ● 4-6축의 루프 형성 방지

 ● 드레스 팩 시스템 뒤편의 옵션 가이드 플레이트는   

e체인의 마모를 최소화합니다

 ● igus® 테스트랩에서 테스트: 장비 내 최대 저항 하중 및 복귀 

하중 측정, 일일 13,000회의 이상 반복 구동을 진행하여 

인장, 내구성 및 마모테스트 진행

품번 드레스팩 시스템 시스템 길이 시스템 높이

TR.RSEL.60* 380mm 856mm 217mm

TR.RSEL.65* 380mm 856mm 217mm

TR.RSEL.70** 380mm 856mm 239mm

TR.RSEL.85** 380mm 856mm 251mm

*2020 봄부터 이용 가능 **재고에서 바로 발송

신규 RSEL 드레스팩 시스템 - 모듈형 및 비용 효율적

온라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비용 효율적인 직동 드레스팩 시스템  
 TR.RSEL - 신규 사이즈 TR.RSEL.60 및 TR.RSEL.65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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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능

 ● TR.RSE.60 드레스팩 시스템 대비 경제적

 ● 다운타임 및 유지 보수 비용 감소

 ● 모듈형 구조의 TR.RSE.40 및 TR.RSE.50 드레스팩 시스템

 ● 기존 TR.RSE.60 드레스팩 시스템에 비해 78 %경량화.  

이동 거리 및 에너지 소비 절약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2.2kg의 시스템 중량

 ● 최대 견인 길이 290mm

 ● 간편한 개조

 ● 4-6축의 루프 형성 방지

 ● 직동 설계로 e-chain®의 고정단을 자유롭게 배치 할 수 

있습니다

 ● igus® 테스트랩에서 테스트: 장비 내 최대 저항 하중 및 복귀 

하중 측정, 일일 13,000회의 이상 반복 구동을 진행하여 

인장, 내구성 및 마모테스트 진행

품번 드레스팩 시스템 시스템 길이 시스템 높이

TR.RSEC.60* 290mm 467mm 179mm

*2020 봄부터 이용 가능

TR.RSEC.60은 표준 TR.RSE.60 드레스팩 시스템보다 더 작고 가볍습니다.

온라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소형 직동 드레스팩 시스템 
 TR.RSEC.60 - 저하중 어플리케이션 적합 케이블 가이드 시스템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TR.RSEC.60

TR.RSE.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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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보수 작업이 한 번 감소할때 마다 CO2 배출량은 32kg 

줄어듭니다 **

 ● 완전 교체 대신 부분 수리 옵션으로 필요한 원자재 감소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최대 1,000m의 이동 거리 

 ● 200m 필드 테스트를 위한 셋업: www.igus.kr/test200

 ● 스태커 리클레이머 교체 등에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 

 ● 기존 제어 시스템 및 스위치 캐비닛에 적용 가능

 ● 일반 스트레인 게이지 센서 및 로드 셀 igus® 플로팅  

이동단에 사용 가능

 ● 최대 푸시 풀 하중 제한값 초과 시 시스템 자동 셧 다운 - 이동 

거리에 걸쳐 각 포인트 자유롭게 설정 가능

 ● Siemens PLC, OPC-UA 서버, 아날로그/디지털 경로 측정 

시스템 추가 모듈을 통한 위치 정보

추가 정보: www.igus.kr/smartplastics

BETA 테스트 프로젝트: 14일 내 배송

 ● 150m의 장거리 이동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

 ● 스태커 리클레이머

 ● 자동 크레인

적용 가능한 분야

정하중 한계

다이나믹 하중 상한

다이나믹 하중 하한

측정 하중

 EC.PR  예기치 못한 다운타임 방지 

* 인도 할디아에 있는 Tata Steel은 480m 이동거리에 240m의 igus® 에너지 체인을 적용해 약 4만유로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 2015년에 제조된 벤츠 차량을 임의로 선택하여 100km 주행, km당 160g의 CO² 배출 기록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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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 시간 절약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BTG (크레인 포지셔닝 시스템)에서 테스트 완료

 ● 2020 2분기: 200m 필드 테스트를 위한 셋업

 ● 2차 검수가 필요없어 하루 작업 일수 감소 효과 

(4인 작업기준)*

 ● 위치 의존형 푸시/풀 하중 측정 솔루션 EC.P

 ● 트롤리 포지셔닝용 메인 시스템 이용 가능 -   

2차 측정 시스템 필요 없음

 ● 회전 모니터 필요 없음: 시그널 박스가   

위치 정보를 가동형 안테나로 전송

 ● 프로피넷을 통해 고객 PLC 제어로 위치 데이터 전송

 ● 반복 정확도: ±5mm

 트러프 통합형 이동 거리 측정 시스템

추가 정보: www.igus.kr/smartplastics

2020 2분기 첫번째 베타 테스트 – 일반 판매는 3분기 부터

 EC.PP  포지션 데이터 제공  EC.PR 

 ● 자동 구동되는 STS 크레인

 ● 대형 물류 창고

 ● 스태커 리클레이머

 ● 제철소와 같은 중장비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비콘 (송신기) 안테나 (수신기)

적용 가능한 분야

* 잘 알려진 위치 측정 시스템 제조 업체 CEO로부터 테스트 요청, 2020년 4월 9일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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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방지 -   

100km 주행시 3.6kg의 CO² 억제 효과***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전원 캐비닛에 추가 장치 필요없음

 ● 사내 하드웨어 개발 비용, €400/개당 크로스 바

 ● 예기치 않은 다운타임 제거 - 오토모티브 산업의 경우 

다운타임 10시간 발생의 손해액은 약 €600,000입니다**

 ● 업계 최대 규모의 이구스 랩에서 수행되는   

케이블 품질 테스트

 ● 통합형 LTE 모뎀이 마모 및 구동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직접 전송

 ● 별도의 하드웨어 추가 필요 없음

 ● 웹 대시 보드, 이메일, SMS를 통해 전송되는 유지 보수  

및 교체 권장 사항

 ● EC.W.04*대비 4배이상의 정확도 구현

 온라인 사용 수명 모니터링 

추가 정보: www.igus.kr/smartplastics

2020년 3분기 예상

 ● 제조 업체 상호 연결 포털

 ● 로봇 이동 축

 ● 물류 산업 장거리 어플리케이션

 ● 크레인

적용 가능한 분야

 EC.W.06  통합 IoT 클라우드 통신 모듈이 장착된 크로스바 

* 네 개의 센서 레이어
** 자동차 제조업에서 1 분의 라인 정지로 발생하는 비용은 € 1,000에서 € 6,000 사이입니다.
*** 2015년에 제조된 벤츠 차량을 임의로 선택하여 100km 주행, km당 160g의 CO² 배출 기록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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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보어의 마모도를 측정하는 신규 센서

 ● 롤러 및 비지지 체인 어플리케이션에 적합

 ● 새로 개발된 LoRa 모듈로 데이터를 icom.plus 오프라 

모듈로 전송

 ● 고효율 통신 기술로 수 년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

 ● "에너지 하베스팅(에너지 저장 및 재활용 기술)"옵션

 ● 업계 최대 규모의 이구스 랩에서 수행되는   

케이블 품질 테스트

 ● 제품의 수명을 미리 파악하여 예기치 않은   

다운타임을 방지하십시오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이구스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이 바우처 제공: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제품의 서비스 수명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e체인 시스템의 

조기/지연 교체 방지

 ●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에도 icom.plus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HMI 시스템 또는 로컬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수명 및 경고 

메시지 알림

 사용 수명 모니터링 

추가 정보: www.igus.kr/smartplastics

2500 & E4.32 시리즈용 Q2/2020 | E4/P4 시리즈용 Q3/2020

 ● 공작 기계, 목공 기계, 반도체, 물류 산업 내 비지지 e체인

 ● 크레인용 이구스 글라이딩 롤러 체인 시스템

적용 가능한 분야

 EC.I.SU.02  비지지 e체인용 통합형 오프라인 사용 수명 모니터링 

검증

기술력 향상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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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공간이 20% 감소된
 TPE 심선의 새로운 컨트롤 
케이블

단일 페어 이더넷 슬림 케이블

로봇용 ±180°/m 운동에 
적합한 모터 케이블 
CFROBOT7 

작은 곡률 반경의 고성능 
데이터 케이블, 
CF298 & CF299, 

경제적인 케이블 CF887, 
e체인 내 구동 5백만 더블 
스트로크 보장

가동형 케이블

에너지 전달 솔루션 

세퍼레이터가 필요 없는
300V UL 전압의 
이더넷 케이블

UL 기준 고온 적용을 위한 
CF34.UL.D 및 
CF35.UL TPE 모터 케이블, 

300V UL 전압, 장거리 이동 
및 작은 곡률 반경을 위한 
DriveCliq 케이블

신제품 chainflex® 배송 
박스로 케이블 배송 및 보관 
비용 84% 절감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이구스 솔루션.

SPE 이더넷-
단일 페어 슬림 이더넷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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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절감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측정 시스템 케이블
Measuring system cables

오일 내성 오일 내성오일 내성 오일/바이오 
오일 내성

oil/bio-oil 
resistance 

15 x d 10 x d10 x d 7.5 x d15 x d 7.5 x d

PVC PURPVC PURiguPUR TPE

서보 케이블
Servo cables

오일 내성 오일 내성오일 내성 오일/바이오 
오일 내성

oil/bio-oil 
resistance 

15 x d 10 x d 10 x d7.5 x d 7.5 x d15 x d 6.8 x d

PVC PVC PURPVC PURiguPUR TPE

모터 케이블
Motor cables

오일 내성오일 내성 오일/바이오 
오일 내성

oil/bio-oil 
resistance 

오일 내성 오일/바이오 
오일 내성

oil/bio-oil 
resistance 

15 x d 7.5 x d 7.5 x d15 x d 7.5 x d10 x d 7.5 x d

PVC PVC PURiguPUR TPEPUR TPE

컨트롤 케이블
Control cables

오일 내성
oil resistance oil resistance

oil resistance

oil resistance

oil resistance

oil resistance

오일 내성
oil resistance oil resistance

oil resistance

oil resistance

oil resistance

오일/바이오 
오일 내성

oil/bio-oil 
resistance 

오일 내성
oil resistance oil resistance

oil resistance

oil resistanceoil resistance

오일/바이오 
오일 내성

oil/bio-oil 
resistance 

12.5 x d 7.5 x d 6.8 x d12.5 x d 5 x d6.8 x d 4 x d

PVC PVC PURiguPUR TPEPVC T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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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케이블
Data cables

오일 내성오일 내성 오일/바이오 
오일 내성

oil/bio-oil 
resistance 

오일/바이오 
오일 내성

oil/bio-oil 
resistance 

12.5 x d 10 x d 7.5 x d10 x d 6.8 x d7.5 x d 4 x d

PVC PVC PURPUR TPEPVC TPE

버스 케이블
Bus cables

오일 내성 오일/바이오 
오일 내성

oil/bio-oil 
resistance 

오일 내성 오일/바이오 
오일 내성

oil/bio-oil 
resistance 

15 x d 12.5 x d12.5 x d 10 x d15 x d 7.5 x d

PVC PURPVC TPEiguPUR TPE

... 미터 단위 주문 ... 또는 하네싱 가능

Reduce costs with every cable type ...

... sold by the metre ... or ready harnessed

  CF77.UL.07.25.D 15,180 ₩/m

  CF5.07.25 9,600 ₩/m

 PVC 외피 적용시:  
 
 -36.76 %

  CF34.UL.100.04.D 31,040 ₩/m

  1 x CFPE.100.01 4,730 ₩/m

  3 x CF300.UL.100.01.D 11,850 ₩/m

 싱글 코어 이용시: 

 
 -46.59 %

  CF240.02.03 1,910 ₩/m

  CF8821.02.03 1,400 ₩/m

 곡률 반경 18.8mm 증가:   

 -26.70 %

  CF113.001.D  12,390 ₩/m

  CF111.001.D 8,540 ₩/m

 단거리 적용:  

 
 -31.07 %

  CFBUS.PUR.050 13,640 ₩/m

  CFBUS.PUR.045 6,140 ₩/m

 Cat5e 적용시: 
  

 -54.99 %

  CF27.40.15.02.01.D 19,070 ₩/m

  CF21.40.15.02.01.UL 13,870 ₩/m

 PVC 외피 적용시:  
 
 -27.27 %

Reduction to PVC: 

Use single cores:

Increase radius by 18.8 mm: Use for short travel:

Reduction to PVC: Reduction to Cat5e:

가격 절감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측정 시스템 케이블
Measuring system cables

오일 내성 오일 내성오일 내성 오일/바이오 
오일 내성

oil/bio-oil 
resistance 

15 x d 10 x d10 x d 7.5 x d15 x d 7.5 x d

PVC PURPVC PURiguPUR TPE

서보 케이블
Servo cables

오일 내성 오일 내성오일 내성 오일/바이오 
오일 내성

oil/bio-oil 
resistance 

15 x d 10 x d 10 x d7.5 x d 7.5 x d15 x d 6.8 x d

PVC PVC PURPVC PURiguPUR TPE

모터 케이블
Motor cables

오일 내성오일 내성 오일/바이오 
오일 내성

oil/bio-oil 
resistance 

오일 내성 오일/바이오 
오일 내성

oil/bio-oil 
resistance 

15 x d 7.5 x d 7.5 x d15 x d 7.5 x d10 x d 7.5 x d

PVC PVC PURiguPUR TPEPUR TPE

컨트롤 케이블
Control cables

오일 내성
oil resistance oil resistance

oil resistance

oil resistance

oil resistance

oil resistance

오일 내성
oil resistance oil resistance

oil resistance

oil resistance

oil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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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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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 resistance oil resistance

oil resistance

oil resistanceoil resistance

오일/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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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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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케이블
Data cables

오일 내성오일 내성 오일/바이오 
오일 내성

oil/bio-oil 
resistance 

오일/바이오 
오일 내성

oil/bio-oil 
resistance 

12.5 x d 10 x d 7.5 x d10 x d 6.8 x d7.5 x d 4 x d

PVC PVC PURPUR TPEPVC TPE

버스 케이블
Bus cables

오일 내성 오일/바이오 
오일 내성

oil/bio-oil 
resistance 

오일 내성 오일/바이오 
오일 내성

oil/bio-oil 
resistance 

15 x d 12.5 x d12.5 x d 10 x d15 x d 7.5 x d

PVC PURPVC TPEiguPUR TPE

... 미터 단위 주문 ... 또는 하네싱 가능

Reduce costs with every cable type ...

... sold by the metre ... or ready harnessed

  CF77.UL.07.25.D 15,180 ₩/m

  CF5.07.25 9,600 ₩/m

 PVC 외피 적용시:  
 
 -36.76 %

  CF34.UL.100.04.D 31,040 ₩/m

  1 x CFPE.100.01 4,730 ₩/m

  3 x CF300.UL.100.01.D 11,850 ₩/m

 싱글 코어 이용시: 

 
 -46.59 %

  CF240.02.03 1,910 ₩/m

  CF8821.02.03 1,400 ₩/m

 곡률 반경 18.8mm 증가:   

 -26.70 %

  CF113.001.D  12,390 ₩/m

  CF111.001.D 8,540 ₩/m

 단거리 적용:  

 
 -31.07 %

  CFBUS.PUR.050 13,640 ₩/m

  CFBUS.PUR.045 6,140 ₩/m

 Cat5e 적용시: 
  

 -54.99 %

  CF27.40.15.02.01.D 19,070 ₩/m

  CF21.40.15.02.01.UL 13,870 ₩/m

 PVC 외피 적용시:  
 
 -27.27 %

Reduction to PVC: 

Use single cores:

Increase radius by 18.8 mm: Use for short travel:

Reduction to PVC: Reduction to Cat5e:

 

PVC
CF880

PVC
CF130.UL

PVC
CF5

PUR
CF77.UL.D

TPE
CF9

TPE
CF98

5xd 4xd

iguPUR
CF890

12,5xd 7,5xd 6,8xd 6,8xd12,5xd

chainflex® 가격 비교 서비스 : 
비용은 줄이고, 사용 수명은 늘리고!
제어/버스 케이블 또는 드라이브 케이블(예: 서보 또는 측정 

시스템 케이블) 상관 없이, 모든 유형의 케이블에 대해 이구스

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기계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전기적 특성

이 동일한 경우 케이블 간 상호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구스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가격적 면에서 비용 

효율이 우수한 케이블을 선정해 드립니다.

지금 가격을 확인하시고 현재 사용중인 케이블 리스트를 당사

로 보내주세요. 어플리케이션에 딱 맞는 재질 선정으로 공정비 

절감과 서비스 수명 연장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케이블

에는 서비스 수명이 보증이 제공됩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요구되는 기술 요건과 고객이 찾는 가격대

를 고려해 내게 맞는 최적합 제품 선정을 도와드립니다. 오일 

유/무, 장거리/단거리 적용, 곡률 반경 등 어플리케이션에 적

합한 최적의 가격/성능 비율을 확인하세요! 모든 chainflex® 

케이블은 테스트랩에서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으로 36개월 워

런티가 보장됩니다.

비용적 이점

기술적 이점

 비용 절감, 수명 연장! 가성비 점검 서비스
 케이블 비용 절감 가능성 체크  

위 예를 통해 가격 체크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컨트롤 케이블(4x0.5mm²)의 경우 가장 비용 효율이 높은 품목은 PVC CF880 케이블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기술적 요

건을 만족시키면서 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반면 chainflex® CF98은 가장 긴 서비스 수명과 최소한의 곡률 반경 

등 가장 큰 기술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가능한 비용 절감 두 가지 예 :

오일/바이오 오일 내성오일/바이오 오일 내성오일 내성 오일 내성오일 내성

추가 정보: www.igus.kr/cf-price-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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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 인증 

3,800m2

테스트랩
연간 2억 5,000만 

테스트 사이클 
36 개월
워런티

 UL승인 제품 생산, 업계 최대 테스트랩

igus® 백서

"신뢰는 명확한 검증에서 출발합니다"

UL 인증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www.igus.kr/ul-verified

 ● 테스트 및 승인 완료

 ● 테스트 기관 인증으로 신뢰성 향상

 ●  테스트 완료된 케이블 신뢰성

 ●  온라인 구성/계산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현장 테스트 필요 

없음

 ● igus® 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www.igus.kr/plastic2oil

 ● UL 기관이 수행하는 포괄적 감사/확인

추가 정보: www.igus.kr/ul-verified

안정성확인/검증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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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국제 표준 승인 

 ● 모든 시장에 통용되는 케이블 품질

 ●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자신감

 ●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큰 승인 과정 생략 가능

 ● 재고 중복 없음

 ● 추가비용 발생 없음

 ● 원활한 글로벌 통관 절차

 ● 간편 스케쥴링

 ● 중복되는 재고 없음

 ● igus® 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www.igus.kr/plastic2oil

CE
1,303 종

NFPA
945 종

DESINA
300 종

CEI
786 종

CC-Link IE Field
58 종

CTP
1,004 종

EAC
1,243 종클린룸

1,055 종

UL 등재
29 종

UL 인증
1,350 종

DNV-GL
379 종

chainflex® 수명 보증

안정성확인/검증

비용 절감기술력 향상

추가 정보: www.igus.kr/cf-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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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PAPER:

Mehr Automatisierung in der Offshore-Industrie 
und der maritimen Wirtschaft
Mit erfolgreicher DNV-GL Zertifizierung der aktuellen Transformation 
einen Schritt voraus sein

April 2020

추가 정보: www.igus.eu/dnv-gl

재고로부터 즉시 공급되는 379종의 chainflex® 케이블

 해양 산업 적용 케이블 
 오프쇼어(offshore), 항만 산업용 chainflex® 케이블

확인/검증 안정성

비용 절감기술력 향상

 ● DNV-GL 기관이 수행하는 포괄적 감사/확인

 ● 해양 영역에 필요한 안전 재질

 ● 가동형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명확한 사용 수명 계산

 ● 케이블 결함 확률 최소화

 ● 해양 산업을 위한 높은 수준의 자동화 가능

 ● igus® 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www.igus.kr/plastic2oil

igus® 백서

더욱 확대되는 해양 산업 자동화,

DNV-GL 승인으로 준비하기.

www.igus.kr/dnv-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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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V UL 승인 버스 케이블

CF888 PVC 버스 케이블

CFBUS.PVC PVC 버스 케이블

CF889 iguPUR 버스 케이블

CFBUS.PUR PUR 버스 케이블

300V UL 승인, PVC 및 PUR 버스 케이블

버스 케이블 시리즈 최소 곡률 반경 재고 발송 가능 chainflex® 타입

e-chain®

PVC CF888 15xd 4

PVC CFBUS.PVC 12.5xd 13

iguPUR CF898 15xd 6

PUR CFBUS.PUR 12.5xd 16

케이블 서비스 수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최신 chainflex® 카탈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hainflex® 가격 체크로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버스 케이블을 선정해 보세요: 

안전한 구동 성능이 보장되는 가장 우수한 비용 효율의 가동형 케이블을 7개 품질별로 

제공합니다. chainflex® 가격 체크 : 64 페이지

온라인 제품 구성과 수명 정보를 알려주는 
chainflex® 제품 검색기 및 사용 수명 계산기

재고 발송 가능

UL 승인 케이블 6종 품질별 선택

추가 정보: www.igus.kr/BUS

내부 분리 옵션

 ● UL 전압 30V에서 300V로 증가

 ● 동일한 전압의 케이블 연속 배치 가능

 ● 두가지 곡률 반경

 ● 모든 버스 타입에 사용 (예:이더넷, 프로피넷, 이더캣, etc.)

 ● 온라인 서비스 수명 계산기:  

www.igus.kr/chainflexlife

 ● e-chain®내 케이블 분리가 필요 없어 경제적

 ● 품질/가격적 요소에 따른 4 가지 케이블 선택

 ● 36개월 품질 보증*

 ● 3,800 m² 업계 최대 규모 테스트랩에서 수행되는  

케이블 구동 테스트

 ● chainflex® 테스트 번호. 5064, 1,700만 스트로크

 ● 예측 가능한 사용 수명으로 불필요한 유지보수 작업 제거

 ● igus® 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www.igus.kr/plastic2oil

안정성확인/검증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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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us® chainf lex® CFBUS.060

버스 
케이블

품번 최소 
곡률 반경

심선 수 및 
도체 공칭 단면적

외경 Ø 동량 중량

e-chain®  [mm2] [mm] [kg/km] [kg/km]

CAT5 CFBUS.040 10xd (4x0.25)C 7 33 64

CAT5e CFBUS.045 10xd (4x(2x0.15))C 8.5 41 86

CAT6 CFBUS.049 10xd (4x(2x0.15))C 8.5 42 86

CAT6A CFBUS.050 12.5xd (4x(2x0.15)C)C 10.5 82 135

CAT7 CFBUS.052 12.5xd (4x(2x0.15)C)C 10.5 89 137

Profinet CFBUS.060 10xd (4x0.38)C 7.5 39 73

케이블 서비스 수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최신 chainflex® 카탈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고 하중용 TPE 버스케이블. 600V UL 승인. 
테스트 완료, 서비스 수명 보증.

CFBUS TPE 버스 케이블

 600V UL 고품질 버스 케이블 
 초고하중용 어플리케이션 

재고 발송 가능

 ● UL 전압 300V에서 600V로 두 배 증가

 ● 동일 전압 케이블 바로 옆에 배치 가능

 ● 온라인 서비스 수명 계산기:  

www.igus.kr/chainflexlife

 ● 3,800 m² 업계 최대 규모 테스트랩에서 수행되는  

케이블 구동 테스트

 ● chainflex® 테스트 번호. 3089, 7,700만 스트로크

 ● e-chain®내 케이블 분리가 필요 없어 경제적

 ● 36개월 품질 보증*

 ● 예측 가능한 사용 수명으로 불필요한 유지보수 작업 제거

 ● igus® 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www.igus.kr/plastic2oil

온라인 제품 구성과 수명 정보를 알려주는 
chainflex® 제품 검색기 및 사용 수명 계산기

안정성확인/검증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readycable®로 사용 가능한 700 개 이상의 이더넷 케이블, 
하네싱 및 체인 조립 완료. 낭비 없이 정확한 길이로 제작, 
100% 테스트 완료.

chainflex® 가격 체크로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버스 케이블을 선정해 보세요: 안전한 

구동 성능이 보장되는 가장 우수한 비용 효율의 가동형 케이블을 7개 품질별로 제공합니다. 

chainflex® 가격 체크 : 64 페이지

추가 정보: www.igus.kr/CF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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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상된 고온 내성 

CF34.UL.D TPE 모터 케이블

CF35.UL TPE 모터 케이블, 쉴드형

  심선 절연 UL 90°C 

비용 절감기술력 향상

안정성확인/검증

 ● UL 고온 인증으로 온도 안정성 12.5% 향상

 ● PVC 절연 모터 케이블보다 30% 낮은 유전율

 ● 온라인 서비스 수명 계산기:  

www.igus.kr/chainflexlife

 ● UL 스타일 22022/22021

 ● 3,800 m² 업계 최대 규모 테스트랩에서 지속적인 케이블 

구동 테스트 실행

 ● chainflex® 테스트 번호. 5299, 1,400만 스트로크

 ● 협소한 설치 공간에 적합

 ● 36개월 품질 보증*

 ●  저용량 케이블은 전체 드라이브 장치에 동일한 효율을 제공

함으로써 주파수 변환기 보상을 줄여줍니다.

 ● 예측 가능한 사용 수명으로 불필요한 유지보수 작업 제거

 ● igus® 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www.igus.kr/plastic2oil

온라인 제품 구성과 수명 정보를 알려주는 
chainflex® 제품 검색기 및 사용 수명 계산기

재고 발송 가능

품번 최소 
곡률 반경

심선 수 및 
도체 공칭 단면적 

외경 Ø 동량 중량

e-chain® [mm2] [mm] [kg/km] [kg/km]

CF34.UL.15.04.D 7.5xd 4G1.5 8.5 61 109

CF34.UL.25.04.D 7.5xd 4G2.5 10.5 100 166

CF34.UL.40.04.D 7.5xd 4G4.0 12 163 244

CF34.UL.60.04.D 7.5xd 4G6.0 14 237 344

CF34.UL.60.05.D 7.5xd 5G6.0 15.5 297 420

CF34.UL.100.04.D 7.5xd 4G10 17 407 540

CF34.UL.100.05.D 7.5xd 5G10 19.5 510 683

CF34.UL.160.04.D 7.5xd 4G16 20.5 646 819

CF34.UL.160.05.D 7.5xd 5G16 23 813 1,039

CF34.UL.250.04.D 7.5xd 4G25 25 1,014 1,268

CF34.UL.100.04.O.PE.D 7.5xd 4x10 17 407 540

CF34.UL.160.04.O.PE.D 7.5xd 4x16 20.5 646 819

CF35.UL.05.04 7.5xd (4G0.5)C 8 42 86

CF35.UL.07.04 7.5xd (4G0.75)C 8.5 58 107

CF35.UL.15.04 7.5xd (4G1.5)C 10 89 153

CF35.UL.25.04 7.5xd (4G2.5)C 11.5 133 214

CF35.UL.40.04 7.5xd (4G4.0)C 13.5 209 327

CF35.UL.60.04 7.5xd (4G6.0)C 16 305 461

CF35.UL.100.04 7.5xd (4G10)C 19.5 468 689

CF35.UL.160.04 7.5xd (4G16)C 23 740 1,025

CF35.UL.250.04 7.5xd (4G25)C 28 1,181 1,544

CF35.UL.60.03.O.PE 7.5xd (3x6.0)C 15.5 239 370

CF35.UL.250.03.O.PE 7.5xd (3x25)C 25 902 1,228

CF35.UL.350.03.O.PE 7.5xd (3x35)C 28.5 1,222 1,701

CF35.UL.500.03.O.PE 7.5xd (3x50)C 33.5 1,714 2,234

새로운 코어 절연으로 UL 고온 인증된 TPE 모터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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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us® chainf lex® CF113.028.D

CF113.028.D  PUR 측정 시스템 케이블

300V UL 인증, 초소형 곡률 반경 및 
장거리 이동을 위한 DriveCliq 케이블

외피 품번 최소 곡률 
반경

심선 수 및 
도체 공칭 단면적 

외경 Ø 동량 중량

e-chain® [mm2] [mm] [kg/km] [kg/km]

PVC CF884.028 15xd (2x(2x0.15)+(2x0.38))C 7.5 41 41

PVC CF211.028 10xd (2x(2x0.15)+(2x0.38))C 7.5 35 35

iguPUR CF894.028 15xd (2x(2x0.15)+(2x0.38))C 7.5 41 41

PUR CF111.028.D 10xd (2x(2x0.15)+(2x0.38))C 7.5 35 35

PUR CF113.028.D 7.5xd (2x(2x0.20)+(2x0.38))C 7.5 44 44

TPE CF11.028.D 7.5xd (2x(2x0.20)+(2x0.38))C 7.5 44 44

PUR CFROBOT4.028 10xd (2x(2x0.20)+(2x0.38))C 7.5 44 44

 ● UL 전압 30V에서 300V로 증가

 ● 동일한 전압의 케이블 연속 배치 가능

 ● 매우 작은 곡률 반경 및 장거리 주행

 ● 온라인 서비스 수명 계산기:  

www.igus.kr/chainflexlife

 ● UL 스타일 22022/22021

 ● 3,800 m² 업계 최대 규모 테스트랩에서 수행되는  

케이블 구동 테스트

 ● chainflex® 테스트 번호. 4692, 3,200만 스트로크

 ● e-chain®내 케이블 분리 요소가 필요 없어 경제적

 ● 36개월 품질 보증*

 ● 7 가지 사양 별 DriveCliq 케이블 선택으로 안정적 구동과 

함께 최고 가성비 선택 가능

 ●  예측 가능한 사용 수명으로 불필요한 유지보수 작업 제거 

 ● igus® 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www.igus.kr/plastic2oil

온라인 제품 구성과 수명 정보를 알려주는 
chainflex® 제품 검색기 및 사용 수명 계산기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확인/검증 안정성

DriveCliq 케이블 300V UL 인증
 최상의 내구성, 장거리 이동 최적화 

재고 발송 가능

추가 정보: www.igus.kr/CF113.D

하네싱 서비스가 포함된 readycable®:

케이블 낭비 없이 정확한 길이로 제작, 100% 테스트. 

35 종 케이블 재고 보유.

케이블 서비스 수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최신 chainflex® 카탈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hainflex® 가격 체크로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버스 케이블을 선정해 보세요: 안전한 

구동 성능이 보장되는 가장 우수한 비용 효율의 가동형 케이블을 7개 품질별로 제공합니다. 

chainflex® 가격 체크 : 6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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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공간 절약 설계 

최대 20% 작아진 외경으로 향상된 비용 효율

CF880 PVC 컨트롤 케이블

CF881 PVC 컨트롤 케이블, 쉴드형

CF890 iguPUR 컨트롤 케이블

CF891 iguPUR 컨트롤 케이블, 쉴드형

TPE 심선의 신제품 컨트롤 케이블

안정성확인/검증

비용 절감기술력 향상

온라인 제품 구성과 수명 정보를 알려주는 
chainflex® 제품 검색기 및 사용 수명 계산기

 ● 향상된 와이어 절연으로 16% 이상 전류 전달

 ● 20% 작아진 외부 직경

 ● 최대 21% 더 작아진 곡률 반경

 ● 온라인 서비스 수명 계산기:  

www.igus.kr/chainflexlife

 ● UL 스타일 2464/20940

 ● 3,800 m² 업계 최대 규모 테스트랩에서 지속적인 케이블 

구동 테스트 실행

 ● chainflex® 테스트 번호. 5289, 1,500만 스트로크

 ●  케이블 제조를 위한 재료 사용량 최대 35% 감소

 ● 13% 에너지 소모 감소

 ● igus® 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www.igus.kr/plastic2oil

재고 발송 가능

추가 정보: www.igus.kr/CF880  /CF881 /CF890  /CF891

외피 시리즈 최소 곡률 반경 쉴드 도체 공칭 단면적 

e-chain® [mm2]

PVC CF880 12.5xd – 0.5-2.5

PVC CF881 12.5xd  0.5-2.5

iguPUR CF890 12.5xd – 0.5-2.5

iguPUR CF891 12.5xd  0.5-2.5

케이블 서비스 수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최신 chainflex® 카탈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더 작은 e체인 설계로 20% 설치 공간 절약

 ● 단면적 감소로 최대 50%의 비용 절감

 ● 36개월 품질 보증*

chainflex® 가격 체크로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버스 케이블을 선정해 보세요: 안전한 

구동 성능이 보장되는 가장 우수한 비용 효율의 가동형 케이블을 7개 품질별로 제공합니다. 

chainflex® 가격 체크 : 6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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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발송 가능

• 팔레트 없는 선적
• 배송 후 바로 사용 가능
• 온라인 재주문

84% 배송비 절감 
 chainflex® 케이스 – 케이블 배송 및 보관을 한 번에 

 ● QR 코드를 활용한 60% 더 빠른 주문 처리

 ● 배송 박스에서 바로 사용

 ● 3 박스 까지 바로 쌓아 사용해 공간 절약

 ● 배송 가격 비교: UPS €3.20 vs. 운송사 € 20.00

 ● 표준 배송으로 최대 84% 배송비 절감

 ● 근무일 기준 1-2일 내 배송

 ● 보관/적재 또는 릴링 불필요

 ● 표준 배송을 통한 자원 절약

 ● 재사용 가능한 재료 사용

안정성확인/검증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추가 정보: www.igus.kr/cf-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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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이더넷

단일 페어
이더넷

84 85

CFBUS.PUR.042 단일 심선 Ethernet 케이블

스마트 산업 자동화를 위해 무게와 필요 공간을 줄인 SPE 케이블

버스 케이블 품번 최소 
곡률 반경

심선 수 및 
도체 공칭 단면적 

외경 Ø 동량 중량

e-chain® [mm2] [mm] [kg/km] [kg/km]

CAT5 CFBUS.PUR.040 12.5xd (4x0.25)C 6.5 29 67

SPE CFBUS.PUR.042 12.5xd (2x0.15)C 5.5 12 33

CAT5e CFBUS.PUR.045 12.5xd (4x(2x0.15))C 7.5 33 66

CAT6 CFBUS.PUR.049 12.5xd (4x(2x0.15))C 7.5 34 66

CAT6
A

CFBUS.PUR.050 12.5xd 4x(2x0.20)C 9.5 65 118

CAT7 CFBUS.PUR.052 12.5xd (4x(2x0.15)C)C 9.5 89 129

케이블 서비스 수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최신 chainflex® 카탈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hainflex® 카탈로그 또는 온라인에서 CAT7 포함 이더넷 케이블 전체 제품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품 구성과 수명 정보를 알려주는 

chainflex® 제품 검색기 및 사용 수명 계산기

 ● 균일한 이더넷 통신(제어 캐비닛에서 기계까지)

 ● 동일한 데이터 전송 속도로 CAT5e보다 25% 더 얇은 케이블

 ● 온라인 서비스 수명 계산기:  

www.igus.kr/chainflexlife

 ● 3,800 m² 업계 최대 규모 테스트랩에서 수행되는  

케이블 구동 테스트

 ● chainflex® 테스트 번호. 3089, 7,700만 스트로크

 ● SPE Network 파트너

 ● CFBUS.PUR.045 대비 설치 공간 25% 감소

 ● 4코어 CAT5e 케이블 (CFBUS.PUR.045) 대비  

20% 저렴한 비용

 ● 36개월 품질 보증*

 ●  케이블 제조를 위한 재료 사용량 최대 46% 감소

 ● 가동형 어플리케이션에서 CFBUS.PUR.045 대비 50%  

적은 에너지 소비량

 단일 페어 이더넷 케이블
 인더스트리 4.0 케이블 

재고 발송 가능

추가 정보: www.igus.kr/SPE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안정성확인/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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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ion

 4천만 더블 스트로크 보장 
  4xd 곡률 반경 테스트 완료

CF298 TPE 데이터 케이블

CF299 TPE 데이터 케이블, 쉴드형

품번 최소 
곡률 반경

심선 수 및 
도체 공칭 단면적 

외경 Ø 동량 중량

e-chain® [mm2] [mm] [kg/km] [kg/km]

CF298.01.02 4xd 2x0.14 4.5 5 15

CF298.01.04 4xd 4x0.14 5.5 9 25

CF298.01.08 4xd 8x0.14 7 16 44

CF298.02.03 4xd 3x0.25 5.5 12 28

CF298.02.04 4xd 4x0.25 6 16 35

CF298.02.07 4xd 7x0.25 7 28 53

CF298.02.08 4xd 8x0.25 7.5 32 61

CF298.03.04 4xd 4x0.34 6 19 37

CF298.03.07 4xd 7x0.34 7.5 33 62

CF298.05.04 4xd 4x0.5 6.5 27 48

CF299.01.02 4xd (2x0.14)C 6 17 36

CF299.01.04 4xd (4x0.14)C 6.5 22 45

CF299.01.08 4xd (8x0.14)C 8.5 35 75

CF299.02.04 4xd (4x0.25)C 7 32 57

CF299.02.07 4xd (7x0.25)C 8.5 46 83

재고 발송 가능

 ● 더블 스트로크 2배

 ● CF11대비 41% 곡률 반경 감소

 ● 온라인 서비스 수명 계산기:  

www.igus.kr/chainflexlife

 ● 3,800 m² 업계 최대 규모 테스트랩에서 수행되는  

케이블 구동 테스트

 ● chainflex® 테스트 번호. 4932, 5,400만 스트로크

 ●  e-chains®에서 두 배의 케이블 안정성 보장   

(2,000만에서 4,000만 사이클로 증가)

 ● 두 배 이상 연장된 케이블 수명으로 비욜 효율 극대화

 ● 36개월 품질 보증*

 ● 케이블 서비스 수명 두 배 보증

 ● 4 x d 곡률 반경으로 설치 공간 감소

 ● igus® 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www.igus.kr/plastic2oil

온라인 제품 구성과 수명 정보를 알려주는 
chainflex® 제품 검색기 및 사용 수명 계산기

안정성확인/검증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작은 곡률 반경(4xd)을 위한 고성능 데이터 케이블. 
chainflex® 테스트랩에서 4,000만 더블 스트로크 테스트 완료

추가 정보: www.igus.kr/CF298 /CF299

케이블 서비스 수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최신 chainflex® 카탈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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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for

최적화
ROBOTS

 로봇 적용 ±180°/m 모터 케이블 

모터 또는 서보 케이블로 로봇 장비 적용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chainflex® 케이블.

CFROBOT7 PUR 모터 케이블

 로봇 및 3D 모션용 

확인/검증 안정성

비용 절감기술력 향상

 ● 로봇에서 비틀림 (±180°/m) 사용에 최적

 ● 협소한 공간 설치에 적합

 ● 온라인 서비스 수명 계산기:  

www.igus.kr/chainflexlife

 ● 3,800 m² 업계 최대 규모 테스트랩에서 지속적인 케이블 

구동 테스트 실행

 ● chainflex® 테스트 번호. 3698, 1,200만 스트로크

 ● 설치 공간 최소화

 ● 36개월 품질 보증*

 ● 로봇 구성품의 소형화 및 경량화

 ● igus® 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www.igus.kr/plastic2oil

온라인 제품 구성과 수명 정보를 알려주는 
chainflex® 제품 검색기 및 사용 수명 계산기

추가 로봇용 토션 케이블: 
 ● 컨트롤 케이블

 ● 데이터 케이블

 ● 버스 케이블

 ● 광섬유 케이블

 ● 측정 시스템 케이블

 ● 단일 심선 

품번 최소 
곡률 반경

심선 수 및 
도체 공칭 단면적 

외경 Ø 동량 중량

e-chain® [mm2] [mm] [kg/km] [kg/km]

컨트롤 페어 없음

CFROBOT7.15.03.C 10xd (3G1.5)C 8.5 60 97

CFROBOT7.15.04.C 10xd (4G1.5)C 9 77 120

CFROBOT7.25.03.C 10xd (3G2.5)C 10 93 141

CFROBOT7.25.04.C 10xd (4G2.5)C 10.5 119 172

CFROBOT7.60.04.C 10xd (4G6.0)C 15 278 373

2 컨트롤 페어

CFROBOT7.07.03.02.02.C 10xd (4G0.75+2x(2x0.34)C)C 11.5 88 155

CFROBOT7.15.15.02.02.C 10xd (4G1.5+2x(2x1.5)C)C 16.5 197 304

CFROBOT7.25.15.02.02.C 10xd (4G2.5+2x(2x1.5)C)C 16.5 243 348

4 컨트롤 페어

CFROBOT7.40.02.02.04.C 10xd (4G4.0+4x(2x0.25)C)C 17 253 365

재고 발송 가능

추가 정보: www.igus.kr/CFROBO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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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신제품 서보 케이블

경제적인 서보 케이블, 
e체인 내 구동 5백만 더블 스트로크 보장

 PVC 서보 케이블 CF887 

CF887 PVC 서보 케이블

재고 발송 가능

추가 정보: www.igus.kr/CF887

품번 최소 
곡률 반경

심선 수 및 
도체 공칭 단면적 

외경 Ø 동량 중량

e-chain® [mm2] [mm] [kg/km] [kg/km]

1 컨트롤 페어 쉴드

CF887.07.05.02.01 15xd (4G0.75+(2x0.5)C)C 10 69 119

CF887.15.15.02.01 15xd (4G1.5+(2x1.5)C)C 12.5 124 204

CF887.25.15.02.01 15xd (4G2.5+(2x1.5)C)C 13.5 182 269

CF887.40.15.02.01 15xd (4G4.0+(2x1.5)C)C 14.5 236 352

2 컨트롤 페어 쉴드

CF887.10.07.02.02 15xd (4G1.0+2x(2x0.75)C)C 11.5 109 184

CF887.15.15.02.02 15xd (4G1.5+2x(2x1.5)C)C 13.5 164 258

CF887.25.15.02.02 15xd (4G2.5+2x(2x1.5)C)C 14.5 217 325

온라인 제품 구성과 수명 정보를 알려주는 
chainflex® 제품 검색기 및 사용 수명 계산기

 ● e-chains®에 사용시 5백만 더블 스트로크 보장

 ● 설치 공간 최소화에 적합한 작은 횡단면

 ● 온라인 서비스 수명 계산기:   

www.igus.kr/chainflexlife 

 ● 3,800 m² 업계 최대 규모 테스트랩에서 수행되는  

케이블 구동 테스트

 ● chainflex® 테스트 번호. 4345, 6백만 스트로크

 ● CF21.UL 대비 51% 저렴

 ● 36개월 품질 보증*

 ● 저중량으로 에너지 소모 감소

 ● igus® 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www.igus.kr/plastic2oil

안정성확인/검증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케이블 서비스 수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최신 chainflex® 카탈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hainflex® 가격 체크로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버스 케이블을 선정해 보세요: 안전한 

구동 성능이 보장되는 가장 우수한 비용 효율의 가동형 케이블을 7개 품질별로 제공합니다. 

chainflex® 가격 체크 : 6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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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커넥트 어댑터

하네스 케이블

에너지 전달 솔루션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이구스 솔루션.

로봇에 바로 설치 가능한  
사전 조립형 에너지체인시스템

로봇용 확장 케이블:  
하네싱 완료, 바로 설치 가능

단 몇 초면 연결 가능한
모듈 커넥트 어댑터 

Hybrid MS2N & IndraDrive 
MI, 최신 하이브리드 기술: 
전원과 데이터를 하나의 
케이블로 

빠른 구성/설계: 
e플랜 매크로, 
SEW 드라이브

각 해외지사에도 완비된
readycable®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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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fektionierte Leitungen nach SEW Standard
Bearb.

MATi0817 1122MPNMAT9851460/3

Urspr

VSC

Datum

Datum

Ersetzt durch

Servo cablePUR

1

Änderung

0 76

Gepr
Ersatz von

8 93

949

2

4

18.12.2019

1

2

++

Name

5

+
i0817 8860
MAT9851457

#

Blatt
von

95Base cable

Allpolig
12/2019
Variante A
i0817 8860 (PUR)
IGUS\MAT9851457.ema

PE

PE SH

SH

SH1

SH110

10

9

9

U

U

V

V

W

W

4

4

6

6

5

5

600/1000 V
(7x2,5+(2x0,75)C)C

PUR
-W1

SH1BK(L1) BK(L2) BK(L3) GNYE SH

-W1

1 2 3

RD

4 6

WH BU

5

1-X1 2 3

-X1 =
PE 4 6 5 10 9

21

10 9 PE

 9594

비용 절감

 빠른 설계, EPLAN 매크로 
 CAE 툴에서 사용하는 SEW 드라이브용 EPLAN 매크로 

 ●  EPLAN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제작 모듈 및 매크로:  

www.igus.kr/eplan-makro

 ● 업계 최대 규모 테스트랩에서 수행된 에너지 체인 및 케이

블 기계적 응력 테스트

 ● 주 당 12,000 건 이상 하네싱 케이블 생산

 ● 바로 사용한 가능한 e플랜 매크로로 설계 시간 50% 단축

 ● 간편한 디지털 설계 & 온라인 주문

 ● 최소 주문 수량 없음, 컷팅비 없음

 ● 미터 단위로 판매, 모든 케이블에 36개월 보증

 ● 모든 하네스 케이블 낭비 또는 남는 길이 없이 정확하게  

맞춤으로 배송

 ● 긴 수명의 케이블 재질 + 고품질 풀러그인 커넥터 + 가공 

= 보장된 제품 수명과 신뢰성

 ● igus® 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www.igus.kr/plastic2oil

안정성확인/검증

기술력 향상

 ● SEW 드라이브용 217종 케이블 EPLAN 매크로 

 ● CAE에서 케이블 구성, 부품 목록 및 기타 설계 자료  

자동 생성

 ● 온라인 주문 및 수명 계산: www.igus.kr/readycable

새로운 매크로를 사용해 설계 단계에서 이미 모든  
readycable® 제품 데이터를 EPLAN으로 가져오고 
부품 리스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 부서에서 전기적 세부 사항을 처리하는 
동안, 사용자는 EPLAN 데이터 포털에서 어플리케이션 
용도에 따른 케이블 선택을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www.igus.kr/eplan-makro

SEW에 적합한 신제품 readycable®, e플랜 매크로 사용 방법

추가 정보: www.igus.kr/eplan-mak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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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 확장 제품군 확장

97 96

비용 절감기술력 향상

안정성확인/검증

 하이브리드 로봇 케이블 
 MS2N & IndraDrive MI, 바로 연결 가능한 하네싱 익스텐션 케이블 readycable®              

 ● Kuka, Fanuc 및 ABB에 적합한 확장형 케이블

 ● 기존 로봇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를 유연하게   

확장 시킬 수 있는 익스텐션 케이블

 ● 바로 연결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네싱 서비스 제공

 ● 100% 테스트, 승인 및 테스트 리포트 제공 

 ●  안정적 구동과 함께 최고 가성비를 제공하는 무빙 케이블의 

7가지 품질 별 선택

 ● 긴 수명을 보장하는 익스텐션 케이블로 유지 보수 간격 연장

 ● igus® 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www.igus.kr/plastic2oil

 ● 전원 및 데이터를 한 개 케이블로 해결하는   

최신 하이브리드 케이블, 설치 공간 절약, 경량화

 ● 온라인 주문 및 수명 계산: www.igus.kr/readycable

 ●  100% 테스트, 승인 및 테스트 리포트 제공 

 ● 3,800 m² 업계 최대 규모 테스트랩에서 수행되는  

케이블 구동 테스트

 ● 주 당 12,000 건 이상 하네싱 케이블 생산

 ● 케이블 설치 시간 감소, 하나의 케이블로 두 개의 기능 

 ● 제조 업체 품번으로 바로 주문 가능

 ● 24시간 내 재고 발송으로 업체 재고 부담 감소

 ● 최소 주문 수량 없음, 컷팅비 없음

 ● 잔여 길이 및 낭비 없이: 센티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하네싱

 ● 남는 길이나 자원 낭비 없이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정확

한 사용 수명 계산이 가능합니다.

 ● igus® 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www.igus.kr/plastic2oil

비용 절감기술력 향상

확인/검증 안정성

재고 발송재고 발송

추가 정보: www.igus.kr/rca-bosch-rexroth   /rca-robo 



igus® 2020 뉴스 및 제품 확장 : www.igus.kr/news ...  9998

안정성

비용 절감

확인/검증

 고하중 적용 하네싱 케이블 
 극한 환경에 바로 적용 가능한 사전 조립형 에너지 체인 시스템

 ● 견고하고 뛰어난 내부식성, 거친 환경을 위한 e체인

 ● 어플리케이션 최적화 및 바로 설치 가능

 ● 클림프, 납땜, 에폭시 수지 화분

 ● Megger VLF Sinus 34kV로 100% 테스트 완료

 ● 조립 시간 68% 단축

 ● 조달 시간 89% 절약

 ● 조립 및 테스트 공구 절약

 ● 뛰어난 내구성 원료(예: Patton & Cooke, Amphenol, 

Proconect)

 ● 무급유, 이동 가능한 시스템으로 지속 사용

 ● igus® 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www.igus.kr/plastic2oil

쇼어 파워 연결에 사용된 readychain®

대기 오염 규제로 선박용 디젤 기관 대신 전기 추진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박에 표준 플러그 케

이블 공급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예로, 노르웨이 몽스타드 항구에는 igus® 의 안정적이고 견

고한 에너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3m 길이 컨테이너에 통합된 이구스 e스풀 에너지 공급 시스템

은 지게차를 이용해 다양한 정박지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컨테이너는 열악한 환경 및 항구 작업의 영향으로부터 시스템

을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readychain® 시스템은 

슬립링 없이도 고장력 케이블이 탄탄히 감겨있어 유지보수 작

업이 줄어듭니다.

추가 정보: www.igus.kr/heavy-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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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배송 문의

모듈 커넥트 시스템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igus.kr/moduleconnect 

 단 몇 초 안에 연결 되는 e-chain®  
 모듈 커넥트 어댑터로 조립 시간 절약 

 ● 추가 금속 부품 없이 부착

 ● 유연성: 벽과 바닥에 간단하게 클립 고정

 ● 안전성: 통합형 스트레인 릴리프와 씰

 ● 적합성:  개별 하우징을 하나의 커넥터로 결합한  

인터페이스 구성

 ● 2018 reddot 디자인 어워드 수상

 ● 많은 개별 커넥터 대신 한 개의 커넥터로 경제적

 ● 다양한 조합 가능

 ● 기존 이구스 제품 통합 가능

 ● 3D 프린팅으로 체인 폭 및 높이에 적합한 어댑터 제작

 ● igus® 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www.igus.kr/plastic2oil

간편 모듈 
표준화된 e체인과 모듈 커넥터를 만나보세요. 체인 시리즈, 
체인 폭 및 모듈 커넥트 커넥터 수에 따라, 3D 프린팅으
로 어댑터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어댑터는 모듈 커넥트에 
간단하게 장착되며, 스냅 인 장치를 사용하여 체인에 부착
됩니다.

그 결과, 핀 지정이나 케이블 길이 등 명확하게 정의된 전체 
시스템을 완조립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표준 색상 : 검정(요청 시 다른 색상 가능)

안정성

 ●  설치 시간 80% 단축

 ● 어플리케이션 최적화 및 바로 설치 가능

 ● 플러그만 연결해서 바로 사용

확인/검증

추가 정보: www.igus.kr/adapter-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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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us® SPAIN igus® SPAIN igus® SPAIN

igus® TURKEY igus® TURKEY igus® TURKEY

igus® UK igus® UK igus®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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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검증 안정성

 자동화, 표준화, 신속화 

 ● 타입 별 최대 7종의 케이블 사양 선택

 ● 하네싱 자동화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고품질 제품 생산

 ● igus® 테스트랩에서 수행된 수 십년 간의 테스트 데이터베

이스로 전지사 글로벌 36개월 보증 제공

 ● 로컬 생산으로 배송 비용 감소

 ● 36개월 품질 보증*

 ● 로컬 생산 및 재고 관리로 배송 시간과 비용 단축

 ● 로컬 요구 사항 최적 수용

 ● igus® 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www.igus.kr/plastic2oil

추가 정보: www.igus.kr/ready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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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 소재로
교체 빈도 최소화

자원 및 비용 절약 
라이너만 교체하면 되는 drylin® 리니어 가이드

제품의 99% 재사용 가능
설립 이래 지속적 내부 재활용

낮은 마찰계수, 에너지 절약 
마모 최적화

경량화로 에너지 소비 감소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

손상된 부품만 교체 
스마트 플라스틱을 통한 사전 유지 보수 알림

급유로 인한 오염 발생 없음 
무급유로 위생적 설비 가능

 지속 가능성 igus® 체인 리사이클링 프로그램 

플라스틱을 원유로, 화학적 재활용 사업 

체인 리사이클링 
폐플라스틱 체인의 재활용

www.igus.kr/plastic2oil

www.igus.kr/chaingewww.igus.kr/climate
모션을 위한 최초의 고성능 플라스틱 개발 당시 환경 보호는 

주된 초점이 아니었지만 이구스 제품이 가진 무급유 및 오랜 

제품 수명은 오늘날 환경 보존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구스는 이제 제품을 넘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몇 가지 

주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숲 조성을 한 2,500그루의 

나무 심기를 시작으로, "Operation Clean Sweep(플라스틱 

펠릿 손실을 줄이는 플라스틱 산업)" 원칙에 따라 사업 설비를 

재편했습니다. 이러한 사내 환경 관리는 ISO 14001 국제적 

공인으로 신뢰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독일, 한국을 시작으로 

ISO 인증을 획득을 마쳤으며, 회사 내부적으로도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활동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구스 전시회에서 사용된 배너는 동전 지갑이나 노트북 

가방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결함 부품 또는 사출 성형에서 발생하는 잔여물은 과립화 후 

재사용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 관계없이 폐플라스틱 체

인을 수거하는 chainge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에너지 체인의 수명이 다해 산업 폐기물 처리해야 할 

경우 이구스가 수거해드립니다. 당사는 플라스틱을 소재별로 

분리하고 파쇄해 재사용 원료로 되돌립니다.   

플라스틱 분류에는 많은 과정과 비용 소모가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단순 소각되는 

이유는 이때문입니다. Mura Technology는 재활용 할 수 

없는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분 내에 오일로 변환하는.

촉매 수열 반응(약어: Cat-HTR)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물, 

고온, 압력만을 사용해 원료를 분리하고 재결합시킵니다. 

영국에 설립되는 해당 기술의 최초 상업용 플랜트에 igus®는 

약 5백만 유로를 투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 중량에 따라 이구스 제품 구매가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해 

드립니다. 

 이구스 솔루션.

igus® 2020 뉴스 및 제품 확장 : www.igus.kr/news  104



news...
....

....
20

2
0....

dry-tech
®  

베어링 2020 ...

기술력 향상 ... 비용 절감. ... 이구스 솔루션

motion plastics
®

 for longer life ...

.kr

.kr



Is
su

e 
04

/2
02

0 
M

AT
00

71
95

7.
20

이구스 솔루션.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이구스와 함께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을 달성하세요.

이구스가 수 년간 고수해온 제품 개발 목표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모두가 어려운 202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구스의 혁신이 담긴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력 향상과 비용 절감이 가능한 이유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이구스 솔루션."

혁신적인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Frank Blase

대표 이사

고객 여러분께,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이구스 솔루션. 홈 오피스 개척자의 본거지

이구스 디지털 가상 부스를 체험하세요

igus® Academy – 모션 플라스틱 
전문가가 제공하는 무료 웨비나
웨비나에서는 재질 원리에서 프로젝트 계획, 
조립 및 설치 지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영역을 
다룹니다. 또한 플라스틱 재활용, 자체 3D 프린터 
제작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제 확인 및 웨비나 등록 

www.igus.kr/academy

이구스 혁신 20 0 전시회 스탠드 ...
www.igus.kr/virtualexhibition
... 전문가 상담 예약 ...
www.igus.kr/expertmeeting

#하노버메쎄2020 ... #전시했어야할제품들

igus® motion plastics® ... 100가지 이상의 신제품

drylin® 직동 기술 … dryspin® 리드 스크류 기술 ...

xiros® 볼 베어링 ... 

저비용 자동화 ...

iglidur® 스톡 바 ... igubal® 구면 베어링 ... 플레인 베어링, iglidur® 

무급유 구동 & 
최대 50.9%까지 비용 절감

무급유 구동 & 
최대 60.4%까지 비용 절감

무급유 구동 &
최대  82.2%까지 비용 절감

무급유 구동 &
최대 78.1%까지 비용 절감

최저

₩4,280,000
5 DOF

최저

₩5,350,000
로봇 키트

자동화 & 
drylin® 갠트리 로봇

최저

₩1,500,000
3차원 갠트리

무급유 구동 & 
최대 89.5%까지 비용 절감

무급유 구동 &
최대 27.9%까지 비용 절감

자동화 & 다관절 로봇 
robolink®

자동화 & 
델타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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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주행에서 내마모성을 
위한 iglidur® 재질 

전착 도장 공정을 위한
클립 베어링 

식품 산업용 
클립 베어링 

펠트 씰 SG03로 인해 먼지와 
분진 환경에서도 청결 유지

 
식품 산업용 코팅 재질 

 
PRT-04 모듈형 시스템 
추가: 개별 조립 옵션 

PRT-04 모듈형 시스템 추가: 
컴팩트한 내부 드라이브 톱니 

 
PRT-04 모듈형 시스템 추가: 
전도성 스테인리스 스틸

PRT-04 모듈형 시스템 
추가: 모터로 직접 연결 

iglidur® Tribo-Cut - 개별 가공 
부품에 대한 CNC 가공 서비스 

추가 선택 옵션 - iglidur® E7, 
신제품 회전 운동을 위한 스톡 바 

추가 선택 옵션 - 높은 하중과 
온도를 위한 iglidur® HLW

iglidur® Q2E –  
고하중 적용

isense 스탠다드 프로그램 – 
예상치 못한 베어링 손상 방지

철도 산업용 iglidur® 재질 경질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샤프트용 iglidur® 재질 

 
iglidur® A250 – 식품 산업을 위한 
내마모성 나이프 엣지 롤러

다양한 치수로 제공되는 
표준 롤러 제품군 

iglidur® 기어로 비용 
절감 및 무게 절약 

높은 내화학성을 위한 코팅 재질 

PRT-04 모듈형 시스템 
추가: 슬롯 너트 프로파일을 
사용한 간편한 포지셔닝 

PRT-04 모듈형 시스템 추가: 
정의된 래칭 포인트로  
정확한 래칭 

PRT-04 모듈형 시스템 
추가: 앵글 스탑 기능이 
있는 연속 회전 범위 

PRT-04 모듈형 시스템 추가: 
스위칭 센서가 있는 예측 센서 

 10 페이지  12 페이지  14 페이지  16 페이지  18 페이지  20 페이지  22 페이지  24 페이지

 iglidur® 폴리머 베어링  iglidur® PRT 선회 링

나이프 엣지 롤러 iglidur® 롤러 iglidur® 기어 iglidur® IC-04 iglidur® IC-05 iglidur® PRT-04 M4, G, DRI iglidur® PRT-04 TO iglidur® PRT-04 ES

 iglidur® 폴리머 베어링 ...

iglidur® Q2E iglidur® isense iglidur® RW250 iglidur® E iglidur® J3B iglidur® K250 클립 베어링 iglidur®A230 클립 베어링 SG03 펠트 씰

 26 페이지  28 페이지  30 페이지  32 페이지  34 페이지  38 페이지  40 페이지  42 페이지

 iglidur® PRT 선회 링  iglidur® 스톡 바

iglidur® PRT-04 T iglidur® PRT-04 R iglidur® PRT-04 TS iglidur® isense PRT iglidur® PRT-04 DP 스톡 바 Tribo-Cut 스톡 바/플레이트 E7 스톡 바 HLW

 44 페이지  46 페이지  48 페이지  50 페이지  52 페이지  56 페이지  58 페이지  60 페이지



5 6igus® 2020 뉴스 및 제품 확장 : www.igus.kr/news ...  igus® 2020 뉴스 및 제품 확장 : www.igus.kr/news ...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이구스 솔루션. ... 자기 윤활 모션 솔루션 ... 

60초 내에 리드 스크류 너트 및 
슬라이딩 플레이트 구성하고

ESD 특성으로 인해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SLS 재질 iglidur® I8-ESD

신제품 다기능 트리보 필라멘트- 
높은 강도 및 향상된 온도 안정성

iglidur® I150 트리보 
필라멘트 재질, 8kg 스풀로 
스풀 교체 주기 감소 

 
컨트롤 암 적용 iglidur® J 
재질의 구면형 캡으로 비용 절감

igubal® ESQM-100 -  
사각 튜브 필로우 블록 베어링 

iglidur® J4 재질의 
경제적인 교체식 볼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에 적용된 
내분진성, 점착 방지의  
플라스틱 구면 볼 

스프링 위치 고정 시스템이 
통합된 drylin® W 직동 캐리지 

최적화된 롤러 방향과 통합 볼 
베어링으로 마찰 계수 감소 

예측 유지 보수: LED 또는 
무선 전송을 통한 마모 알림 
기능의 drylin®직동 캐리지

 igus®의 선형 캐리지 및 
PRT 회전 링 베어링이 
통합된 drylin® 직동 캐리지

더 자유로운 설계를 위한 
스톡 바 플레이트 스트립

낮은 프로파일 
트리보 테이프 시트

iglidur® 3D 프린팅 
서비스으로 더 빠른 결과 제공

두 가지 재료를 결합한
3D 프린팅/사출 성형

 
식품 산업용 트리보 필라멘트 무보수 내부 링이 있는 

금속 하우징 - igubal® 
KARM-12-MI-J-EK

손쉬운 조립을 위한 유연한 
재질의 커플링 조인트

 
조립 및 분해가 쉬운 신제품 
앵글 볼 및 소켓 조인트

간편한 라벨링을 위한 블랙 
아노다이징 가이드 롤러

깨지기 쉬운 상품의 무급유 및 
정전기 분산 이송에 이상적 

정렬 오류를 보정하는 DIN 630 
따른 xiros® 자가 보정 볼 베어링

부식 방지 drylin® W - 
모듈형 직동 시스템을 위한 
라운더 형태의 알루미늄 레일

 62 페이지  64 페이지  68 페이지  70 페이지  72 페이지  74 페이지  76 페이지  78 페이지

 iglidur® 3D 프린팅  igubal® 구면 베어링 ...

iglidur® A350 igubal® KARM igubal® GPZM igubal® WGRM igubal® JPM-40 igubal® ESQM igubal® J4EM-SP igubal® 주철 하우징

 iglidur® 스톡 바  iglidur® 3D 프린팅 ...

플레이트 스트립 트리보 테이프 시트 글로벌 서비스 다중 재질 구성 요소 온라인 툴 iglidur® I8-ESD iglidur® I190 iglidur® I150

 80 페이지  84 페이지  86 페이지  88 페이지  90 페이지  92 페이지  94 페이지  96 페이지

 xiros® 폴리머 볼 베어링  drylin® 직동 기술 ...

가이드 롤러 폴리머 볼 트랜스퍼 유닛 자가 보정 볼 베어링 drylin® CA 레일 drylin® 위치 캐리지 drylin® WJRM  drylin® isense / LED drylin® PRT 캐리지

 100 페이지  102 페이지  104 페이지  108 페이지  110 페이지  112 페이지  114 페이지  11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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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spin® 고나사산 
4 가지 신규 사이즈

플라스틱 리드 스크류용 4 
가지 신규 dryspin® 피치

사출 성형에 최적화된 경량 
디자인의 dryspin® JGRM, 
동일한 규격 및 경제적

저진동으로 저소음 작동- 10x3 
사다리꼴 나사 대안 신제품 
dryspin® 나사

모터와 제어 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온라인에서 구성

 
맞춤형 색상, 로고, 설계  
- 저비용 자동화 로봇 시스템

협업 로봇을 위한 로봇 솔루션 drygear® - 컴팩트한 디자인의 
차세대 스트레인 웨이브 기어

로봇 트레이닝 및 연구 시설을 
위한 로봇 플랫폼의 신규 교육 
영역 

낮은 프로파일, 경량 및 
내구성의 솔리드 플라스틱 
재질 drylin® N 직동 캐리지

예압형 drylin® N 직동 캐리지 drylin® NTP – 솔리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일체형 텔레스코픽 가이드

견고하고 가벼운 이구스 
폴리머로 제작된 직동 하우징, 
비용 효율적인 사출 성형

스텝 모터 또는 DC 모터 연결을 
위한 스테인리스 타이밍 벨트 축 
drylin® E 

개별 제어 drylin® W 직동 가이드 
시스템 기반 이중 타이밍 벨트 축

신제품 기어 박스 
44Nm 지속 토크 

프로그래밍 없이 다양한 자동화 
작업을 위한 일체형 패키지 

최초의 igus® 로봇 
컨트롤 소프트웨어 

7축 직동 조정으로 
로봇의 유연성 향상

모듈형 설계의 Apiro® 
기어박스 시스템

e체인 시스템 및 chainflex® 
케이블을 포함한 전체 
조립품 온라인 주문

 118 페이지  120 페이지  122 페이지  124 페이지  128 페이지  130 페이지  132 페이지  134 페이지

 drylin® 드라이브 시스템  저비용 자동화 ...

drylin® ZLW-ES drylin® ZLWT drylin® GEA drylin® INI SHT 구성기 robolink® RL-DP ReBeL® robolink® RS-17

 drylin® 직동 가이드 시스템  drylin® 리드 스크류

drylin® NW drylin® NWV drylin® NTP drylin® RJUMP dryspin® 리드 스크류 dryspin® 리드 스크류 너트 dryspin® JGRM dryspin® 10x3

 138 페이지  140 페이지  142 페이지  144 페이지  146 페이지  150 페이지  152 페이지  154 페이지

 저비용 자동화 ...  지속 가능한 igus®

igus® 로봇 제어 7 축 Apiro® 아이디어 노트 RBTX - 구성품 RBTX - Delta-Mini 무게에 따른 바우처 제공 ... 재활용 ... plastic2oil

 156 페이지  158 페이지  160 페이지  162 페이지  164 페이지  166 페이지

green...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12 1410

2420 26

363230

 폴리머 플레인 베어링

dry테크자기 윤활 모션 솔루션 

isense 표준형 -  
사용 수명 통합 모니터링

펠트 씰 SG03으로 먼지와 
분진에도 청결한 상태 유지

PRT-04 모듈형 키트 에디션: 
SUS 재질, 톱니형 타입 등

철도 산업, 알루미늄 샤프트 및 
지속적인 저마모 구동을 위한 
iglidur® 재질

나이프 엣지 롤러 및 다양한 
치수로 제공되는 표준 롤러 
제품군

iglidur® Q2E – 고하중에 
최적화된 이중 구조 디자인

전착 도장 공정 및 식품 산업용 
클립 베어링

식품 분야 및 높은 내화학성을 
위한 코팅 재질

iglidur® 기어로 비용 및 무
게 절감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이구스 솔루션.

iglidur® E - 경질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샤프트에 이상적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10 11

품번 d1 d1 공차* d2 b1

미터 치수 h13

Q2ESM-2025-20 20 +0.040 +0.164 25 20

Q2ESM-2530-30 25 +0.040 +0.164 30 30

Q2ESM-3035-30 30 +0.050 +0.190 35 30

Q2ESM-3540-40 35 +0.050 +0.190 40 40

Q2ESM-4045-40 40 +0.050 +0.190 45 40

Q2ESM-4550-50 45 +0.050 +0.190 50 50

Q2ESM-5055-50 50 +0.060 +0.220 55 50

Q2ESM-6065-60 60 +0.060 +0.220 65 60

품번 d1 d2 b1

인치 치수 h13

Q2ESI-1216-16 3/4 1 1

Q2ESI-1620-16 1 1 9/32 1

Q2ESI-2024-16 1 1/4 1 17/32 1

Q2ESI-2428-16 1 1/2 1 3/4 1

Q2ESI-3236-16 2    2 1/4 1

Q2ESI-4044-16 2 1/2 2 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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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mm] 사이즈 [인치]

130MPa

각도 운동 마모 – 토크 40Nm

샤프트 S50C, v = 0.01m/s

각도 운동 비교 

샤프트 S50C, v = 0.01m/s 

PTL8710 솔루션과 S50C를 사용하여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각도 운동 테스트
P = 10MPa, v = 0.01m/s, 200,000 사이클

 ● 고하중 및 습한 환경, 분진 및 먼지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농업 및 건설 기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입증됨

 ● 일체형 디자인

 ● 재고 발송 가능한 표준 제품군 

 ● 최소 주문 수량 없이 단 1개도 주문 가능

 ●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130MPa 이상 고하중 회전 어플리케이션에서 긴 사용 

수명

 ● 더 큰 편하중 흡수를 위해 최적화된 효율적인 디자인

 ● 치수 안정성

 ● 향상된 내마모성

 ● 추가 급유가 필요없는 친환경 재질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고하중 최적화  

추가 정보: www.igus.kr/Q2E

 iglidur® Q2E는 이전과는 다른 이중 구조 디자인을 제공해 극한의 하중도 수용 가능합니다 

iglidur® Q2

iglidur® TX1

iglidur® Z

iglidur® Q2E

재고 발송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12 13

품번 d1 d2 b1
마모 한계

h13

 SM-2025-20-IG.W-020 20 25 20 0.2

 SM-3035-30-IG.W-030 25 30 30 0.3

 SM-4045-40-IG.W-040 30 35 30 0.4

0,5

30°

b1

f1

d2d1

30° 

0.5

30°

b1

f1

d2d1

30° 

iglidur ® G iglidur® P210 iglidur® J iglidur ® Q2Eiglidur ® A180

일반 특성 iglidur®

단위 G P210  J A180 Q2E

밀도 g/cm3 1.46 1.40 1.49 1.46 1.46 – 1.69

최대 수분 흡수율 +23 °C, 50 %r.h. % 중량 0.7 0.3 0.3 0.2 1.5

최대 수분 흡수율 % 중량 4.0 0.5 1.3 1.3 5.0

기계적 특성 

탄성 계수 MPa 7,800 2,500 2,400 2,300 n.s.

인장 강도 MPa 210 70 73 88 235

최대 허용 표면 정압 MPa 80 50 35 28 135

쇼어 경도 D 81 75 74 76 80

열 특성

최대 장기 사용 온도 °C +130 +100 +90 +90 +100

최대 단기 사용 온도 °C +220 +160 +120 +110 +140

최저 사용 온도 °C –40 –40 –50 –50 –30

전기적 특성

접촉 저항 Ωcm 1013 1012 1013 1012 > 1012

표면 저항 Ω 1011 1011 1012 1011 >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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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glidur® 재질

iglidur® G

iglidur® P210

iglidur® J

iglidur® A180

iglidur® Q2E

사이즈 [mm]

 ● 내부 및 외부 테스트 장치에서 테스트 되었습니다

 ● 표준 제품군에서 최초 마모 감지 플레인 베어링

 ● 지정된 수준의 마모에 도달하면 시스템은 사용자가 

유지보수를 계획하고 베어링의 예기치 못한 다운타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 표준 제품

 ● 예기치 못한 다운타임 없음

 ● 베어링 마모에 대한 초기 정보는 샤프트 손상을 

방지합니다.

 ● 불필요한 베어링 교체를 최소화 합니다.

 ● 마모된 플레인 베어링으로 인해 손상된 샤프트는 교체하지 

않습니다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베어링 파손 방지 

추가 정보: www.igus.kr/iglidur-isense

 유지 보수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신제품 플레인 베어링 

배송 문의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14 15

d1 [mm]: Ø 1–6 Ø 6–12 Ø 12–30 Ø >30
f1 [mm]: 0.3 0.5 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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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h. c.

SUS 304S50C SUS440

0.38

1.85

2.24

3.21

0.33
0.520.52

1.38

iglidur® RW370

iglidur® RW250

일반 특성 

밀도 1.15g/cm3

색상 검정색

최대 수분 흡수율 +23 °C, 50 %r.h. n.s.

최대 수분 흡수율 n.s.

전기적 특성

접촉 저항 > 1012 Ωcm

표면 저항 > 1012 Ω

기계적 특성 

쇼어 경도 D n.s.

최대 허용 표면 정압 n.s.

열 특성

최대 장기 사용 온도 +90°C

최대 단기 사용 온도 +180°C

최저 사용 온도 -4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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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에 대한 모따기

 ● iglidur® RW370 보다 최대 3배 더 긴 수명

 ● 마모, 회전, 온도= 23°C, p= 1MPa, v= 0.3m/s

 ● 추가 급유가 필요없는 친환경 재질

 ● 우수한 마모율 및 긴 사용 수명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높은 구동 성능

 ● DIN EN 45545에 따름

 ● 난연성

 ● 내마모성

 뛰어난 내마모성

추가 정보: www.igus.kr/iglidur-rw250

 DIN EN 45545에 따른 신규 재질 iglidur® RW250는  철도 산업의 엄격한 난연성 조건을 충족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16 17

d1 [mm]: Ø 1–6 Ø 6–12 Ø 12–30 Ø >30
f1 [mm]: 0.3 0.5 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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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 d1 d1 공차* d2 b1

h13

ESM-0608-06 6 +0.020 + 0.068 8 6

ESM-0810-10 8 +0.025 + 0.083 10 10

ESM-1012-10 10 +0.025 + 0.083 12 10

ESM-1214-12 12 +0.032 + 0.102 14 12

ESM-1618-15 16 +0.032 + 0.102 18 15

ESM-2023-20 20 +0.040 + 0.124 23 20

품번 d1 d1 공차* d2 d3 b1 b2

h13

EFM-0608-06 6 +0.020 +0.068 8 12 8.0 1.0

EFM-0810-10 8 +0.025 +0.083 10 15 9.5 1.0

EFM-1012-10 10 +0.025 +0.083 12 18 9.0 1.0

EFM-1214-12 12 +0.032 +0.102 14 20 12.0 1.0

EFM-1618-17 16 +0.032 +0.102 18 24 17.0 1.0

EFM-2023-21 20 +0.040 +0.124 23 30 21.5 1.5

일반 특성 

밀도 1.50g/cm3

색상 베이지

최대 수분 흡수율 +23 °C, 50 %r.h. 0.2% 중량

최대 수분 흡수율 1.7% 중량

전기적 특성

접촉 저항 > 1012 Ωcm

표면 저항 > 1012 Ω

기계적 특성 

쇼어 경도 D 78

탄성 계수 2,975MPa

열 특성

최대 장기 사용 온도 +90°C

최대 단기 사용 온도 +120°C

최저 사용 온도 -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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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에 대한 모따기

*  H7 사이즈의 하우징에 압입한 후, 내경 사이즈는 E10 공차 범위에 들어오도록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사이즈 [mm] – 슬리브 베어링 사이즈 [mm] – 플랜지 베어링

 ● iglidur® J 보다 회전 및 직동 어플리케이션에서 더 긴 

사용 수명 

 ● 테스트: 직동 모션, 하중 1MPa, 속도 0.1m/s, 샤프트: 

알루미늄 

결과:  iglidur® J 0.84µm/km,  

iglidur® E 0.17µm/km

 ● 테스트: 회전: 하중 1MPa, 속도 0.3m/s, 알루미늄 

샤프트.  

결과:  iglidur® J 0.3µm/km,  

iglidur® E 0.1µm/km

 ● 추가 급유가 필요없는 친환경 재질

 ● 우수한 마모율 및 긴 사용 수명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경제적 솔루션

 ●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iglidur® J보다 고성능

 ● 매우 낮은 마찰계수

 ● 지속적인 운동에서 내마모성

 ● 진동 흡수

 뛰어난 내마모성 

17

 경질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샤프트용 iglidur® E 

추가 정보: www.igus.kr/iglidur-e

재고 발송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18 19

d1 [mm]: Ø 1–6 Ø 6–12 Ø 12–30 Ø >30
f1 [mm]: 0.3 0.5 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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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 d1 d1 공차* d2 b1

h13

J3BSM-0608-06 6 +0.020 + 0.068 8 6

J3BSM-0810-10 8 +0.025 + 0.083 10 10

J3BSM-1012-10 10 +0.025 + 0.083 12 10

J3BSM-1214-12 12 +0.032 + 0.102 14 12

J3BSM-1618-15 16 +0.032 + 0.102 18 15

J3BSM-2023-20 20 +0.040 + 0.124 23 20

품번 d1 d1 공차* d2 d3 b1 b2

h13

J3BFM-0608-06 6 +0.020 +0.068 8 12 8.0 1.0

J3BFM-0810-10 8 +0.025 +0.083 10 15 9.5 1.0

J3BFM-1012-10 10 +0.025 +0.083 12 18 9.0 1.0

J3BFM-1214-12 12 +0.032 +0.102 14 20 12.0 1.0

J3BFM-1618-17 16 +0.032 +0.102 18 24 17.0 1.0

J3BFM-2023-21 20 +0.040 +0.124 23 30 21.5 1.5

일반 특성 

밀도 1.42g/cm3

색상 검정색

최대 수분 흡수율 +23 °C, 50 %r.h. 0.3% 중량

최대 수분 흡수율 1.3% 중량

전기적 특성

접촉 저항 > 1012 Ωcm

표면 저항 > 1012 Ω

기계적 특성 

쇼어 경도 D 76

최대 허용 표면 정압 44MPa

열 특성

최대 장기 사용 온도 +90°C

최대 단기 사용 온도 +110°C

최저 사용 온도 -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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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에 대한 모따기

*  H7 사이즈의 하우징에 압입한 후, 내경 사이즈는 E10 공차 범위에 들어오도록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사이즈 [mm] – 슬리브 베어링 사이즈 [mm] – 플랜지 베어링

 ● iglidur® J3에 의해서 구현된 

어플리케이션에서 입증

 ● 적용 예시: 자전거 페달에 사용되는 iglidur® J3

www.igus.kr/J3-application

 ●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낮은 마찰 계수로 우수한 성능

 ● 최소 주문 수량 없이 즉시 재고 발송 가능

 ● 낮은 마찰계수

 ● 시각적으로 적합한 설계와 iglidur® J3과 동일한 성능 제공

 ● 추가 급유가 필요없는 친환경 재질

 ● 우수한 마모율 및 긴 사용 수명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입증된  내마모성 

추가 정보: www.igus.kr/J3B

 긴 사용 수명이 입증된 iglidur® J3 재질, 검정색으로도 사용 가능. iglidur® J3B 

재고 발송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20 21

품번 d1 d2 d3 d4 s b1

D11

K250CM-05-02 5 6.2 6.8 8 0.6 3.2

K250CM-06-03 6 7.2 7.8 11 0.6 4.2

K250CM-08-03 8 9.6 10.4 13 0.8 4.6

K250CM-10-03 10 11.6 12.4 15 0.8 4.6

K250CM-12-03 12 13.6 14.4 17 0.8 4.6

1. 클립 베어링을 축 방향으로 압입.

2. 클립 베어링의 올바른 포지션 확인.

3. 설치 완료.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특성 

밀도 1.19g/cm3

색상 검정색

최대 수분 흡수율 +23 °C, 50 %r.h. 0.3% 중량

최대 수분 흡수율 3.6% 중량

전기적 특성

접촉 저항 > 1012 Ωcm

표면 저항 > 1012 Ω

기계적 특성 

탄성 계수 2,975MPa

인장 강도 79MPa

쇼어 경도 D 70 

최대 허용 표면 정압 35MPa

열 특성

최대 장기 사용 온도 +90°C

최대 단기 사용 온도 +110°C

최저 사용 온도 -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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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mm]

 ● 추가 급유가 필요없는 친환경 재질 

 ● 우수한 마찰 계수

 ● 긴 사용 수명

 ● 금속 솔루션보다 경량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자동차 산업에서 클립 베어링은 이미 수백만번 적용으로 

검증되었습니다.

www.igus.kr/applications-automotive

 ● 시간 절약, 빠른 조립

 ●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고온 내성

 ● 전착 도장에 적합

 ● 치수 안정성

 판금, 비용 절감 및 무게 절약 

추가 정보: www.igus.kr/k250-clip-bearing

 전착 도장 공정을 위한 유연한 고온 내성의 클립 베어링 

재고 발송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22 23

FOOD

품번 d1 d2 d3 d4 s b1

D11

A230CM-05-02 5 6.2 6.8 8 0.6 3.2

A230CM-06-03 6 7.2 7.8 11 0.6 4.2

A230CM-08-03 8 9.6 10.4 13 0.8 4.6

A230CM-10-03 10 11.6 12.4 15 0.8 4.6

A230CM-12-03 12 13.6 14.4 17 0.8 4.6

1. 클립 베어링을 축 방향으로 압입.

2. 클립 베어링의 올바른 포지션 확인.

3. 설치 완료.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특성 

밀도 1.20g/cm3

색상 청색

최대 수분 흡수율 +23 °C, 50 %r.h. 0.3% 중량

최대 수분 흡수율 2.5% 중량

전기적 특성

접촉 저항 > 1012 Ωcm

표면 저항 > 1012 Ω

기계적 특성 

탄성 계수 1,530MPa

인장 강도 53MPa

쇼어 경도 D 73

최대 허용 표면 정압 18MPa

열 특성

최대 장기 사용 온도 +110°C

최대 단기 사용 온도 +130°C

최저 사용 온도 -3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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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mm]

 ● 추가 급유가 필요없는 친환경 재질

 ● 우수한 마모율 및 긴 사용 수명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최초의 FDA 및 EU10/2011 준수 클립 베어링 재질

 ● 신속한 조립

 ●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FDA 및 EU10/2011-준수

 ● 육안으로 검출 가능

 ● 낮은 수분 흡수율

 ● 식품 산업 및 의료 기술에적합

 FDA & EU10/2011 준수 
 식품 산업에 적합한 클립 베어링  iglidur® A230 

추가 정보: www.igus.kr/a230-clip-bearing

재고 발송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24 25

스러스트 와셔 (품번: GTM-2036-025-SG03-050) 와 플랜지 베어링  

(품번: GFM-2026-20-SG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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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지 및 분진에 대한 펠트 실

 ● 테스트랩에서 서비스 사용 수명이 더 늘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 추가 급유가 필요없는 친환경 재질

 ● 우수한 마모율 및 긴 사용 수명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경제적 솔루션

 ●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고성능

 ● 분진과 먼지 속에서도 펠트 씰로 청결한 상태 유지

 ● 바로 설치 가능한 솔루션

 먼지 침투 방지 

추가 정보: www.igus.kr/sg03-plain-bearing

 펠트 씰 iglidur® SG03, 분진과 먼지 침입을 방지하여 베어링 보호

사이즈 및 가격 문의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26 27

품번 d1 d2 b1

±0.1 -0.3 P210 A180 A350 H1

 RLM-0309-50 3.1 9.0 50.0 l l l l

 RLM-0409-50 4.1 9.0 50.0 l l – l

 RLM-0511-70 5.1 11.0 70.0 l l – l

 RLM-0514-70 5.1 14.0 70.0 l l – –

 RLM-0612-70 6.1 12.0 70.0 l l l l

 RLM-0614-70 6.1 14.0 70.0 l l l l

 RLM-0812-70 8.1 12.0 70.0 l l – l

 RLM-0814-70 8.1 14.0 70.0 l l – l

 RLM-0816-77 8.1 16.0 77.0 l – – –

 RLM-0818-70 8.1 18.0 70.0 l l l –

 RLM-1020-70 10.1 20.0 70.0 l l – –

FOOD

0.8

0.6

0.4

0.2

0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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µ
m

/k
m

]

알루미늄
h. c.

SUS 304S50C SUS440

iglidur® A350

iglidur® A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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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glidur® 재질, 요청 시 iglidur® A250

나이프 엣지 롤러의 표준 제품군

사용 가능한 사이즈 [mm]

 내마모성 롤링 

 ● 이 타입의 롤러는 고객 어플리케이션에서 수년간 사용되고 

있습니다

 ● 특수 테스트 장비에서 반복 테스트 완료:  

마모, 회전, SUS304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높은 구동 성능

 ● 내마모성

 ● FDA 및 EU10/2011-준수

 ● 굴곡 반경 최소화

 ● 저전력 구동

 ● 무급유 벨트 구동

추가 정보: www.igus.kr/iglidur-a250

 iglidur® A250 나이프 엣지 롤러 

배송 문의



재고 발송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28 29

프로파일 d1 d2 d3 b1 ° - 각도

V 3 4 10 6 60

V 5 6 12 8 60

V 6 10 16 10 60

V 8 12 20 10 60

V 10 16 24 12 60

V 10 20 30 12 60

V 12 30 40 14 60

V 16 36 50 14 60

V 20 46 60 14 60

L 3 6 10 6 90

L 5 6 12 8 90

L 6 10 16 10 90

L 8 12 20 10 90

L 10 16 24 12 90

L 10 20 30 12 90

L 12 30 40 14 90

L 16 36 50 14 90

L 20 46 60 14 90

프로파일 d1 d2 d3 b1 반경

U 6 13 16 8 5

U 8 20 24 10 6

U 10 24 28 12 8

U 10 26 30 14 10

U 12 40 44 16 12.5

프로파일 d1 d2 d3 b1 b2

F 3 7 10 6 4

F 5 11 12 8 5

F 6 12 16 10 7

F 8 16 20 10 7

F 10 18 24 12 9

F 10 20 3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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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예시: H1RLVM-1024-12 

iglidur® H1 재질, 롤러 타입,  V타입 프로파일, 미터 치수, 

내부 직경 10mm, 직경 24mm 및 총 너비 12mm

b2

d2 d1

(s)
(s)

b1

(d
4)

(d
5)d3

d2 d1 (d
4)

(d
5)

R
0,

4

(s)
(s)

90°

b1

d3

d2 d1 (d
4)

(d
5)

R

(s)(s)

b1

d3

d1 (d
4)

(d
5)

R
0,

4

(s)
(s)

60°

b1

d2d3

V 프로파일

L 프로파일 F 프로파일U 프로파일 

 설치 공간, 비용 절 약, 경량화 

 ● 추가 급유가 필요없는 친환경 재질

 ● 우수한 마모율 및 긴 사용 수명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맞춤형 생산 제품은 고객 어플리케이션에서 수년간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Krones AG, Kohler 

Maschinenbau GmbH)

 ● 특수 테스트 장비에서 반복 테스트 완료

 ● 유지 보수 비용 감소, 급유 필요 없음

 ● 경량

 ● 사출 제작으로 경제적

 ● 볼 베어링 없이 무급유 롤링

 ● 내마모성

 ● 이용 가능한 iglidur® 재질: 

iglidur® P210, iglidur® H1, iglidur® A180,  

iglidur® A350

추가 정보: www.igus.kr/iglidur-rollers

 iglidur® 재질의 무급유 가이드 롤러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30 31

품번 모듈 톱니 수
나선  

각도 [°]

허브  

디자인

d1 d5 d6 b1 b2

B180GM-ST-1-20-00-048-R

1 20 0

스톡 바 4.8 22 - 15 9

B180GM-ST-1-20-00-050-D D cut 5 22 4.5 15 9

B180GM-ST-1-20-00-060-PF 페더 키 6 22 - 15 9

B180GM-ST-1-30-00-048-R

1 30 0

스톡 바 4.8 32 - 15 9

B180GM-ST-1-30-00-050-D D cut 5 32 4.5 15 9

B180GM-ST-1-30-00-060-PF 페더 키 6 32 - 15 9

B180GM-ST-1-40-00-048-R

1 40 0

스톡 바 4.8 42 - 15 9

B180GM-ST-1-40-00-050-D D cut 5 42 4.5 15 9

B180GM-ST-1-40-00-060-PF 페더 키 6 42 - 15 9

일반 특성 xirodur® B180

밀도 1.41g/cm3

색상 흰색

최대 수분 흡수율 +23 °C, 50 %r.h. 0.2% 중량

최대 수분 흡수율 0.7% 중량

기계적 특성

탄성 계수 2,500MPa

인장 강도 68MPa

최대 허용 표면 정압 23MPa

쇼어 경도 D 77

전기적 특성

접촉 저항 > 1014Ωcm

표면 저항 > 1014Ω

열 특성

최대 장기 사용 온도 +80°C

최대 단기 사용 온도 +110°C

최저 사용 온도 -4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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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mm]

주문 예시: B180GM-ST-1-20-00-048-R; B180 재질, G 기어, M 미터 치수, -ST 스퍼 기어, -1 모듈, -20 톱니 수, -00 

나선 각도, -048 d1, -R 허브 디자인

 ● iglidur® 기어는 이미 당사의 기어 박스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추가 급유가 필요없는 친환경 재질

 ● 우수한 마모율 및 긴 사용 수명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사출 제작으로 경제적

 ●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iglidur® 재질

 ● 긴 사용 수명

 ● 매우 낮은 마찰계수

 ● 지속적인 운동에서 내마모성

 ● 진동 흡수

 경량, 무급유, 유지 보수 필요 없음

D PFR

d1

d2

b2

b1

d
3

d4

d1d1

d1d6

t1

t2

d5

D PFR

d1

d2

b2

b1

d
3

d4

d1d1

d1d6

t1

t2

d5

추가 정보: www.igus.kr/iglidur-gears

 iglidur® 기어로 비용 절감 및 무게 절약 

배송 문의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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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lidur®  
IC-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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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lid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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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성

색상 검정색

기계적 특성

크로스 컷 GT 0

열 특성

최대 장기 사용 온도 +250°C

최대 단기 사용 온도 +300°C

최저 사용 온도 -100°C

전기적 특성

접촉 저항 > 1012 Ωcm

표면 저항 > 1012 Ω

iglidur® IC-01 IC-02 IC-03 IC-04 IC-05 IC-06

색상  흰색 검정색 황색 검정색 청색 크림

최고 사용 온도 [°C] 90 90 140 300 8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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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 최고 +250 °C까지 적용

 ● 뛰어난 내화학성

 ● 마찰 계수 감소

 ● 금속 표면의 단순 코팅

 ●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추가 급유가 필요없는 친환경 재질

 ● 우수한 마모율 및 긴 사용 수명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마찰 계수 감소 

 ● 내열성 비교

 높은 온도 내성 및 내화학성 재질  iglidur® IC-04 

추가 정보: www.igus.kr/tribo-coating

배송 문의

www.igus.kr/coating-requests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34 35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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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lidur® IC-05iglidur® IC-01

1.54

8.33 S50C

SUS 304

일반 특성

색상 청색

기계적 특성

크로스 컷 n.s.

열 특성

최대 장기 사용 온도 +80°C

최대 단기 사용 온도 +90°C

최저 사용 온도 -40°C

전기적 특성

접촉 저항 > 1014 Ωcm

표면 저항 > 1014 Ω

iglidur® IC-01 IC-02 IC-03 IC-04 IC-05 IC-06

색상  흰색 검정색 황색 검정색 청색 크림

최고 사용 온도 [°C] 90 90 140 300 8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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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모, 회전, 온도= 23°C, p= 1MPa,v= 0.3m/s  ● 추가 급유가 필요없는 친환경 재질

 ● 우수한 마모율 및 긴 사용 수명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금속 표면의 단순 코팅

 ●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iglidur® IC-01 대비 4배 뛰어난  

내마모성 

 ● FDA 및 EU10/2011-준수

 식품 산업용 

추가 정보: www.igus.kr/ic-05-coating

 내마모성 표면 - 코팅을 위한 고성능 폴리머  iglidur® IC-05 

배송 문의

www.igus.kr/coating-requests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36 37

D D
1

d1

T2

T1

d

S
2 K1

d2

H

h

S
1

PRT-04

PRT-01

품번 D D1 d1 d d2 H h T1 T2 S1 S2 K1

나사

PRT-04-50 110 100 60 50 90 16 6 8×45° 8×45° M4 Ø4.5 Ø4.5

PRT-04-60 120 110 70 60 100 16 6 8×45° 8×45° M4 Ø4.5 Ø4.5

PRT-04-100 160 150 110 100 140 16 6 8×45° 8×45° M4 Ø4.5 Ø4.5

PRT-04-150 210 200 160 150 190 16 6 16×22.5° 16×22.5° M4 Ø4.5 Ø4.5

PRT-04-200 260 250 210 200 240 16 6 16×22.5° 16×22.5° M4 Ø4.5 Ø4.5

PRT-04-300 360 350 310 300 340 16 6 16×22.5° 16×22.5° M4 Ø4.5 Ø4.5

사용 가능한 버전 PRT-01 PRT-04

스테인리스 스틸  
스페이스 링  
드라이브 핀  
대형 외부 링  
외부 드라이브 링  
글루브 포함 칼라 클램프 – 
칼라 클램프  –
마모 측정  –
수동 클램프  –
인디케이터  –
수동 클램프  –
각도 제한 New New

래칭 – New

내부 드라이브 톱니 –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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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mm]

 플랫 디자인 경제적 

 ● PRT-01 시리즈 대비 25% 이상 경제적

 ● 스테인리스 버전보다 최대 50% 이상 경제적

 ● 수십가지 버전으로 바로 설치 가능한 모듈형 솔루션

 ● 예측 가능한 서비스 수명

 ● PRT-01 대비 50% 더 낮은 높이

 ● 알루미늄 재질로 경량

 ● 사용 수명 예측 가능 

www.igus.kr/prt-expert

 ● PRT-01 시리즈 대비 60% 경량화로  

어플리케이션 이동에 간편

 ● 내마모성, 무급유 및 무유지보수 iglidur® 슬라이딩 요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컴팩트, 경량 및 비용 효율적  iglidur® PRT-04 

추가 정보: www.igus.kr/PRT-04

재고 발송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3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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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 D D1 d1 d d2 H h1 h T1 T2 S1 S2 K1

스크류

마운팅 링의 M4 나사산이 있는 표준형

PRT-04-50-M4 110 100 60 50 90 16 – 6 8×45° 8×45° M4 M4 Ø4.5

PRT-04-60-M4 120 110 70 60 100 16 – 6 8×45° 8×45° M4 M4 Ø4.5

PRT-04-100-M4 160 150 110 100 140 16 – 6 8×45° 8×45° M4 M4 Ø4.5

PRT-04-150-M4 210 200 160 150 190 16 – 6 16×22.5° 16×22.5° M4 M4 Ø4.5

PRT-04-200-M4 260 250 210 200 240 16 – 6 16×22.5° 16×22.5° M4 M4 Ø4.5

PRT-04-300-M4 360 350 310 300 340 16 – 6 16×22.5° 16×22.5° M4 M4 Ø4.5

대형 마운팅 링을 포함한 표준형

PRT-04-50-G 150 135 60 50 90 16 – 6 8×45° 16×22.5° M4 Ø6.6 Ø4.5

PRT-04-60-G 160 160 70 60 100 16 – 6 8×45° 20×18° M4 Ø5.5 Ø4.5

PRT-04-100-G 185 185 110 100 140 16 – 6 8×45° 16×22.5° M4 Ø4.5 Ø4.5

PRT-04-150-G 250 250 160 150 190 16 – 6 16×22.5° 16×22.5° M4 Ø4.5 Ø4.5

PRT-04-200-G 300 300 210 200 240 16 – 6 16×22.5° 16×22.5° M4 Ø5.5 Ø4.5

PRT-04-300-G 450 450 310 300 340 16 – 6 16×22.5° 16×22.5° M4 Ø9 Ø4.5

스페이서 마운팅 링을 포함한 표준형

PRT-04-50-DRI 110 100 60 50 90 17 1 12 8×45° 8×45° M4 Ø4.5 Ø4.5

PRT-04-60-DRI 120 110 70 60 100 17 1 12 8×45° 8×45° M4 Ø4.5 Ø4.5

PRT-04-100-DRI 160 150 110 100 140 17 1 12 8×45° 8×45° M4 Ø4.5 Ø4.5

PRT-04-150-DRI 210 200 160 150 190 17 1 12 16×22.5° 16×22.5° M4 Ø4.5 Ø4.5

PRT-04-200-DRI 260 250 210 200 240 17 1 12 16×22.5° 16×22.5° M4 Ø4.5 Ø4.5

PRT-04-300-DRI 360 350 310 300 340 17 1 12 16×22.5° 16×22.5° M4 Ø4.5 Ø4.5

PRT-04

PR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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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mm]

 ● 최대 60 % 경량, 에너지 소비 절감

 ● 추가 급유가 필요없는 친환경 재질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동일 규격의 PRT-01 대비 약 20 % 경제적 ● 기존 동일 규격의 PRT는 PRT-04로 쉽게 교체가 가능

 개별 설치 가능 

추가 정보: www.igus.kr/prt-distance-ring

 실용적인 스페이싱 링 사용, 평평한 표면에 매우 쉽게 고정 가능한 PRT-04 

재고 발송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40 41

AT10 T10 HTD5M

품번 D1 d1 d d2 H h1 h T1 T2 S1 S2 K1

기어 프로파일 포함 표준형 나사

PRT-04-50-TO-ST 100 60 50 90 17 1 12 8×45° 8×45° M4 Ø4.5 Ø4.5

PRT-04-60-TO-ST 110 70 60 100 17 1 12 8×45° 8×45° M4 Ø4.5 Ø4.5

PRT-04-100-TO-ST 150 110 100 140 17 1 12 8×45° 8×45° M4 Ø4.5 Ø4.5

PRT-04-150-TO-ST 200 160 150 190 17 1 12 16×22.5° 16×22.5° M4 Ø4.5 Ø4.5

PRT-04-200-TO-ST 250 210 200 240 17 1 12 16×22.5° 16×22.5° M4 Ø4.5 Ø4.5

PRT-04-300-TO-ST 350 310 300 340 17 1 12 16×22.5° 16×22.5° M4 Ø4.5 Ø4.5

품번 D d H h z 모듈

내부 드라이브 톱니

PRT-04-50-TI-ST 110 46 16 6 48 1

PRT-04-60-TI-ST 120 56 16 6 58 1

PRT-04-100-TI-ST 160 96 16 6 98 1

PRT-04-150-TI-ST 210 146 16 6 148 1

PRT-04-200-TI-ST 260 196 16 6 198 1

PRT-04-300-TI-ST 360 296 16 6 29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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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 z D z D z 모듈 D

PRT-04-50-TO- 38 118.9 76 120.0 118

1

120

PRT-04-60-TO- 42 131.7 83 131.0 128 130

PRT-04-100-TO-
AT10/T10

54 69.9
HTD5M

108 170.9
PCS

168 170

PRT-04-150-TO- 70 220.8 140 221.8 218 220

PRT-04-200-TO- 86 271.7 171 271.2 268 270

PRT-04-300-TO- 117 370.4 234 371.4 368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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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T-01 시리즈 대비 60% 이상 중량 감소로   

컴팩트한 디자인

 ● 추가 급유가 필요없는 친환경 재질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PRT-01 시리즈 대비 20% 이상 경제적

 ● 바로 설치 가능한 솔루션

 ● 3D 데이터 무료 이용 가능

 ● 더욱더 컴팩트해진 주행 성능

 ● 내부 드라이브 링으로 설치 공간 절약

 ● PRT는 이미 수 년간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 자동화 가이드 차량)

 소형 드라이브 솔루션 
 경량, 설치 공간 절약 및 비용 효율적  내부 드라이브 톱니 포함 PRT-04 

추가 정보: www.igus.kr/prt-internal-g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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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발송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42 43

iglidur® F2 슬라이딩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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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 D1 d1 d d2 H h1 h T1 T2 S1 S2 K1

나사

PRT-04-50-ESD 110 100 60 50 90 16 6 8×45° 8×45° M4 Ø4.5 Ø4.5

PRT-04-60-ESD 120 110 70 60 100 16 6 8×45° 8×45° M4 Ø4.5 Ø4.5

PRT-04-100-ESD 160 150 110 100 140 16 6 8×45° 8×45° M4 Ø4.5 Ø4.5

PRT-04-150-ESD 210 200 160 150 190 16 6 16×22.5° 16×22.5° M4 Ø4.5 Ø4.5

PRT-04-200-ESD 260 250 210 200 240 16 6 16×22.5° 16×22.5° M4 Ø4.5 Ø4.5

PRT-04-300-ESD 360 350 310 300 340 16 6 16×22.5° 16×22.5° M4 Ø4.5 Ø4.5

igus® 2020 뉴스 및 제품 확장 : www.igus.kr/news ...  

사이즈 [mm]

 ● PRT-01 선회 링으로 오랜 기간 테스트되어 온 버전  ● PRT-01 시리즈 대비 60% 이상 중량 감소로 컴팩트한 

디자인

 ● 추가 급유가 필요없는 친환경 재질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동일 설치 사이즈의 PRT-01 버전 대비 약 50% 경제적

 ● 바로 설치 가능한 솔루션

 ● 3D 데이터 무료 이용 가능

 ● ESD 준수

 ●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내부식성

 비틀림 강성, 제전 

추가 정보: www.igus.kr/prt-esd

 스테인리스 스틸 iglidur® F2 슬라이딩 요소 - 전도성으로 정전기 방지 

재고 발송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44 45

품번 D D1 d d2 d3 H h h1 T2 S2

PRT-04-50-T 110 100 50 90 25 22 6 11 8×45° Ø4.5

PRT-04-60-T 120 110 60 100 30 22 6 11 8×45° Ø4.5

PRT-04-100-T 160 150 100 140 35 22 6 11 8×45° Ø4.5

PRT-04-150-T 210 200 150 190 35 22 6 11 16×22.5° Ø4.5

PRT-04-200-T 260 250 200 240 35 22 6 11 16×22.5° Ø4.5

PRT-04-300-T 360 350 300 340 50 22 6 11 16×22.5° Ø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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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측면에서 설치 가능한 범용 솔루션  ● PRT-01 시리즈 대비 최대 60% 경량  

으로 에너지 소비 절감

 ● 특수 제작이 필요한 부품 감소

 ● 추가 급유가 필요없는 친환경 재질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솔루션을 하나의 소스에서 공급, 자체 설계 필요 없음

 ● 특수 마운팅 필요 없음, T슬롯 너트로  

간단하게 고정

 ● 간편한 조립 및 분해

 ● 가공물 캐리어 교체시 특히 실용적

 간편한 배치 

추가 정보: www.igus.kr/prt-t-slot

 부속품 장착후 즉시 배치 가능한 슬롯 너트 프로파일 포함 PRT-04 

재고 발송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46 47

4x90° 래칭

품번 D D1 d1 d d2 H h T1 T2 S1 S2 K1

PRT-04-50-R 110 100 60 50 90 20 6 9 8 8×45° 8×45° M4

PRT-04-60-R 120 110 70 60 100 20 6 9 8 8×45° 8×45° M4

PRT-04-100-R 160 150 110 100 140 20 6 9 8 8×45° 8×45° M4

PRT-04-150-R 210 200 160 150 190 20 6 9 8 16×22.5° 16×22.5° M4

PRT-04-200-R 260 250 210 200 240 20 6 9 8 16×22.5° 16×22.5° M4

PRT-04-300-R 360 350 310 300 340 20 6 9 8 16×22.5° 16×22.5° 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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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mm]

 ● 사용 수명동안 이구스 테스트랩에서 잠금 응력 테스트

 ● 공식 출시 전에 이미 고객사 장비에 적용

 ● PRT-01 시리즈 대비 60% 이상 중량 감소로 컴팩트한 

디자인

 ● 추가 급유가 필요없는 친환경 재질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PRT-01 시리즈 대비 20% 이상 비용 효율적

 ● 바로 설치 가능한 솔루션

 ● 3D 데이터 무료 이용 가능

 ● 반복 가능한 위치 정의 기능

 ● 옵션 사양인 T-슬롯 플롯 플레이트와 결합하여 조립 

테이블과 같은 곳에서 사용 가능

 정밀 조정 

D D
1

d1

T2

T1

d

S
2 K1

d2

H

h

S
1

 스톱 모션 선회링 베어링, 정의된 래칭 포인트  PRT-04, 잠금 장치 

추가 정보: www.igus.kr/prt-locking-mechanism

재고 발송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48 49

앵글 스톱

품번 D D1 d1 d d2 H h h1 h2 T1 T2 S1 S2 K1

PRT-04-50-TS 110 100 60 50 90 20 6 9 8 8×45° 8×45° M4 Ø4.5 Ø4.5

PRT-04-60-TS 120 110 70 60 100 20 6 9 8 8×45° 8×45° M4 Ø4.5 Ø4.5

PRT-04-100-TS 160 150 110 100 140 20 6 9 8 8×45° 8×45° M4 Ø4.5 Ø4.5

PRT-04-150-TS 210 200 160 150 190 20 6 9 8 16×22.5° 16×22.5° M4 Ø4.5 Ø4.5

PRT-04-200-TS 260 250 210 200 240 20 6 9 8 16×22.5° 16×22.5° M4 Ø4.5 Ø4.5

PRT-04-300-TS 360 350 310 300 340 20 6 9 8 16×22.5° 16×22.5° M4 Ø4.5 Ø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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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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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구스 테스트랩에서 연속 사용 시 기계적 강도 테스트 

완료

 ● 추가 급유가 필요없는 친환경 재질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PRT-01 시리즈 대비 20% 이상 비용 효율적

 ● 바로 설치 가능한 솔루션

 ● 3D 데이터 무료 이용 가능

 ● PRT-01과 함께 이미 수 년간 성공적으로 사용됨

 ● PRT-01 시리즈 대비 60% 이상 중량 감소로 컴팩트한 

디자인

 최대 회전 

추가 정보: www.igus.kr/prt-angle-stop

 앵글형 스톱을 맞춤형으로 정의 및 조정 가능 앵글 스톱 PRT-04  

재고 발송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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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외 테스트 장치에서 모두 테스트 되었습니다.

 ● 다운타임으로 인한 비용 발생 방지

 ● 베어링 마모에 대한 초기 정보는 제품 손상을 방지

 ● 최초의 마모 감지 선회 링. 지정된 수준의 마모에 

도달하면, 시스템은 사용자가 유지보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알립니다. 

 ● 예상치 못한 다운타임 방지

 ● 전체 선회 링의 불필요한 조기 교체 필요 없음

 ● 슬라딩 요소의 마모로 인한 전체 구성품의 교체 필요 없음

 ● 추가 급유가 필요없는 친환경 재질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센서가 장착된 iglidur® PRT 

추가 정보: www.igus.kr/prt-isense

 유지 보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회 링 베어링 

재고 발송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52 53

품번 D D1 d1 d d2 dz hz H h T1 T2 S1 S2 K1

드라이브 핀 포함 표준형 스크류

PRT-04-50-DP 110 100 60 52 90 14 h6 15 16 6 8×45° 8×45° M4 Ø4.5 Ø4.5

PRT-04-60-DP 120 110 70 62 100 14 h6 15 16 6 8×45° 8×45° M4 Ø4.5 Ø4.5

PRT-04-100-DP 160 150 110 102 140 14 h6 15 16 6 8×45° 8×45° M4 Ø4.5 Ø4.5

PRT-04-150-DP 210 200 160 152 190 14 h6 15 16 6 16×22.5° 16×22.5° M4 Ø4.5 Ø4.5

PRT-04-200-DP 260 250 210 202 240 14 h6 15 16 6 16×22.5° 16×22.5° M4 Ø4.5 Ø4.5

PRT-04-300-DP 360 350 310 302 340 14 h6 15 16 6 16×22.5° 16×22.5° M4 Ø4.5 Ø4.5

D D
1

d1

T1

T2

hz

dz d

S
2 K1

h

d2

S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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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mm]

 ● 최대 60 % 경량, 에너지 소비 절감

 ● 또한, 추가 급유가 필요없는 친환경 재질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재고 발송

 ● 일체형으로 바로 연결

 ● PRT-04로의 커플링을 통한 드라이브의 직접 연결

 즉시 구동 

PRT-04

PRT-01

iglidur® J 재질의 슬라이딩 요소,  

알루미늄 하우징

표준 제품군에서 적합한 커플링과 결합 가능 

추가 정보: www.igus.kr/prt-drive-pin

 모터에 직접 연결하는 통합 드라이브 핀 포함 

재고 발송



60 62

56

58

64

높은 하중과 온도를 위한 
iglidur® HLW

신제품 iglidur® E7, 
회전 운동을 위한 스톡 바

판금 재질과 같은 낮은 
프로파일 트리보 테이프

iglidur® Tribo-Cut - 개별 
가공 부품에 대한 CNC 가공 
서비스 

 스톡 바 

dry테크자기 윤활 모션 솔루션 

빠른 제품 검색과 구성 및 
온라인 사용 수명 계산

더 자유로운 설계를 위한  
스톡 바 플레이트 스트립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이구스 솔루션.

더 자유로운 설계를 
위한 스톡 바 플레이트 
스트립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56 57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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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대기 시간과 비용 단축 

 ● 신속한 제품 결정 가눙

 ● 단 몇 초 안에 가격 확인

 ● 손쉬운 사용

 ● 전체 주문 프로세스의 투명성

 iglidur® 트리보 컷 

추가 정보: www.igus.kr/tribo-cut

 iglidur® 스톡 바 재질의 개별 가공 부품에 대한 CNC 가공 서비스 

트리보 컷은 간단합니다

1. 3D 모델 업로드

2.  요청 사항 입력, 가격 확인 및 주문

3.  사양에 따른 구성품 맞춤 가공 

4. 제품 수령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5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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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6 캐스팅 iglidur® E7 iglidur® RW370 iglidur® J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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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 0.18

0.13
0.15

0.23
0.21

S50C

SUS 304

재고 발송

58 59

기계적 특성

탄성 계수 1,477MPa

인장 강도 22MPa

최대 허용 표면 정압 18MPa

쇼어 경도 D 61

열 특성

최대 장기 사용 온도 +70°C

최대 단기 사용 온도 +90°C

최저 사용 온도 -50°C

일반 특성

밀도 1.05g/cm3

색상 암회색

최대 수분 흡수율 +23 °C, 50 %r.h. < 0.1% 중량 

최대 수분 흡수율 < 0.1% 중량 

전기적 특성

접촉 저항 > 109Ωcm

표면 저항 > 109Ω

품번 재질 두께 너비 (W)

플레이트 스트립

SFPE7-30-160- 30 160

스톡 바 외경 Ø 내경 Ø

SFRE7-3000- 30 0

SFRE7-4000-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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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mm]

 =  50mm 와 1,000mm 사이에서 원하는 길이 자유롭게 선

택 가능. 치수에 맞게 절단된 부품은 대형 사이즈로 배

송됩니다.

철도 산업에 사용된 iglidur® E7

 ● 급유 필요 없음

 ●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 감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마찰 계수 (온도= 23°C, p= 8MPa, 

v= 1.3mm/s, SPFH540 아연 도금 대비)

 ● 낮은 마찰 계수로 매끄러운 구동과  

드라이브의 소형화가 가능 

 ● PA6 캐스팅 대비 40% 낮은 마찰 계수 

 ● 진동 흡수 특성으로 저소음 주행 

 ● 저하중에서 긴 사용 수명

 ● iglidur® E7은 특히 강철 및 스테인리스 스틸 샤프트에 

적합

 유연성 향상 

추가 정보: www.igus.kr/E7-bar-stock

 iglidur® E7, 신제품 회전 운동을 위한 스톡 바 및 플레이트 스트립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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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lidur® HLW PEEK EIS

0.540.53

0.42

0.38

0.22

0.17

S50C

SUS 304

S50C

SUS 304

기계적 특성

탄성 계수 11,000MPa

인장 강도 160MPa

최대 허용 표면 정압 89MPa

쇼어 경도 D 87

열 특성

최대 장기 사용 온도 +200°C

최대 단기 사용 온도 +240°C

최저 사용 온도 -40°C

일반 특성

밀도 1.71g/cm3

색상 회색

최대 수분 흡수율 +23 °C, 50 %r.h. 0.1% 중량 

최대 수분 흡수율 0.3% 중량 

전기적 특성

접촉 저항 > 105Ωcm

표면 저항 > 102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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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 바 가공

 고온 및 내화학성 

 ● PEEKS 와 PPS 대비 최대 50% 낮은 마찰 계수

 ● iglidur® HLW는 높은 습도와 수중에서 사용 가능

 ● 적용 온도 최대 +200°C

 ● 뛰어난 내화학성

 ● PEEK 대비 50%이상 비용 효율적

 ● 프로토 타입 및 중하중 환경을 위한 신속하고 경제적인 

가공

 ● 소재 재활용 가능

 ● 급유 필요 없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마모, 회전, 

온도= 23°C, p= 1MPa, v= 0.3m/s

마찰 계수, 회전 

온도= 23°C, p= 1MPa, v= 0.3m/s

추가 정보: www.igus.kr/HLW-bar-stock

 경질 샤프트와 함께 사용시 낮은 마찰 계수.  iglidur® HLW 

재고 발송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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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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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트 재질 사이즈 [mm] 사용 가능한 재질 두께 [mm]

재질 두께

*  필요한 길이, 50mm - 1,000mm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 맞춤형 사이즈(cut-to-size)는 더 큰 사이즈로 배송

됩니다.

 =  iglidur® 플레이트 재질 

선택

 ● 신규 치수로 가공 중 발생되는 낭비 감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필요한 만큼만 구매 – 자유로운 길이 선택 (50-1,000mm)

 ● 4개 신규 치수로 재료 낭비와 공정 비용 감소

 ● 10가지 재질의 플레이트 스트립 이용 가능

 ● 4 가지 신규 사이즈로 대량 및 섬세한 부품 생산 가능

 ● iglidur® 플레이트 스트립의 너비는 160mm로 동일하며, 

두께는 5가지 규격(6, 10, 15, 30, & 50mm)으로 

제공됩니다.

 ● 2 가지 신규 재질: 식품 산업용 iglidur® A350, 스팀 

살균용 iglidur® HSD350

 저마모

 ● 직선 운동 마모 (온도= 23°C, p= 8MPa, v= 1.3 

mm/s, 아연 도금 SPFH540)

추가 정보: www.igus.kr/plate-strips

 스톡 바 플레이트 스트립 – 더 자유로워진 설계 

재고 발송

품번 재질 두께 너비 (W)

SFP  -  -160* 15 / 30 / 50 160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64 65

품번 길이 폭

-TB-005-1000-500-G 1,000 500

-TB-005-500-500-G 500 500

-TB-005-500-250-G 500 250

-TB-005-250-250-G 250 25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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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lidur® B160iglidur® A160 iglidur® W160 PTFE- 
유리 섬유

5.19

0.190.140.26

일반 사양  트리보 테이프 A160 B160 W160

밀도 [g/cm3] 1.00 1.00 0.95

색상 청색 검정색 흰색

최대 수분 흡수율 +23 °C, 50 %r.h. [% 중량] 0.1 0.1 0.1

최대 수분 흡수율 [%] 0.1 0.1 0.1

전기적 특성

체적 저항 [Ωcm] > 1012 > 1012 > 1012

표면 저항 [Ω] > 1012 > 1012 > 1012

기계적 특성

탄성 계수 [MPa] 1,151 852 799

인장 강도 [MPa] 19 14 14

쇼어 경도 D 60 90 90

열 특성

최대 장기 사용 온도 +90 +90 +90

최대 단기 사용 온도 +100 +100 +100

최저 사용 온도 -5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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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mm]

 =  사용 가능한 iglidur® 재질: A160, B160, W160

 ● 4 개 신규 치수로 낭비 감소 

 ● 급유 필요 없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요구 사항에 맞게 선택 가능한 4개 치수 

 ● 적은 폐기물

 ● 플랫 포장 및 배송

 ● 테이프가 말리지 않아 예압 감소

 바로 부착 가능 

 ● 마모 (t= 23 °C, v= 9,600 mm/min., F= 10 N, 

스테인리스 스틸 핀)

추가 정보: www.igus.kr/Tape-Flat

 검증된 트리보 테이프, 내마모성 소재의 평평한 판재 

배송 문의



70 7268

76 7874

80 72

 3D 프린팅

dry테크자기 윤활 모션 솔루션 

다중 재질 구성품 - 높은 강도 
및 더 긴 사용 수명을 위해 
두 가지 재료를 결합한 
3D 프린팅 /사출 성형품

신제품 다기능 트리보 필라멘트 
iglidur® I190 - 높은 강도 및 
긴 사용 수명

60초 내에 리드 스크류 너트 및 
슬라이딩 플레이트 구성

트리보 필라멘트 iglidur® I150 
재질의 8kg 스풀로 더 적은 
스풀 교체 주기

iglidur® 3D 프린팅 서비스로 
더욱 빠르게. 더 많은 데이터와 
기능을 이용 가능.

iglidur® I8-ESD 
구성품은 ESD 특성과 높은 
내마모성으로 정전기를 방지

고온 식품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트리보 
필라멘트 iglidur® A350; PEEK 
필라멘트 대비 50% 더 경제적

리드 스크류 너트와 슬라이딩 
플레이트 온라인 구성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이구스 솔루션.

높은 
내마모성의
정전기 제전
iglidur® I8-ESD 
구성품 



기술력 증가 비용 절감

68 69

확인/검증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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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년 공급된 레이저 소결 및 필라멘트 프린팅 방법으로 

만든 120,000 개 이상의 내마모성 구성품

 ● 온라인으로 예측 가능한 3D 프린팅 서비스  

- 플레인 베어링 www.igus.kr/iglidur-expert 

및 기어 www.igus.kr/gear-expert

 ● 3D 프린팅 테스트: 

www.igus.kr/info/3d-print-tribology-test

 ● 고객 어플리케이션: 자동차의 3D 프린팅 글라이더:

www.igus.kr/info/manus-steering-wheel

 ● 3D 프린팅으로 무급유:

www.igus.kr/3d-printing-lubrication-free

 ● 급유 필요 없음 

 ● 북미, 유럽 및 아시아에 허브 보유, 빠른 배송 보장

 ● 필요에 따라 현장 생산 가능

 ● 3D 프린팅 :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낭비가 없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CAD 모델을 업로드,  

선택한 제품의 가격 및 배송 시간 즉시 확인 가능:  

www.igus.kr/idd

 ● 블랙 색상 및 폴리싱을 위한 온라인 가격 계산

 ● 영업일 기준 2일 내 전 세계 배송

 ● 최소 주문 가격 또는 수량 없음

 ● 사용 중인 어플리케이션에 print2mold의 적용 가능성을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 가능

 ● 3D 프린팅 또는 래피드 툴링 (print2mold)을 위해 56

개 이상의 무급유 및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iglidur® 재질 

선택 가능

 ● 개별 환경 파라미터를 입력하여 iglidur® 재질을 신속하게 

선택

 ● 표준 3D 프린팅 재질 대비 최대 50배 뛰어난 내구성

 ● 다중 업로드 가능하여 최대 50% 빠름

 전 세계로 발송되는 맞춤형 부품 

추가 정보: www.igus.kr/iglidur-designer

 iglidur® 3D 프린팅 서비스로 더 빠르게  온라인 자동화 분석으로 적용 가능성 즉시 확인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배송 가능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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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 프린팅 테스트:

www.igus.kr/info/3d-print-tribology-test

 ● 포장 산업에 사용된 하드/소프트 연결 그리퍼:

www.igus.kr/info/3d-print-grippers

 ● 급유 필요 없음

 ● 높은 강도와 강성으로 재료 절약 가능

 ● 경량 구조에 이상적

 ● 3D 프린팅 :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낭비가 없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툴 비용이 없으므로 3D 프린팅으로 효율적인 부품 생산

 ● 대량 생산을 위해 3D 프린팅 몰드로 사출 성형

 ● 요청 시 3 영업일 내 발송:

www.igus.kr/3d-printing-request

 ● 두 개의 폴리머를 사용하여 최적의 성분 특성을 가짐

 ● 무급유 구동 및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최대 인장 모듈: 6.2GPa 

 ● 고강도: 110MPa 

 ● 3D 프린팅: 조인트에서 80% 강도

 ● 사출 성형 부품의 복잡성을 높이기 위해 3D 프린팅 

인서트로 사출 성형

 ● 기존 3D 프린팅 재질보다 최대 50배 더 긴 사용 수명

 다중 재질 부품 제작 

자세한 내용은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귀하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정보: www.igus.kr/info/2k-3d-printing

 최적의 재질 특성 결합을 위해 2 가지 재료 3D 프린팅/사출 성형 print2mold 

더브테일 조인트 오버랩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배송 가능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72 73

마모 테스트: 드라이브 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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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 프린팅 테스트:

www.igus.kr/info/3d-print-tribology-test

 ● 우주 여행에서 사용된 3D 프린팅 드라이브 너트:

www.igus.kr/info/manus-space-travel

 ● 3D 프린팅 플레인 베어링 테스트:

www.igus.kr/filament-test 

 ● 급유 필요 없음

 ● 재고 창고 불필요, 어떤 형상도 3일 이내 제작

 ● 3D 프린팅 :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낭비가 없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시간 소모적 설계 없음

 ● 효율적, 최소 주문수량 없음

 ● 3D 모델 사다리꼴 나사 제작, 재작업 없음

 ● CAD 지식이나 CAD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음

 ● 무료 온라인 툴 사용

www.igus.kr/cad-configurators

 ● 온라인 가격 즉시 확인, 3일 이내 3D 프린팅:

www.igus.kr/idd

 ● 무급유 구동 및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ABS 대비 18 배 더 긴 사용 수명  

(3D 프린팅), 리드 스크류 너트 어플리케이션

 ● 직동 어플리케이션에서 ABS (3D 프린팅)보다 33배  

더 긴 서비스 수명

 ● 플레인 베어링, 기어, 기어 랙, 슬라이딩 플레이트, 

드라이브 너트 및 롤러 구성 온라인 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구성 

추가 정보: www.igus.kr/cad-configurators

 몇 분 내에 리드 스크류 너트 및 슬라이딩 플레이트 구성 

3 영업일 이내 이용 가능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74 75

마모, 직선 운동 마모, 각도 운동

p = 1 MPa, v = 0.01 m/s p = 2 MPa, v = 0.01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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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특성

탄성 계수 2,200MPa

인장 강도 63MPa

최대 허용 표면 정압 35MPa

열 특성

최대 장기 사용 온도 +80°C

최대 단기 사용 온도 +140°C

최저 사용 온도 -40°C

일반 특성

밀도 1.03g/cm3

색상 검정색

최대 수분 흡수율 +23 °C, 50 %r.h. 0.8% 중량

최대 수분 흡수율 1.9% 중량

전기적 특성

접촉 저항 2.8 x 107 Ωcm

표면 저항 3.6 x 107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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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 부품 손상을 방지하는 ESD 특성이 필수인 전자 제품 

적용에 이상적 

 ● 정전기를 방지가 중요한 다른 산업에도 유용

 ● 테스트: 검정색

www.igus.kr/I8-ESD-black-test 

 ● 급유 필요 없음

 ● 재활용 가능 소재

 ● 3D 프린팅 :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낭비가 없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최소 주문 수량 및 추가 비용 없음

 ● 24시간 - 3일 내 발송:

www.igus.kr/3d-printing-request

 ● 정전기 소산(ESD)

 ● 접촉 저항 106 to 109 ohms * cm

 ● 탁월한 서비스 수명 - 2 - PA 12의 회전 내마모성

 ● 전 구성품 검정 색상으로 통일

 ● 일반 레이저 소결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

 ● 무급유 구동 및 유지 보수 필요 없음

 ESD 부품 제작 

More information: www.igus.eu/3d-printing-esd

 정전기 방지가 필요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iglidur® I8-ESD 

3 영업일 이내 이용 가능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76 77

마모, 각도 운동 인장 강도

p = 1 MPa, v = 0.01 m/s 출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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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특성

탄성 계수 2,650MPa

인장 강도 70MPa

최대 허용 표면 정압 35MPa

열 특성

최대 장기 사용 온도 +90°C

최대 단기 사용 온도 +110°C

최저 사용 온도 -40°C

일반 특성

밀도 1.3g/cm3

색상 황색

최대 수분 흡수율 +23 °C, 50 %r.h. 0.3% 중량

최대 수분 흡수율 n.s.

전기적 특성

접촉 저항 1012Ωcm

표면 저항  1011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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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한 내마모성 부품 

 ● 3D 프린팅 테스트:

www.igus.kr/info/3d-print-tribology-test

 ● 인장 강도에 대한 연구소 보고서:

www.igus.kr/I190-strength-test

 ● 급유 필요 없음

 ● 재활용 가능 소재

 ● 3D 프린팅 :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낭비가 없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최소 주문 수량 및 추가 비용 없음

 ● 필라멘트 및 3D 프린팅 서비스로 제공:

www.igus.kr/3d-printing-request

 ● 인장 강도 80 MPa, 일반 3D 프린터를 위한 최고의 

iglidur® 필라멘트

 ● 긴 사용 수명 - ABS보다 50배 이상 뛰어난 내마모성

 ● 무급유 구동 및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일반 상업용 3D 프린터에서 사용 가능

 ● 적용 온도: +90 °C(예열 후)

 ● 간편한 가공

추가 정보: www.igus.kr/I190-filament

 신제품 다기능 트리보 필라멘트 iglidur® I190로 높은 강도 및 향상된 온도 안정성 

재고 발송 가능 / 프린팅 서비스로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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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7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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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 프린팅 테스트:

www.igus.kr/info/3d-print-tribology-test

 ● 마모 테스트 영상:

www.igus.kr/3d-wear-test

 ● 일반 3D 프린터 가공:

blog.igus.kr/ultimaker-igus-filament-collaboration

 ● 급유 필요 없음 

 ● 낭비되는 재료 없음, 더 적은 스풀 교체

 ● 재활용 가능 소재

 ● 3D 프린팅 :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낭비가 없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기존 대비 13% 절감된 가격

 ● 스풀 교체 빈도 감소

 ● 설계 데이터 스풀 홀더:

www.igus.kr/spool-holder-8kg

 ● 최대 1m3의 부품을 위한 대형 프린터에서 테스트 완료

 ● 긴 사용 수명 - 3D 프린팅 PLA 와 ABS 대비 최대 50배 

뛰어난 내마모성

 ● EU 10/2011 승인으로 식품 산업 적용에 적합

 ● 가공이 가장 편리한 트리보 필라멘트

 ● 무급유 구동 및 유지 보수 필요 없음

 스풀 교체 주기 감소

추가 정보: www.igus.kr/I150-filament

 트리보 필라멘트 iglidur® I150 재질의 8kg 스풀  대용량 프린터 및 모든 3D 프린터에 적합 

3D 프린팅용 필라멘트로 iglidur® I150을, 또는 

iglidur® I150 재질의 3D 프린팅 구성품을 직접 

테스트하고 싶다면 문의하세요.

재고 발송

온라인 구매 및 가격 계산

www.igus.kr/3dprintservice

필라멘트 온라인 주문:

www.igus.kr/tribofilament 

사용 수명 계산

www.igus.kr/iglidur-expert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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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회전 마찰계수

p = 1 MPa, v = 0.3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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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 프린팅  ** 직립 프린팅

일반 특성

밀도 1.42g/cm3

색상 청색

최대 수분 흡수율 +23 °C, 50 %r.h. 0.6% 중량

최대 수분 흡수율 1.9% 중량

전기적 특성

접촉 저항 > 1011Ωcm

표면 저항 > 1011Ω

기계적 특성

탄성 계수 1,250* / 1,390**MPa

인장 강도 50* / 46**MPa

최대 허용 표면 정압 35MPa

열 특성

최대 장기 사용 온도 +180°C

최대 단기 사용 온도 +210°C

최저 사용 온도 -1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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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화학성 및 고온이 요구되는 식품 분야에 적합

 ● 3D 프린팅 테스트:

www.igus.kr/info/3d-print-tribology-test

 ● 급유 필요 없음

 ● 재활용 가능 소재

 ● 3D 프린팅 :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낭비가 없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최소 주문 수량 및 추가 비용 없음

 ● PEEK 필라멘트 대비 50 % 비용 절감

 ● 3D 프린팅 서비스 요청하기:

www.igus.kr/3d-printing-request

 ● 무급유 구동 및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FDA  및 EU10/2011 기준 및 식품 접촉 안정성 인증

 ● 최고 사용 온도: +180  °C

 ● 항공기 내부 화재 예방 인증 FAA 요구 사항 충족

 ● PEEK 필라멘트 대비 최대 50 % 더 낮은 마찰계수

 ● 설치 공간 온도 180°C 고온 3D 프린터로 처리 가능

 ● 스팀 멸균 적합 재질

 식품 안정성 및 내열성 

추가 정보: www.igus.kr/A350-filament

 식품 안정성, 자가 급유 및 내열성 iglidur® A350 트리보 필라멘트 

3D 프린팅용 필라멘트로 iglidur A350을, 또는 

A350 재질의 3D 프린팅 구성품의 직접 테스트 

필요시 이구스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 세척 기계에 사용된 
iglidur® A350 프린팅 부품

필라멘트: 재고 발송 가능

3D 프린팅 서비스 요청 

www.igus.kr/3d-printing-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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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면 베어링

dry테크자기 윤활 모션 솔루션 

디자인 스터디 제품: 유연한 
하우징 소재와 큰 언더컷으로 
쉬운 조립

igubal® ESQM-100 -  
사각 튜브 필로우 블록 

쉽게 조립 및 분해가 가능한 
신제품 앵글 볼

iglidur® J4 재질의 교체 가능 
저비용 구면 볼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내부 링의 금속 하우징  
igubal® KARM-
12-MI-J-EK

iglidur® J 재질의 컨트롤 암용 
구면 캡으로 비용 절감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에 
부착된 먼지 점착 방지의 
폴리머 구면 볼 

빠른 제품 검색과 구성 및 
온라인 사용 수명 계산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이구스 솔루션.

디자인 스터디 제품: 
유연한 하우징 소재와 
큰 언더컷으로 쉬운 조립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84 85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품번 d1 d2 d3 h1 l1 l2 B C1

KARM-12-MI-J-EK 24 35 M12 54.5 30 72 16 12

iglidur® J 및 기타 iglidur® 재질로 제작된 내부 링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 스틸  

iglidur® 재질의 구면 볼

알루미늄, 스틸 및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 사용 가능

M12 재고 발송 - M8, M10, M16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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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h1

d1

B
C1

l1

d3

d2

사이즈 [mm]

 ● 최소 주문 수량 및 추가 비용 없음

 ● 짧은 배송 시간

 ● M8, M10, M16 준비 중

 클립형 연결  

 ● 금속 하우징: igumid G 대비 5배 높은 파괴 강도

 ● 폴리 아미드대비 금속 볼 스터드에 대한 내마모성 10배 

향상

 ● 다른 재질 사용 가능 (FDA, 고온용 등)

 ● 폴리머 로드엔드와 금속 로드 엔드의 파괴 강도  및 내구성 

vs. 힘 비교

 ● 급유 필요 없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추가 정보: www.igus.kr/igubal-karm-metal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내부 링이 있는 금속 하우징 igubal® KARM-12-MI-J-EK

폴리머 로드 엔드 금속 로드 엔드

힘
 [
N

]

재고 발송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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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 d1 d2 d3 d4 h1 h2  X B S1

GPZM-06-90-283  M6 12.5 13 10  6  23.6 90 12.5 7.5
좌굴 강도 굴곡 강도

 X

d1

h2

h1

B

d2d3

d4

S1

 X

d1

h2

h1

B

d2d3

d4

S1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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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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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ubal® 커플링 조인트

고객 요구 사항

디자인 연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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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mm]

 밀폐형 씰 

 ● 급유 필요 없음

 ● 경량으로 에너지 소비 절감 

 ● 재활용 가능 소재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초기 샘플 셋업 비용 외 별도 추가 비용 없음

 ● 툴 평생 보증

 ● 쇼어 경도 D: igumid G보다 25% 더 우수한 탄성

 ● 폴리 아미드대비 금속 볼 스터드에 대한 내마모성 20배 

향상

 ● 매우 간편한 조립

자동차 프론트 축에 사용되는 커플링 조인트

 유연한 하우징 소재와 큰 언더컷으로 간편한 조립 igubal® GPZM-06-90-283 

추가 정보: www.igus.kr/igubal-gpzm

배송 문의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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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 d2 e l5 l2 l1 a d1 h1 d4 S1 h3 l6 S2 b

±1.0 최소 ±0.5 ±0.2 ±0.3 ±0.1 ±0.4 ±0.5 ±0.5 최소 ±0.5

WGM-05-DE M5 11 13 10.2 9 25 8 10.8 12.8 SW9 25.6 8.2 SW7 31.4

WGM-06-DE M6 12 14.5 12.5 11 30 10 13 16 SW11 32 10.5 SW8 38

WGM-08-DE M8 16 18 16.5 13 35.3 13 15.75 19 SW14 39 15 SW11 44.8

WGM-10-DE M10 18 20 20 16 42 16 19 23 SW17 47.25 16 SW13 53.5

플라스틱, 스틸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볼 스터드 사용 가능

 = 하우징 내 옵션형 오른 나사 (WGRM) 또는 왼나사 (WGLM)힘
 [
N

]

0

200

400

600

800

1,000
1,000

950

65 75

조립

분해 가능

제품군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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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mm]

 ● 낮은 조립력  ● 재활용 가능 소재

 ● 급유 필요 없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사출 성형 플라스틱 부품으로 경제적

 ● 간편한 조립 및 분해 

 ● 금속 볼 소켓 조인트 대비 최대 40% 경량화

 ● 낮은 조립력과 분리력

 간편한 조립 

추가 정보: www.igus.kr/igubal-wgrm  

 분리 가능 앵글형 조인트  WGM-xx-DE 

d2

b

d2

e
l5 l2

l1

d1
a

h1

d4
S1

S2

l6

h3

igubal® WGRM-06 LC igubal® WGRM-06 DE
재고 발송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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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 d1 d2 d3 b1 b2 b3

JPM-40 40.05 44.05 48 30.1 18 0.5

금속 컨트롤 암에 적용된 iglidur® J로 제작된 구면 캡으로 

급유 없이 고하중 적용 가능

마
찰

 계
수

 [
μ
]

하중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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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mm]

 ● 마찰 계수 v = 0.01m/s  ● 하나의 조인트 당 약 10g 의 윤활유 절약

 ● 재활용 가능 소재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조인트 윤활 필요 없음

 ● igus® 표준 치수는 공구 없이 설치 가능

 ● 플라스틱 하우징의 10배 하중을 견디는 금속 하우징

 ● 매우 간편한 조립

 ● 40mm 직경 재고에서 바로 발송

 ● 자가 윤활 소재로 더 긴 사용 수명

 비용 절감 

b1

b3

b2

d1

d3

d2

추가 정보: www.igus.kr/igubal-jpm

  iglidur® J: JPM-40 재질의 컨트롤 암용 구면 캡으로 비용 절감 

재고 발송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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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 확장

품번 q SW d2 h h1 h2 a m B C1 중량

[g]

ESQM-100 100.5 24 17.5 228 108 13.6 260 225 60 50 1,295

ESQM-110 110.5 24 17.5 228 108 13.6 260 225 60 50 1,255

ESQM-120 120 24 17.5 228 108 13.6 260 225 60 50 1,210

h
h1

C
1 BS
W

q

a

h2

m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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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mm]

 ● 25년의 제품 수명(igus® 테스트랩에서 1.5 톤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72 년 동안 마모 거의 발생하지 않음.) 

 ● 레이디얼 정하중:  

0° 에서 각도 보정 = 50kN 

9° 에서 각도 보정 = 25kN

 ● 급유로 인한 환경 오염 없음 

 ● 사출 성형 폴리머 부품으로 에너지 효율적 생산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무급유 및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쉽고 빠른 조립

 ● 50kN 이상의 높은 정하중 흡수

 ● 자가 각도 보정 구면 베어링 (최대 9°)

 사각 프로파일로 향상된 견고함

칼라와 조합 (아연도금 강)

추가 정보: www.igus.kr/igubal-esqm

 사각 튜브 필로우 블록  igubal® ESQM-100 

재고 발송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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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우 블록 베어링 PP206 고정형 플랜지 베어링 PFL204

중
량

 [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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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lidur® J4 구면 볼

금속 볼 베어링

240

470

230

110

품번 d1 h L m a1 Ag x2

고정형 플렌지 베어링 E10 +0.1

PFL204-J4EM-20-14-SP 20 90 67 71.5 4 16 9

PFL205-J4EM-25-15-SP 25 95 71 76 4 18 9

PFL206-J4EM-30-16-SP 30 113 82 90.5 5 19 11

품번 d1 h1 h2 h3 a m C1 B x2

필로우 블록 베어링 E10

PP204-J4EM-20-14-SP 20 25.4 50.5 3 98 76 22 32 9.5

PP205-J4EM-25-15-SP 25 28.6 56.6 4 108 86 24.0 32 11.5

PP206-J4EM-30-16-SP 30 33.3 66.3 4 117 95 26.5 38 11.5

h2

h3

m

a

d1 x2

C1

B

h1

h2

h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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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x2

C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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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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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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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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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x2

h

m

L

A1

d1

Ag

dB

x2

h

품번 하우징 번호 d1 dk B 압축 강도 [kN] 

E10 레이디얼

J4EM-20-14-SP P204 20 47 14 7.0

J4EM-25-15-SP P205 25 52 15 8.0

J4EM-30-16-SP P206 30 62 16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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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사이즈 [mm]

교체 가능 구면 볼 사이즈 [mm]

 ● 급유 필요 없음

 ● 폴리머 구면 볼로 낮은 에너지 소비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윤활 및 유지보수 비용 제거

 ● J4소재 활용으로 iglidur® J 대비 25% 가격 절감

 ● 먼지, 분진 및 화학물질에 내성

 ● 무급유로 윤활유 세척 필요없음

 ● 금속 볼 베어링보다 최대 50% 경량화

 향상된 비용 효율 

추가 정보: www.igus.kr/igubal-j4em

 빠른 조립  경제적인 iglidur® J4 재질의 교체 가능 구면 볼

재고 발송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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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공장의 금속 볼 베어링을 대체한 폴리머 구면 볼. 

비용 효율적인 igubal® 교체 가능 구면 볼의 사용으로 구동 

시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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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 d1 b1 b2 b3 b4 b5 h1 a h2 h3 m1 m2

필로우 블록 베어링

P204-JEM-20-17-SP 20 38 13 30,875 17 22.716 33.3 127 65 14 89 101

P205-JEM-25-17-SP 25 38 13 30,875 17 23,257 36.5 140 71 15 99 111

P206-JEM-30-19-SP 30 48 17 39,000 19 25,278 42.9 165 83 17 117 125

고정형 플렌지 베어링 d1 m d2 L h h1 h2 h3 R a b4 –

FL204-JEM-20-17-SP 20 90 12 60 113 6 12 25.5 11.5 3.6 17 –

FL205-JEM-25-17-SP 25 99 16 68 130 7.5 15 25.5 15.5 4.5 17 –

FL206-JEM-30-19-SP 30 117 16 80 148 7 14 31 15.5 4.2 19 –

품번 d1 d2 B f d3 l1 S1 중량 [g]

SRM-S20-V 20 32 14 1.4 M6 6 SW3 53.0

SRM-S25-V 25 40 16 1.6 M8 8 SW4 95.6

SRM-S30-V 30 45 16 1.6 M8 8 SW4 111.0

SRM-S35-V 35 56 16 1.8 M8 10 SW4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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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mm]

세트 칼라 사이즈[mm]

 ● 급유 필요 없음

 ● 재활용 가능한 구면 볼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급유로 인한 유지 보수 또는 고장 없음

 ● 간편한 교체로 25% 비용 절감

 ● 볼 베어링 대비 먼지/분진 발생이 많은 오염 환경에서  

최대 8 배 긴 수명

 ● 고하중 적용 적합

 먼지, 분진 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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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www.igus.kr/igubal-uc

 스틸 하우징과 무급유 iglidur® J 폴리머 구면 볼       igubal® JEM-SP 

igubal® 구면 볼과 UCP205  
필로우 블록 베어링

볼 베어링과 UCP205  
필로우 블록 베어링

재고 발송 - 요청 시 베어링 및 세트 칼라를 포함한 다양한 크기의 교체 가능한 구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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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라벨링을 위한  
블랙 가이드 롤러

정렬 오류를 보정하는  
DIN 630 따른 xiros®  
자가 보정 볼 베어링

파손에 약한 제품 및 정전기 
분산 이송에 이상적 

 폴리머 볼 베어링

dry테크자기 윤활 모션 솔루션 

빠른 제품 검색과 구성 및 
온라인 사용 수명 계산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이구스 솔루션.

간편한 라벨링을 위한 
블랙 가이드 롤러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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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전체 제품군 이용 가능

주문 예시: BBT-ACS30-6000-S180-10-ES, L=200mm

 ● 가이드 롤러는 수 년간 성공적으로 작동해왔습니다 

(KRONES 라벨러)

 ● 무급유로 환경 오염 없음

 ●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인하우스 생산을 대체하는  

바로 설치 가능한 시스템

 ● 다양한 롤러 길이, 간편한 생산

 ● 최대 48% 무게 감소

 ● 최대 42% 낮은 관성 

 ● 저마모

 간편한 라벨링, 블랙 가이드 롤러

xiros® 전문가 시스템으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적합한 가이드 롤러를 빠르고 쉽게 찾아보세요.  

www.igus.kr/guide-roller-expert

추가 정보: www.igus.kr/xiros-BBT-ACS

 라벨링 기술을 위한 완벽히 조립된 시스템 솔루션 - 블랙 아노다이징 

www.igus.kr/info/sustainability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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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 내경 Ø 외경 Ø 높이 축방향 중량

d1 d2 h1 h2 동적 하중 수용력
[N] [g]

BB-515B-F182-ES 24 31 21 9.8 300 22.8

d1

d2

h1

h2

igus® 2020 뉴스 및 제품 확장 : www.igus.kr/news ...  

사이즈 [mm]

최대 300N의 하중 수용력

날카로운 제품 및 고하중을 위한 스테인리스 스틸 볼

xirodur® B182 재질 하우징 

오버헤드 설치 가능

 ● 테스트된 사용 수명 및 전도성

 ● 정전기 방전

 ● 오버헤드 설치 가능

 ● 내부식성

 ● 금속 재질 대비 최대 29% 경제적

 정전기 방지 

 ● 무급유로 환경 오염 없음

추가 정보: www.igus.kr/xiros-ball-roller-F182

 깨지기 쉬운 상품의 정전기 방지 무급유 이송에 이상적 

재고 발송

www.igus.kr/info/sustainability

내
성

 스
케

일

폴리머 > 1012 Ω

ESD  

104 – 108 Ω

금속 < 10-1 Ω

}
xirodur® F182



재고 발송

품번 내경 Ø 외경 Ø 폭

d1 d2 b1

BB-108-B180-30-ES-D 8 22 7

BB-1200-B180-30-ES-D 10 30 9

BB-1201-B180-30-ES-D 12 31 10

BB-1204-B180-30-ES-D 20 47 14

품번 최대 회전 각도 허용 레이디얼 하중 최대 속도 중량

[°] [N] [rpm] [g]

BB-108-B180-30-ES-D 3.99° 90 2,250 3.6

BB-1200-B180-30-ES-D 3.90° 150 1,800 8.9

BB-1201-B180-30-ES-D 3.92° 150 1,800 10.4

BB-1204-B180-30-ES-D 3.31° 290 1,150 28.8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104 105

A

A

d1d2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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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

사이즈 [mm]

각도  

보정

 ● 사용 수명 계산을 위한 igus® 테스트랩의 마모 테스트 

데이터

www.igus.kr/xiros-expert

 ●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 대비 최대 20% 비용 절감 ● 무급유

 ● FDA 승인 재질

 ● 내부식성

 자가 각도 보정 

 ● 무급유로 환경 오염 없음

추가 정보: www.igus.kr/xiros-self-aligning-bearing

 DIN 630에 따른 고성능 폴리머 xirodur® B180 재질의 xiros® 자가 정렬 볼 베어링 

www.igus.kr/info/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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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동 가이드

dry테크자기 윤활 모션 솔루션 

스프링 래칭 시스템이 통합된 
drylin® W 직동 캐리지

 igus®의 선형 캐리지 및 
PRT 회전 링 베어링이 통합된 
drylin® 직동 캐리지

drylin® WJRM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최적화된 롤러 
방향 및 통합 볼 베어링

iglidur® 폴리머 재질로 
만들어진 로우 프로파일, 
경량 및 내구성의 
drylin® N 직동 캐리지

부식 방지 drylin® W - 
모듈형 직동 시스템을 위한 
둥근 형태의 알루미늄 레일

유지 보수 시기 예측: 
LED/무선 전송을 통한 
마모 알림 기능이 있는 
drylin®직동 캐리지

igus® 폴리머로 제작된 
직동 하우징

drylin® NTP –  iglidur® 
폴리머 재질로 만들어진 
일체형 텔레스코픽 가이드

예압형 drylin® N 직동 캐리지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이구스 솔루션.

drylin® NTP - 
iglidur® 폴리머 
재질로 제작된 일체형 
텔레스코픽 가이드



기술력 증가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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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확인/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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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mm]

적합한 drylin® 필로우 블록 제품군 

온라인 이용 가능

품번 무게 H da di 최대 길이 a A1 b h h1 h2 G1 G2 a1 Q1 Q2

[kg/m] ±0.25 -0.15 최대 ±0.6    

WS-10-CA 0.62 18 10 – 4.000 27 16.5 – 5.5 5.5 9 27 17 – – –

WS-16-CA 0.98 27 16 8.0 4.000 27 25.0 – 7.5 3.5 14 33 19 – 32 28

WS-20-CA 1.32 36 20 10.2 4.000 27 30.0 – 9.5 4.5 20 38 21 – 37 37

WS-10-30-CA 0.85 18 10 – 4.000 30–0.5 16.5 30 5.5 5.5 9 25 15 – – –

WS-10-40-CA 1.00 18 10 – 4.000 40–0.5 16.5 40 5.5 5.5 9 30 20 – – –

WS-10-80-CA 1.50 18 10 – 4.000 74–0.7 16.5 74 5.5 5.5 9 27 17 40 – –

WS-10-120-CA 2.02 18 10 – 4.000 120 16.5 120 5.5 5.5 9 30 20 80 – –

WS-16-60-CA 1.96 27 16 8.0 4.000 54–0.5 25.0 58 7.5 3.5 14 43 29 – 32 28

WS-20-80-CA 3.30 36 20 10.2 4.000 74–0.7 30.0 82 9.5 4.5 20 38 21 40 37 37

 ● drylin® W 온라인 수명 계산 서비스

www.igus.kr/drylinW

 ● DIN EN 9227/ASTM B-117 따른 NSS 염무 분사 

테스트를 사용해 연질 아노다이징 부식 방지 테스트됨, 

프로파일 변경 없음

 ● 이구스 테스트랩에서 마모 및 마찰 계수 테스트됨

 ● 스틸 대신 알루미늄 사용으로 경량

 ● 낮은 관성

 ● 무급유,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

 ● 무급유 및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경질 아노다이징 대비 비용 절감

 ● 모든 프로파일 재고에서 이용 가능

 ● 정확한 mm 단위 커팅

 공간 절약 설계 

추가 정보: www.igus.kr/linear-rail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원형 drylin® W 프로파일 이용 가능. drylin® CA

재고 발송

 ● 모듈형 직동 시스템을 위한 라운드 형태  

(사이즈 10,16,20)의 알루미늄 레일

 ● 내부식성의 연질 아노다이징 표면 처리

 ● 데코레이션 목적의 노출되는 부품에 적합한 실버 색상

 ● 단일 및 이중 샤프트로 구성에 유연한 적용 가능

 ● 베어링 WJ200UME-01-10/16/20로 인한 공차 감소

 ● 예압형 베어링 WJ200UM-01-10/16/20-Pxx으로 떨림 

없음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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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 & 사이즈 [mm]

품번 무게 A C A2 C2 K2 H2* 정하중
Coy Coz Mox Moy Moz

[kg] ±0.25 -0.1 최대 ±0.6 ±0.2 [N] [N] [Nm] [Nm] [Nm]

WWC-06-30-06-LM 0.07 54 60 45 51 M4 16 1,680 840 25 34 34

 ● drylin® W 컴팩트 캐리지 기반 위치 조정 캐리지 

 ● 스케일, 눈금자 또는 위치 표시를 사용하지 않고 위치 지정

 ● drylin® W 직동 시스템의 프로파일 사용

 ● 스프링 볼이 장착된 시스템이 통합된 직동 캐리지

 ● 견고한 스테인리스 스틸 볼

 ● 표준형 레일에서 고정/위치 조정

 ● 홀이 없는 프로파일에서 개별 위치 지정 가능

 ● 낮은 프로파일 디자인 – 16mm

 ● drylin® W 컴팩트 캐리지의  

온라인 수명 계산 서비스 이용 가능

www.igus.kr/drylin-expert

 ● 금속 베어링보다 최대 4 배 조용함 

 ● 위치 지정 원리, 이구스 테스트랩에서 테스트 완료

 ● 급유가 필요없는 락킹

 ● 섬유, 목재, 가죽, 직물에 닿아 오염되지 않음

 ● 교체 가능한 슬라이딩 요소, 모든 금속 부품은 재사용 가능

 ● 무급유 구동 및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정확한 포지셔닝 

추가 정보: www.igus.kr/locking-guide

 drylin® W 락킹 및 포지셔닝 캐리지로 지정된 위치 수동 이동 가능 

WSQ-06-30

C2

C

AA
2

WWC-06-30-06-LM

H2

K2

개별 위치 지정 가능

재고 발송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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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 & 사이즈 [mm]

품번 A3 B B2 C1 C3 G1 H Q1 Q2 kt K2 K3

나사 스크류

WJRM-31-10-BB 6.5 24 – 35 22 27 28 36 19 – M6 M5

WJRM-41-10-BB 6.5 25 2.5 35 22 30 30 – – 16 M6 M5

품번 중량 정하중   Co 동적 하중 수용력 Cz+ 마찰계수 F · v

최대

[g] [N] 10km 100km 200km z 방향 [µ] [N * m/s]

WJRM-31-10-BB 85 250 250 90 50 < 0.03 100

WJRM-41-10-BB 91 250 – 350 250 – 350 90 – 125 50 – 70 < 0.03 50

WJRM-31

설치 위치 01

WJRM-32

설치 위치 02

WJRM-41

하이브리드 단일 롤러 베어링 
더 안정된 지지
WJRM-31-10

맞춤 캐리지 플레이트 
WWYR-10-120-L-AL 

L=10 (100mm) / 15 (150mm) / 20 (200mm)

편하중 흡수를 위한 
하이브리드 롤러 베어링  
WJRM-41-10

 ● 부드러운 측면 조정을 위한 볼 베어링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롤러 베어링

 ● 금속 베어링 대비 소음 발생 1/4로 감소

 ● 레일 프로파일 WSR-10-120에서 30mm의  

낮은 설치 높이

 ● 편하중 흡수를 위해 최적화된 롤러 정렬

 ● 이구스 테스트랩에서 사용 수명 테스트됨

 ● 최대 70% 더 간편한 작동

 ● 에너지 효율적인 조정

 ● 급유가 필요 없어 청결한 하이브리드 롤러

 ● 무급유 구동 및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아연 다이캐스트 하우징으로 경제적

 ● 무급유 롤러 베어링

 ● drylin® W 모듈형 직동 시스템으로 제작된 3가지 길이의 

마운팅 플레이트를 포함한 개별 또는 일체형 캐리지로 

배치 가능

 부드러운 무급유 구동 

추가 정보: www.igus.kr/hybrid-ballbearing

 최적화된 롤러 정렬과 통합 볼 베어링으로 마찰 계수 반으로 감소. 수동 조정에 이상적  

WJRM-31-10-BB

WJRM-41-10-BB

y 방향 하중 [N]

서
비

스
 수

명
 [
k
m

]

재고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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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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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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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

Taster zur Zustandsabfrage

Rote LED

Grüne LED

Detail X

X

A A
2

C

C2

K2

H
2

(3)

WS-...

Taster zur Zustandsabfrage

Rote LED

Grüne LED

품번 A C A2 C2 K2 H2 중량
온라인 – 장치 상태 모니터링 무선 전송 [kg]

WW-10-40-10-IS 73 100 60 87 M6 30 0,3

WW-16-60-10-IS 104 100 86 82 M8 39 0,5

오프라인 –  LED 표시를 통한 버튼 클릭으로 기능 체크

WW-10-40-10-IS.LED 73 100 60 87 M6 30 0,3

WW-16-60-10-IS.LED 104 100 86 82 M8 39 0,5

igus® 2020 뉴스 및 제품 확장 : www.igus.kr/news ...  

사이즈 [mm]

 ● 버튼 클릭 또는 모니터링 장치를 통한 기능 체크 기능의 

직동 캐리지

 ● 라이너에 장착된 마모 센서

 ● 마모 한계점인 0.5mm 도달하면 신호를 통해 유지 보수 

시점 알림 

 ● drylin® W 직동 시스템 및 drylin® ZLW 타이밍 벨트 축에 

적합

 ● igus® 테스트랩에서 사용 수명 및 기능 테스트됨; 

온라인에서 계산 가능 (ZLW-1040 타이밍 벨트 축, 

3,000mm의 스트로크 길이에서 하중 100N, 0.5mm/s 

속도 및 1m/s² 가속도)

www.igus.kr/drylin-expert

 ● 3년간 구동되는 긴 배터리 수명

 ● 알림 기능: 녹색 [ok], 빨간색 [베어링 교체 권장]

 ● iglidur® J200 재질의 직동 라이너로 인한 긴 사용 수명

 ● 베어링 교체 시, 모든 금속 부속품은 재 사용 가능

 ● 무급유 구동 및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로컬 IT 환경과 통합할 필요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

 ● 베어링 교체용 라이너는 세트로 주문 가능

 ● 빠른 장착이 가능한 drylin® W 교체용 베어링

 ● 전제 장비를 분해하지 않고 베어링을 교체할 수 있어  

다운 타임 단축

 주행 상태 모니터링 온&오프라인 
 버튼을 눌러 기능 및 마모 상태 확인이 가능한 신제품 drylin® isense 직동 캐리지로

추가 정보: www.igus.kr/led-carriage

2020년 6월부터 이용 가능

오프라인 –  LED 표시를 통한 버튼 클릭으로 기능 체크 온라인 – 모니터링 장치에 제품 상태를 무선으로 전송

상태 보고용 누름 버튼

녹색 LED는 "OK"

빨간색 LED는 "교체 요청"

단단한 베어링 직동 교체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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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연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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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지 플레이트
WWY-S

4 x 필로우 블록
WJ200UM-01-10

고정 나사

이중 레일
WS-10-120 / 
WS-10-120-CA

회전 링
PRT-04-50

직동 및 회전 가능

 ● 전 부품 무급유로 매우 위생적 

 ● 금속 볼 제거로 최대 4 배 더 조용한 구동

 ● 인접 물질 또는 구성 요소에의한 오염 위험 전혀 없음

 ●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을 사용한 경량화 효과

 ● 무급유 구동 및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한 개의 캐리지로 두 개 모션 수행

 ● 일체형 캐리지로 간편한 설계

 ● 회전 링 베어링 설치에 적절한 캐리지 플레이트로 다양한 

조립이 가능

 ● 높은 비틀림 강도를 제공하는 레일 프로파일

 ● 고객사가 설계한 실제 사양으로 테스트 완료 

 ● drylin® W 직동 가이드와 iglidur® PRT-04-50의 온라인 

수명 계산

www.igus.kr/PRT-expert

www.igus.kr/drylin-expert

 ● drylin® 직동 캐리지와 회전 링의 통합

 ● 직동 모션과 회전 모션을 하나로

 ● 공차 조정, 스프링 예압, 수동 클램프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직동 캐리지

 ● PRT-04-50 회전 링으로 극대화된 컴팩트함

추가 정보: www.igus.kr/drylin-prt

 igus® PRT 회전 링으로 각도 운동/회전을 통한 직동 조정 

배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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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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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mm 제품군 확장

품번 C C2 H K3 A 중량
[g]

NW-22-40 50 20 9.3 M4 23 12

RoHS

igus® 2020 뉴스 및 제품 확장 : www.igus.kr/news ...  

사이즈 [mm]

 ● 사출 성형으로 비용 효율적인 생산

 ● 설명서 없이도 빠르고 간편한 설치 가능한 고정/이동 

베어링 캐리지

 ● 대량으로도 보관 가능

 ● 표준 캐리지 대비 2/3 중량 감소로 초경량

 ● 금속 베어링 대비 4 배 이상 소음 감소

 ● 무급유 구동 및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drylin® N 온라인 수명 예측 가능

www.igus.kr/drylin-expert 

 ● 9.3mm의 시스템 높이로 공간 절약 

 ● 60% 의 캐리지 무게 절약

 ● 클린룸 테스트 완료 DIN EN ISO 14644-1

 ● SEMI E78-0998에 따라 ESD 적합성 테스트 완료 

 ● 최소 설치 사이즈 40의  drylin® N 직동 시스템 (9.3mm)

 ● 직동 캐리지에 삽입된 나사산

 ● 실버 및 블랙, 홀가공 옵션이 사용 가능한 직동 레일

 낮은 프로파일, 경량, 내구성

추가 정보: www.igus.kr/polymer-linearguide

경량 및 낮은 설치 높이의 플라스틱 동 캐리지 

L

C5 C4 C6

C

C2

H

K3

A

L

C5 C4 C6

C

C2

H

K3

A

재고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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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증가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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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 예압 H A C C2 H2 K K3 M* SP Dp** 중량

±0.35 [Nm] 최소 [g]

NWV-21-27-35-P80 8 9.5 14 35 20 0.7 Ø4.5 – – – – 6

NWV-22-27-35-P80 8 9.5 14 35 20 – – M4 1.2 5 6.5 11

NWV-21-27-60-P160 16 9.5 14 60 20 0.7 Ø4.5 – – – – 6

NWV-22-27-60-P160 16 9.5 14 60 20 – – M4 1.2 5 6.5 11

최대 나사 조임 토크; ** 최소 홀 Ø; 투명 및 블랙 아노다이징 처리된 프리즘 레일 이용 가능

igus® 2020 뉴스 및 제품 확장 : www.igus.kr/news ...  

사이즈 [mm]

NWV-21-27-35-P80 

NWV-22-27-35-P80

NWV-21-27-60-P160

NWV-22-27-60-P160

35mm

60mm

 ● 낮은 관성으로 컴팩트한 경량 디자인

 ● 급유와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롤링 대신 슬라이딩으로 저소음 구동

 ● 무급유 구동 및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igus® 테스트랩에서 테스트된 평균 변위력 및 유지력

 ● 짧고 긴 길이의 캐리지에 대한 두 배 이상의 구동력 및 

고정력 (P80/P160와 P38/P76 비교)

 ● 아노다이징 코팅 처리된 내부식성 레일 프로파일에 적합

 ● 예압형 직동 캐리지

 ● 일정한 구동력 및 고정력

 ● 최대 32N의 유지력으로 더욱 안정적인 캐리지

 ● 사출 성형으로 비용 효율적인 생산

 ● 어플리케이션 환경에 적합한 개별 스프링 예압

 ● 공간 제약을 없는 설치를 위한 짧은/긴 캐리지

 ● 나사 홀 또는 관통 홀을 통한 다양한 설치 방법

 정밀한 조정 일정한 예압

추가 정보: www.igus.kr/prism-slide-carriage

 정밀하고 제어된 조정에 적합한 예압형 프리즘 슬라이더

재고 발송

P05 = 1.0
P11 = 2.2
P23 = 4.6
P38 = 7.6
P80 = 16.0

P05 = 0.5
P11 = 1.1
P23 = 2.3
P38 = 3.8
P80 = 8.0

P10 = 2.0
P22 = 4.4
P46 = 9.2

P76 = 15.2
P160 = 32.0

P10 = 1.0
P22 = 2.2
P46 = 4.6
P76 = 7.6

P160 = 16.0

긴
 길

이
의

 캐
리

지

짧
은

 길
이

의
 캐

리
지

평균 변위력 [N]:

고정력 [N]:

이미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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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 d C5 C4 C6 B H d2 L

NTP-27-18-150 4,5 37,5 75 37,5 27 18 1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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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mm]

 ● 솔리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일체형 텔레스코픽 가이드

 ● igus® 고성능 폴리머로 만들어진 3가지 부품 설계

 ● 볼 롤링이 아닌 면 마찰 슬라이딩으로 조용한 구동

 ● 스프링 예압으로 낮은 공차

 ● 3가지 색상 이용 가능 (흑색, 연회색, 흰색)

 ● 간단한 조립

 ● 사출 성형으로 비용 효율적인 생산

 ● 안전한 스냅 훅 원리

 ● 사용 환경에 맞게 세 가지 색상 중 선택

 ● 무급유 비금속 텔레스코픽 가이드

 ● 낮은 관성으로 항공 산업에서의 배출물 감소

 ● 간편한 이동

 ● 저소음, 청결

 ● 무급유 구동 및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간단한 조립

 ● 무급유 이구스 폴리머 재질로 유지 보수 불필요

 ● NT-35 대비 더 경량이며 더 작은 설치 공간에도 적합

 ● 하중 2.5kg, 스틸 제품 대비 최대 70% 경량

 간편한 확장  

B

C5 C4 C6

Ø d1

M4 (DIN 7984)Ød2

L L

L

H

B

C5 C4 C6

Ø d1

M4 (DIN 7984)Ød2

L L

L

H

B

C5 C4 C6

Ø d1

M4 (DIN 7984)Ød2

L L

L

H

 금속 부품을 완전히 없앤 플라스틱 텔레스코픽 가이드 drylin® NTP 

추가 정보: www.igus.kr/polymer-telescope

재고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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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 d1 H H1 A M E S N L 스크류

최소 최대 최소 최대

RUMP-05-12 12 15 33 40 20.0 29 4.2 18.5 32 M4

RUMP-05-16 16 17 36 45 22.5 34 4.2 20.5 35 M4

RUMP-05-20 20 19 41 53 26.5 40 5.2 23.5 35 M5

품번 중량 공차 d1 허용 하중 최대 T*

[g] [N] [Nm]

RUMP-05-12 20 +0.0 / +0.1 160 0.5

RUMP-05-16 25 +0.0 / +0.1 240 1.0

RUMP-05-20 33 +0.1 / +0.2 30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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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mm]

기술 데이터

간편한 설치를 위한 분리 구조. 

고객 시스템에 쉽게 적용 가능:  

iglidur® J 또는 iglidur® E7 

라이너로 이용 가능

 = iglidur® 재질 – iglidur® J 또는 iglidur® E7 이용 가능. 주문 예시: RE7UMP-05-12

* 권장 나사 조임 토크; 스크류 잠금 장치 권장

 ● 사출 성형으로 비용 효율적인 생산

 ● 빠른 조립

 ● 샤프트 교체없이 빠른 필름 교체를 위한 분리 가능한 

하우징

 ● 견고하고 경량의 이구스 폴리머로 제작된 직동 하우징

 ● 모든 Type 02 라이너 (컴팩트 베어링)

 ● 알루미늄, 탄소 섬유, 스틸 및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원형 샤프트 직동 하우징

 ● 알루미늄 하우징 대비 최대 75% 중량 감소

 ●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하우징

 ● 무급유 구동 및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RJUM-05 시리즈 직동 하우징보다 75% 경량

 ● drylin® R 온라인 수명 계산 서비스

 ● 스틸 및 스테인리스 스틸의 iglidur® E7 직동 라이너로  

사용 수명 증대

 ● 라이너의 회전 방지 기능 및 마개를 포함한 하우징

 경제적, 경량  

추가 정보: www.igus.kr/polymer-housing

 사출 성형을 통한 비용 효율적인 생산, 초경량, 부식 방지 

재고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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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 스크류 테크놀로지

dry테크자기 윤활 모션 솔루션 

폴리머 리드 스크류 너트를 
위한 4가지 자가 급유 
dryspin® 피치

사출 성형에 최적화된 경량 
디자인의 dryspin® JGRM

특허 받은 dryspin® 
고나사산 나사 형태의 
4 가지 신규 나사 사이즈

부드러운 작동 & 저진동 -  
dryspin® 신규 나사 사이즈, 
10x3 사다리꼴 나사 대신 사용 가능

빠른 제품 검색과 구성 및 
온라인 사용 수명 계산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이구스 솔루션.

dryspin® JGRM, 
사출 성형에 최적화된 
경량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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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 나사산 d1 d3 P L 중량 나사 수 피치 각도

최대 [kg] [°]

DST-LS-6.35X2.54-L--ES DS6.35x2.54 6.35-0.05 4.35-0.05 2.54 1,000 0.25 2 7.26

DST-LS-12.7X12.7-R-ES DS12.7x12.7 12.7 9.60 12.7 3,000 0.90 4 17.65

DST-LS-16X10-R-ES DS16x10 16 11.55 10 3,000 1.59 2 11.25

DST-LS-20X5-R-ES DS20x5 20 15.60 5 3,000 2.48 1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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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스크류 사이즈 [mm]

리드 스크류 및 추가 가공 

온라인 구성 및 주문 

www.igus.kr/lead-screw-configurator

 ● 온라인 사용 수명 계산 서비스

 ● 테스트 완료: 마모도 감소

www.igus.kr/info/linear-guides-test-wear-

dryspin

 ● SUS(AISI) 304 재질, 내부식성

 ● 적합성 확인 온라인 툴

 ● 2D PDF 및 3D 스텝 모델 포함 선택 가능 

 ● 무급유 구동

 ● 세척 용이 

 ● 낭비 없이 원하는 길이 주문 가능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리드 스크류 온라인 툴

 ● 실시간 가격 표시 

 ● CAD 지식 없이도 온라인으로 리드 스크류 가공 진행 가능 

 ● 피치 6.35x2.54 LH, 12.7x12.7, 16x10, 20x5의  

5 개의 새로운 dryspin® 리드 스크류

 ● 둥근 톱니 형상으로 저소음

 ● 대칭 나사산으로 긴 사용 수명 

 경제적, 효율적 

추가 정보: www.igus.eu/leadscrew

4 가지 신규 사이즈의 고나사산 리드 스크류, 고나사산 리드 스크류 너트    

재고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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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 나사산 d1 d2 d3 d4 d5 b1 b2 A B C SW

d1 x P

원형 리드 스크류 너트

DST-SLM-1413DS6.35X2.54 DS6.35x2.54 6.35 14 – – – 13 – – – – –

DST-JSRM-3632DS16X10 DS16x10 16 36 – – – 32 – – – – –

DST-JSRM-273632DS16X10 DS16x10 16 36 – – – 32 – – – – 27

DST-JSRM-4540DS20X5 DS20x5 20 45 – – – 40 – – – – –

DST-JSRM-304540DS20X5 DS20x5 20 45 – – – 40 – – – – 30

플랜지형 리드 스크류 너트

DST-FLM-1315DS6.35X2.54 DS6.35x2.54 6.35 13 25 19 3.2 15 5 – – – –

DST-FLM-131315DS6.35X2.54 DS6.35x2.54 6.35 13 25 19 3.2 15 5 – – – 13

DST-JFRM-2835DS16X10 DS16x10 16 28 48 38 6 35 12 – – – –

DST-JFRM-282835DS16X10 DS16x10 16 28 48 38 6 35 12 – – – 28

DST-JFRM-3244DS20X5 DS20x5 20 32 55 45 7 44 12 – – – –

DST-JFRM-323244DS20X5 DS20x5 20 32 55 45 7 44 12 – – – 32

원형 사출 성형 너트

DST-SLM-C01-DS6.35X2.54 DS6.35x2.54 6.35 12 – – – 12 – 11 – – –

DST-JSRM-C01-DS16X10 DS16x10 16 28 – – – 25 – 25.5 – – –

DST-JSRM-C01-DS20X5 DS20x5 20 32 – – – 25 – 26.2 – – –

플랜지형 사출 성형 너트

DST-FLM-C01-DS6.35X2.54 DS6.35x2.54 6.35 12 – – 3.2 12 4 11 18 18 –

DST-JFRM-C01-DS16X10 DS16x10 16 28 – – 6 25 6.5 25.5 27 34 –

DST-JFRM-C01-DS20X5  DS20x5 20 32 – – 6 25 8.0 29.0 30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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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스크류 너트 사이즈 [mm]

 뛰어난 효율성 무급유 구동 

 ● 온라인 사용 수명 계산 서비스

 ● 테스트 완료: 마모도 감소

www.igus.kr/info/linear-guides-test-wear-

dryspin

 ● 리드 스크류 드라이브 온라인 사용 수명 계산 서비스 

 ● FDA 승인 재질 사용 가능 

 ● 온라인 샵에서 구입할 수 있는 리드 스크류 너트 및 리드 

스크류

 ● 10가지 이상의 무급유 구동 및 유지 보수 필요 없음 

플라스틱

 ● 나사 시스템에 그리스 또는 오일 없음

 ● 둥근 모서리로 저소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무급유 및 청결

 ● 모래 고착되지 않음

 ● 자가 급유로 유지보수 필요 없음

 ● 플라스틱 리드 스크류용 네 가지 신규 dryspin® 피치 

 ● 효율성 최대 82%

 ● 금속 볼 스크류 대체용 폴리머

추가 정보: www.igus.eu/leadscrew

 금속 볼 스크류 대체 

재고 발송

 =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재질 및 사이즈 정보  – www.igus.kr/lead-screw-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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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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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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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d5

A d4 d1

b1b2

47

Design C-01 Design HD-02

Ø 38/47mm 

품번 나사산 d1 d2 d3 d4 d5 b1 b1 b2 A* 최대 정하중

디자인 축 방향 [N]

d1 x P ±0.15 -0.2  C-01  HD-02  C-01  HD-02

DST-JGRM--DS14X25 DS14x25 14 48 38 20 5.3 45 42 2 40 2,936 4,110

DST-JGRM--DS14X30 DS14x30 14 48 38 20 5.3 45 42 2 40 2,936 4,110

DST-JGRM--DS14X70 DS14x70 14 48 38 20 5.3 45 42 2 40 1,567 2,194

DST-JGRM--DS16X10 DS16x10 16 48 38 20 5.3 45 42 2 40 3,466 4,853

DST-JGRM--DS16X35 DS16x35 16 48 38 20 5.3 45 42 2 40 3,434 4,807

DST-JGRM--DS18X24 DS18x24 18 58 47 26 6.3 50 46 2 50 4,716 6,508

DST-JGRM--DS18X40 DS18x40 18 58 47 26 6.3 50 46 2 50 4,368 6,028

DST-JGRM--DS18X80 DS18x80 18 58 47 26 6.3 50 46 2 50 3,016 4,162

DST-JGRM--DS18X100 DS18x100 18 58 47 26 6.3 50 46 2 50 2,646 3,652

DST-JGRM--DS20X20 DS20x20 20 58 47 26 6.3 50 46 2 50 4,921 6,791

DST-JGRM--DS20X50 DS20x50 20 58 47 26 6.3 50 46 2 50 4,031 5,562

DST-JGRM--DS20X60 DS20x60 20 58 47 26 6.3 50 46 2 50 3,313 4,572

DST-JGRM--DS20X80 DS20x80 20 58 47 26 6.3 50 46 2 50 3,408 4,703

DST-JGRM--DS20X90 DS20x90 20 58 47 26 6.3 50 46 2 50 3,313 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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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01/HD-02 | 주문 예시: DST-JGRM-C-01-DS14x25: C-01 iglidur® J 재질의 리드 스크류 너트, 14x25 오른 나사 

포함

나사 머리용 카운터 보어

스패너 플랫 포함,회전 방지 기능

M6 캡 헤드 나사용 

나사 홀

나사 홀에 홈이 있는 직관적이고 간편한 고정

ES 금속 플레이트 (옵션) 포함 HD 버전

나사산 중심 스피곳

재질: 고성능 폴리머 iglidur® J

사이즈 [mm]

 ● 나사산 중심 스피곳 및 4 개의 M6 소켓 캡 볼트로 인한 

간편한 설치

 ● 온라인 사용 수명 계산 서비스

 ● 고하중 버전은 동일한 나사산이 있는 나사 플랜지 

너트보다 축방향 정하중이 30 % 더 높을 수 있음

 ● 금속 대신 플라스틱으로 경량 및 낮은 관성

 ● 둥근 나사산으로 소음 감소

 ● 무급유 구동 및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특허 받은 스레드 설계로 오래 지속되는 수명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사출 성형에 최적화 된 비용 효율적인 타입

 ● 모든 스레드 크기 Ø 14/16 및 18/20에 

대한 가변 설계  

 ● 금속 볼 스크류 너트 대체

 ● 새로운 리드 스크류 너트 디자인으로 견고해진 고정력

 ● 기존 볼 스크류에 장착 가능한 조립 규격

 ● 플랜지가 없는 견고하고 안정적인 전면 장착

 ● 높은 축 방향 정하중을 위한 금속판 포함  

고하중 버전 이용 가능

 견고함, 동일 규격 

추가 정보: www.igus.eu/leadscrew

 경량의 사출 성형 최적화 설계, 기존 볼 스크류 너트와 동일한 규격 

재고 발송



재고 발송

품번 나사산 d1 d2 d3 d4 d5 b1 b2 A B C

원형 리드 스크류 너트 d1 x P

DST-SRM-2220DS10X3 DS10x3 10 22 – – – 20 – – – –

플랜지형 리드 스크류 너트

DST-FRM-2525DS10X3 DS10x3 10 25 42 34 5 25 10 – – –

원형 사출 성형 너트

DST-JSRM-C-01-DS10X3 DS10x3 10 20 – – – 20 18 – –

플랜지형 사출 성형 너트

DST-JFRM-C-01-DS10X3 DS10x3 10 20 – – 4.2 20 5.5 19 20 30

 = 요청 시 더 많은 iglidur® 재질 사용 가능

품번 나사산 d1 d3 P 최대 L 중량 [kg] 나사 수 피치 각도

DST-LS-10X3-R-ES DS10x3 10 7.85 3 3.000 0.62 2 5.45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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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스크류 너트 사이즈 [mm]

리드 스크류 사이즈 [mm]
 ● 사출 성형으로 비용 효율적인 생산

 ● igus® 고성능 폴리머로 제작되어 무급유 구동 및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리드 스크류 너트

 ● 견고함, 우수한 내분진성

 ● 세척 용이

 ● 10x3 사다리꼴 나사산을 대체하는 신제품  

dryspin® 나사산 사아즈

 ● 고속에서 저소음 작동

 ● 저소음 및 저진동

 ● 원형 디자인 또는 플랜지 포함 리드 스크류 너트

 ● SUS(AISI) 304 재질의 내부식성 리드 스크류

 ● 온라인 사용 수명 계산 서비스

 ● SUS(AISI) 304 재질로 높은 내부식성의 리드 스크류

 ● 둥근 나사 각도로 소음 감소

 ● 테스트 완료: 최대 25% 긴 사용 수명 및 25% 낮은 마모

www.igus.kr/info/linear-guides-test-wear-

dryspin

 ● 저소음 작동을 통한 배출 감소

 ● 무급유 구동 및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저소음  저진동 

추가 정보: www.igus.eu/leadscrew

 기존 10x3 사다리꼴 나사산의 저소음 대체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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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 테크놀로지

dry테크자기 윤활 모션 솔루션 

개별 제어 drylin® W 직동 
가이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이중 타이밍 벨트 포함 
타이밍 벨트 축

프로그래밍을 제외한 다양한 
자동화 작업에 적합한 일체형 
패키지 

높은 내구성의 낮은 프로파일 -  
drylin® E 플랫 스테인리스 
스틸 타이밍 벨트 축

모터와 컨트롤 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구성

빠른 제품 검색과 구성 및 
온라인 사용 수명 계산

최대 44Nm 연속 토크를 
제공하는 신제품 기어 박스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이구스 솔루션.

높은 내구성의
낮은 프로파일, 
내구성- drylin® E 
플랫 스테인리스 스틸 
타이밍 벨트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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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 A Al H E2 E3 E4 C4 f lt ha lz l d2

H7

ZLW-10120-ES 153 150 40 140 137 40 240 1 74 18 18 298 10

ZLW-10160-ES 193 150 40 180 177 90 240 1 74 18 18 298 10

ZLW-10200-ES 233 150 40 220 217 120 240 1 74 18 18 298 10

품번 d3 g3 D K at lt2 lu V [mm/rev]

DIN912 - M5 표준형

ZLW-10120-ES 38 M4 10 M6 43 59 20 75

ZLW-10160-ES 38 M4 10 M6 43 59 20 75

ZLW-10200-ES 38 M4 10 M6 43 59 20 75

품번 최대 

스트로크 길이

전송률 톱니 

프로파일

드라이브 벨트 중량

재질 텐션 추가 (100mm 당)

[mm/rev] [N] [kg] [kg]

ZLW-10120-ES 2,000 75 3M

유리 섬유 포함 네오프렌

200 4.7 0.30

ZLW-10160-ES 2,000 75 3M 200 5.2 0.35

ZLW-10200-ES 2,000 75 3M 200 5.9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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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 & 사이즈 [mm]

 ● 다양한 폭, 스트로크 길이 및 캐리지 길이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

 ● 캐리지에서 타이밍 벨트 장력 조정 가능

 ● drylin® W 직동 키트의 직동 가이드

 ● 모터 및 모터 컨트롤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 가능

 ● 확실한 주행

 ● 세척 공정에서 그리스나 오일을 닦아낼 필요 없음

 ● 무급유 구동 및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온라인 사용 수명 계산 서비스

 ● 높은 안정성을 위한 넓은 설계

 ● 모터 조합시 치수 보조

 ● igus® 실험실에서 테스트 : ZLW 시리즈 크기  

20 모듈형 축, 1,000,000 사이클, 1,000N 하중, 

2,500mm 스트로크 및 1m / s 속도에서 서보 모터 및 

기어 박스와 결합

 ● 스테인리스 스틸 타이밍 벨트 축

 ● 1.4301 (SUS 304) 및 1.4571 (SUS 316Ti) 재질로  

높은 높은 내부식성

 ● 다양한 스트로크 길이, 최대 2,000mm

 ● 다양한 시스템 폭을 위한 모듈형 시스템

 ● 쉬운 세척을 위한 디자인

 컴팩트-디자인, 견고함, 내화학성 

추가 정보: www.igus.kr/zlw

 타이밍 벨트 구동, 스텝/DC 모터로 바로 연결 가능한  drylin® ZLW 

재고 발송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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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 A Al H E2 E3 E4 C4 f lt ha lz l d2

H7

ZLWT-10160 193 150/200/250 40 180 Al - 13 90 240 1 74 18.0 18 448 10

ZLWT-10200 233 150/200/250 40 220 Al - 13 120 240 1 74 18.0 18 448 10

ZLWT-20200 252 200/250/300/350 63 234 Al - 18 120 240 1 98 28.5 27 596 14

ZLWT-20300 352 200/250/300/350 63 334 Al - 18 200 240 1 98 28.5 27 596 14

품번 d3 g3 D K at lt2 lu V [mm/rev]

DIN912 - M6 표준형

ZLWT-10160 38 M4 10 M6 107 59 20 75

ZLWT-10200 38 M4 10 M6 107 59 20 75

ZLWT-20200 60 M5 20 M8 122 78 40 144

ZLWT-20300 60 M5 20 M8 122 78 40 144

품번 최대 

스트로크 길이

전송률 타이밍 

프로파일

드라이브 벨트 중량

재질 텐션 추가 (100mm 당)

[mm/rev] [N] [kg] [kg]

ZLWT-10160 2,000 75 3M
유리 섬유 포함 네오프렌

200 4.0 0.25

ZLWT-10200 2,000 75 3M 200 4.5 0.30

ZLWT-20200 3,000 144 8M
스테인리스 스틸 포함 PU

750 11.0 0.50

ZLWT-20300 3,000 144 8M 750 12.5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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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개별 구동 타이밍 벨트

기술 데이터 & 사이즈 [mm]

 ● drylin® W 온라인 수명 계산 서비스

 ● igus® 테스트랩에서 유지 보수 없이 400,000 사이클 

장기간 사용 테스트 완료

 ● 30초 이내에 레일 분해없이 베어링 바로 교환

 ● 모터 컨트롤 시스템 온라인 시뮬레이션 가능

 ● 하나의 축으로 2개의 직동 캐리지 위치 조정

 ● 무급유 구동 및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라이너 교체가 가능하며, 직동 축의 모든 금속 부품들은 

수명까지 재사용이 가능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직동 축/모터/모터 컨트롤 시스템이 모두 포함된 

솔루션으로 설치가 쉽고 빠름

 ● 모든 라이너들은 레일을 분해하지 않고 직접 교체 가능

 ● 필로우 블록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교체 키트 (라이너, 

덮개, 조립 툴 포함)

 ● drylin® W 직동 가이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이중 타이밍 벨트 포함 타이밍 벨트 축

 ● 개별 또는 통합 구동이 가능한 2개의 직동 캐리지

 ● 2개의 NEMA 스텝 모터/DC 모터의 연결 가능

 ● 두 로봇의 작동을 위한 7축에 적합

 ● 하나의 직동 축 사용

 ● 넓은 형태 디자인으로 완벽한 안정성 제공

 빠르고 유연함 
 여러 직동 캐리지의 빠른 이동에 이상적인 이중 벨트로 

추가 정보: www.igus.kr/zlwt-toothed-belt-axis

재고 발송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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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감속: 10, 15

사용 가능한 기어 감속:

3, 5, 10, 15

품번 모터 사이즈 B1 B2 Ø D1 Ø D2 Ø D3 L1 L2 L3

h7 h7 ±1.0

GEA-60-10-60-ST-063 NEMA23 60.0 36.7 14.0 40.0 M5 35.0 71.0 3.0

GEA-60-10-60-ST-080 NEMA23XL 60.0 36.7 14.0 40.0 M5 35.0 71.0 3.0

GEA-60-10-90-ST-140 NEMA34 90.0 36.7 14.0 40.0 M5 35.0 86.0 3.0

GEA-60-15-60-ST-063 NEMA23 60.0 36.7 14.0 40.0 M5 35.0 84.0 3.0

GEA-60-15-60-ST-080 NEMA23XL 60.0 36.7 14.0 40.0 M5 35.0 84.0 3.0

GEA-60-15-90-ST-140 NEMA34 90.0 36.7 14.0 40.0 M5 35.0 99.0 3.0

igus® 2020 뉴스 및 제품 확장 : www.igus.kr/news ...  

사이즈 [mm]

 ● 최대 75% 이상 토크 가능

 ● igus® D1 모터 제어 시스템과 함께 사용 가능

 ● 스텝 모터 포함 

 ● 서보 모터의 경제적인 대안

 ● 전기 모터 출력 토크 증가

 ● 스텝 모터 및 BLDC 모터와 결합 가능

 ● 리드 스크류 및 타이밍 벨트 축, 갠트리와 델타 로봇에 

적합

 ● 사용 가능한 기어 감속: 3, 5, 10, 15

 ● 무급유, 청결 및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긴 사용 수명 (최대 30,000 작동 시간)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스텝 다운, 더 높은 토크

추가 정보: www.igus.kr/gea

 저속 회전의 스텝 모터에서 최대 44Nm의 토크를 영구적으로 생성 

재고 발송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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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 확장

품번 하우징 전환 출력 타입 연결

INI-AB-I-025-A-AA 플라스틱 PNP NO 커넥터 M8

INI-AB-I-025-A-AB 플라스틱 PNP NO 2m 케이블

INI-AB-I-025-B-AA 플라스틱 PNP NC 커넥터 M8

INI-AB-I-025-B-AB 플라스틱 PNP NC 2m 케이블

INI-AB-I-025-D-AA 플라스틱 NPN NO 커넥터 M8

INI-AB-I-025-D-AB 플라스틱 NPN NO 2m 케이블

INI-AB-I-025-E-AA 플라스틱 NPN NC 커넥터 M8

INI-AB-I-025-E-AB 플라스틱 NPN NC 2m 케이블

INI-AS-I-015-B-AA 금속 PNP NC 2m 케이블

INI-AS-I-015-E-AA 금속 NPN NC 2m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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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ylin® E 제품 검색기에서 전체 세트 주문 가능

www.igus.kr/drylinE-finder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확장형 케이블 필요 없음

 ● 플라스틱 하우징으로 경량

 ● drylin® 직동 축/모터/근접 스위치/모터 제어가 모두 

포함되어 설치가 쉽고 빠름

 ● 감지를 위한 근접 스위치

 ● 2m 연결 케이블 

 ● PNP 및 NPN 버전

 ● NC 와 NO 버전

 ● 소형 및 경량

 ● igus® 축에 적합

 안정적인 전송

추가 정보: www.igus.kr

 케이블이 포함된 경량 내성 한계/근접 스위치 

앵글 지지대가 있는 

PNP NC 키트 

품번: IK-0200-2

근접 PNP NC 키트 

스트레이트 지지대 포함  

품번: IK-0201-2

D3 dryve 모터 제어

D1 dryve 모터 제어

브라켓 및 유도 근접 스위치를 사용한 

재배치 및 조정 가능 

케이블 길이: 2m

소재: 스틸

재고 발송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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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T 설계

 ● 온라인으로 간단히 직동 모듈 구성

 ● 선형 모듈 / 모터 / 드라이브 모터 제어 시스템을 포함하는 

바로 설치 가능한 솔루션으로 설계 시간 단축

 ● 2D 치수 도면 및 3D CAD 모델 포함

 ● SHT 직동 모듈의 온라인 툴

 ● 단일 또는 다중 캐리지 시스템 구성

 ● 빠른 설치가 가능한 dryspin® 고나사산 또는 자가 잠금 

사다리꼴 나사산

 ● 바로 연결 가능 구성

 ● 온라인 사용 수명 계산 서비스

 ● 모든 온라인 툴 모델 이용 가능

 ● 2D 치수 도면 및 3D CAD 모델 포함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신속한 직동 모듈 설계
고객들이 igus® SHT Designer를  

높이 평가하는 6 가지 이유

1. 빠르고 유연한 설계

"원하는 그대로 직동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어요"

2. 실시간 가격 표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바로 알수 있어요"

3. 간편함

"실제 크기의 2D PDF도면을 얻을 수 있어요"

4. 통합성

"내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3D CAD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요"

5. 재주문

"맞춤 구성번호를 사용하면 언제든지 직동 시스템을 재주문 

할 수 있어요 "

6. 온라인 주문

"장바구니에서 원하는 제품을 바로 주문할 수 있어서  

간편했습니다" 

www.igus.kr/sht-designer

추가 정보: www.igus.kr/sht-designer

 모터와 제어 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온라인에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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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비용 자동화

자동화 로봇 시스템 구현 

drygear® - 컴팩한 디자인의 
차세대 스트레인 웨이브 기어

기어 박스 및 회전 축을 위한 
drygear® Apiro® 모듈형 키트

igus® e-체인 시스템 및 
chainflex® 케이블을 포함한 
직동 로봇용 일체형 조립

맞춤형 색상, 로고, 설계 - 
저비용 자동화

7축 직동 조정으로 로봇의 
유연성 향상

온라인에서 제품을 검색하고 
주문하세요

특히 훈련 및 연구 시설을 위한 
로봇 플랫폼의 신규 교육 영역 

최초의 igus®로봇 컨트롤 
소프트웨어 

ReBeL® 디자인 연구:
인간-기계의 협업 
어플리케이션용 

기술력 향상, 비용 절감. 이구스 솔루션.

drygear® - 
컴팩트한 디자인의 
차세대 스트레인 
웨이브 기어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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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 보수 필요 없음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도달 범위 최대 790mm (5 DOF)

 ● 110g 유효 하중으로 최대 3,000,000 사이클

 ● 4 DOF/5 DOF 포함 robolink® 다관절 암 로봇

 ● 표준 색상 검정, 개별 색상 및 로고 가능

 ● 최대 30N의 유효 하중

 ● 사이클 타임: 7초 이상

 ● 비용 효율적, 견고한 설계

 ● 빠른 초기 투자 비용 회수

 ● igus®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iRC로 간단한 프로그래밍 

 ● 그리퍼 또는 엔드 이펙터 및 Vision에 호환되는 어댑터 

플레이트

 저비용 자동화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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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www.igus.kr/rl-dp

 색상, 로고, 설계  모든 것을 맞춤형으로  

표준 색상 검정, 개별 색상 및 로고 가능

정의된 작업 영역

표준 색상 즉시 재고 발송, 요청 시 맞춤형 색상 이용 가능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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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연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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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로봇용 6 DOF* ReBeL® 

 ● 외형 및 대부분의 기계 부속품은 폴리머로 만들어져 비용 

효율적이며 경량입니다

* DOF = 자유도

 ●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drylin® 및 robolink® 로봇 솔루션

 ● 초경량 부품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폴리머 사출 성형으로 비용 효율적 설계

 ● 제어 캐비닛이 필요 없는 통합 시스템

 ● 경량

 ● 통합형 컨트롤 시스템 및 모터 포함

 ● 협업 로봇 환경 구축 가능

 ● 6축 구동

추가 정보: www.igus.kr/rebel

 협업 로봇 어플리케이션 

내부 케이블 가이드

하노버 산업 박람회(HMI)2019 에서 공개된 초기 모델

통합형 컨트롤 

시스템 및 모터

제어 장치폴리머 기어 박스모터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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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비교  
스트레인 웨이브 기어의 현재와 이전 버전

토크 변동 비교  
스트레인 웨이브 기어 현재와 이전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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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케이블:

 ● 모터 케이블

 ● 엔코더 케이블

모터 키트:

 ● 엔코더 및 커넥터 

포함한 NEMA17  

스텝 모터

 ● NEMA11 스텝 모터  

(옵션)

스트레인 웨이브 기어

근접 스위치 연결용 홈 

포함

연결 키트

 ● robolink® DP

 ● 범용 로봇

 ● 추적용 트리거

스트레인 웨이브 기어

 ● 전송률 28:1

 ● 지속적인 작동에서 

5-10rpm

 ● 최대 4Nm

 ● 높아진 베어링 하중 수용력

 ● 토크 변동 감소(표3)

 ● 이탈 토크 감소(표2)

 ● 5축 로봇 적용에 적합한 관성 최소화

 ● 완전 무급유 작동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iglidur® 폴리머 재질 사용으로 비용 효율적

 ● 5축 로봇의 간단히 적용 

 ● 다른 제조 업체의 컨트롤 시스템과 호환 가능

 ● 그리퍼 플랜지 장착용 어댑터 디스크

 ● 향상된 스트레인 웨이브 기어 - 최대 50% 효율 향상

 ● 이구스 고성능 폴리머 재질로 경량화

 ● 5축 로봇에 통합을 위한 컴팩트함

 ● 전반적으로 향상된 성능 및 구동 성능

 ● 전송률 28:1

 ● 5-10rpm 연속 작동 (NEMA17 스텝 모터)

 ● 최대 4Nm (NEMA17 스텝 모터)

 경량 및 효율적 
 컴팩트한 디자인의 차세대 스트레인 웨이브 기어 

추가 정보: www.igus.kr/rl-s

재고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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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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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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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V 전원 연결

비상 정지

통합 쿨링 팬

케이블 콘센트

 ●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의 무료 체험 가능

 ● igus®의 최초 로봇 컨트롤 소프트웨어

 ●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로봇 프로그래밍

 ● 제어 캐비닛 또는 DIN 레일의 제어 시스템에 사용 가능

 ● 직동 로봇, 델타 로봇 및 로봇 암용

 ● 이구스 로봇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사용해보세요

 ● 디지털 트윈 기능

 ● 시스템을 통합하지 않아도 직관적인 조작 가능

 ● 로봇 플랫폼 RBTX를 통해 그리퍼 및 비전 구성 요소를 

포함한 완전한 번들 주문 가능 www.rbtx.com

 간편한 직관적 제어 

 ● 모든 로봇 시스템은 유지 보수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 하나의 제어 시스템을 모든 로봇 운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www.igus.kr/robot-control

 간편한 처리, 무료 다운로드, 구매 전 테스트 가능 

CAN 연결



확인/검증

기술력 증가

안정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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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축용 어댑터 키트 사이즈 (UR) [mm]

7축용 어댑터 키트 사이즈 (DP) [mm]

 ● drylin® W 프로파일 레일 시스템  

온라인 수명 계산 서비스

 ● 직동 캐리지의 동일한 연결 사이즈 ZLW-20

 ● 7축 직동 컨트롤으로 최대 4 배 확장된 로봇 가동 범위

 ● 모든 구성품 개별 주문 가능

 ● 무급유 ZLW-20 타이밍 벨트 축

 ● 기존 타이밍 벨트 축 ZLW-20 개조 가능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drylin® W 직동 모듈형 시스템의 타이밍 벨트 축  

ZLW-20의 어플리케이션

 ● 다양한 스트로크 길이, 최대 3,000mm

 ● ZLW-20 선형 캐리지에 적합한 어댑터 키트

 ● 개별 파트 주문 또는 바로 연결 가능하도록 완제품 조립 

형태로 배송 가능

 ● 로봇에 바로 연결 가능한 7축 직동

 ● 작업 공간에서의 유연한 로봇 사용

 ● robolink® DP 및 UR, UR 캡 포함 매칭 어댑터 키트

 로봇 유연성 향상 

추가 정보: www.igus.kr/7th-axis

 7축 직동 드라이브로 유연성 증가 및 로봇 어플리케이션의 범위 확장 

재고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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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드라이브 핀 또는 기타 액세서리를 포함한 개별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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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시스템 구성, 

디스크 또는 커플링 포함 기어박스

 끝없는 아이디어

 ● igus® 고성능 폴리머로 제작된 웜 기어

 ● iglidur® A180 재질로 40% 이상 고성능

 ● 모듈형 디자인으로 신속한 확장, 전환 및 적용 가능

 ● 무급유 구동 및 경량화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igus®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음. 바우처를 지급 받습니다:

www.igus.kr/chainge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솔리드 iglidur® 폴리머 재질의 비용 효율적인  

Apiro® 기어 박스

 ● 매뉴얼 및 모터 작동용 모듈형 디자인

 ● 빠른 전환 주기

 ● 별도 도구 없이 조립 가능

 ● Apiro® 모듈형 기어박스 시스템 적용 사례

 ● 부품 리스트 포함 조립 팁

 ● 어플리케이션 구현을 위한 광범위한 제품군

+ + +
추가 정보: www.igus.kr/drygear-apiro

 Apiro® 모듈형 기어 박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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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 갠트리 DLE-RG-0003

직동 로봇 DLE-LG-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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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gus® e체인 시스템 및 chainflex® 케이블의  

바로 설치 가능한 키트 

 ● 직동 로봇 DLE-LG-0001 및  

DLE-RG-0003용

 ● 에너지 체인과 케이블은 igus® 테스트랩에서 테스트 

되었습니다

 ● drylin® W 직동 프로파일 가이드 시스템의 온라인 사용 

수명 계산 서비스 

www.rbtx.com

 ● 두 번 클릭으로 액세서리 바로 주문 가능:

www.igus.kr/ECS-service-life

 ● 폐케이블 체인을 수거해 재활용 하는 igus® 리사이클 

캠페인 제조업체 상관 없음. 바우처를 지급 받습니다:

www.igus.kr/chainge

 ● 유지 보수가 필요없는 직동 로봇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시간, 비용 감소

 ● 에너지 체인과 케이블에서 입증된 igus® 품질

 ● 배송 범위에 포함된 연결 플레이트 및 고정 재질

 ● 바로 연결 가능한 직동 로봇을 신속하게 구성해  

주문할 수 있습니다 www.rbtx.com

 바로 설치 가능한 직동 로봇

주문하기:

직동 로봇 DLE-LG-0001 및 DLE-RG-0003용   

igus® e체인 및 케이블 바로 설치 키트

e-chain® E2i.15 시리즈, 매칭 연결 플레이트 및 고정 재료

모터 및 인코더용 연결 케이블과 3/5/10m 길이 옵션의  

이니시에이터 키트 (NC/PNP)로 구성된 차폐 케이블 세트

추가 정보: www.rbtx.com

 전체 조립품 온라인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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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른 투자 비용 회수

 ● 제품 적합성

 ● 반환으로 인한 위험 없음

 ● 도구 선택 - www.rbtx.com

 ● 유지 보수가 필요없는 drylin® 및 robolink® 로봇 솔루션

 ● 초경량 부품

 ● igus®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지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www.igus.kr/plastic2oil

 ● 훈련 및 연구소 자동화를 위해 특별히 제작

 ●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미니 델타 샘플

 ● www.rbtx.com 통해 간단하게 주문하세요

 ● 로봇 플랫폼의 새로운 

교육 분야 www.rbtx.com

 ● 특히 교육 및 연구 기관을 위한 로봇 적용 사례 다양

 ● 맞춤형 제품

 ● 그리퍼, 비전 및 제어까지 로봇 운동

 교육을 위한  컴팩트형 델타 로봇
Mini-Delta 

 ● 베이스 포함하여 프레임으로 제공. 

 ● 엔코더 미포함 모터 포함 3 타이밍 벨트 축

 ● 운동방정식 시도 또는 최소 공간에서  

샘플링 시뮬레이션에 이상적.

 

품번: DLE-DR-Education

유효 하중 50g

추가 정보 

www.rbtx.com/education

추가 정보: www.rbtx.com

 교육 및 연구 시설을 위해 특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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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스 솔루션.

내구성 소재로
드문 교체

자원 및 비용 절약 
라이너만 교체하면 되는 drylin® 직동 가이드

제품의 99% 재사용 가능
설립 이래 지속적 내부 재활용

낮은 마찰계수 
마모 최적화

경량화로 에너지 소비 감소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

손상된 부품만 교체 
스마트 플라스틱을 
통한 사전 유지 보수 알림

급유로 인한 오염 발생 없음 
무급유로 위생적 설비 가능

지속 가능성 igus® 체인 리사이클링 프로그램 

플라스틱을 원유로, 화학적 재활용 사업 

체인 리사이클링 
폐플라스틱 체인의 재활용

www.igus.kr/plastic2oil

www.igus.kr/chaingewww.igus.kr/climate
모션을 위한 최초의 고성능 플라스틱 개발 당시 환경 보호는 

주된 초점이 아니었지만 이구스 제품이 가진 무급유 및 오랜 

제품 수명은 오늘날 환경 보존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구스는 이제 제품을 넘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몇 가지 

주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숲 조성을 한 2,500그루의 

나무 심기를 시작으로, "Operation Clean Sweep(플라스틱 

펠릿 손실을 줄이는 플라스틱 산업)" 원칙에 따라 사업 설비를 

재편했습니다. 이러한 사내 환경 관리는 ISO 14001 국제적 

공인으로 신뢰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독일, 한국을 시작으로 

ISO 인증을 획득을 마쳤으며, 회사 내부적으로도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활동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구스 전시회에서 사용된 배너는 동전 지갑이나 노트북 

가방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결함 부품 또는 사출 성형에서 발생하는 잔여물은 과립화 후 

재사용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 관계없이 폐플라스틱 

체인을 수거하는 chainge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체인의 수명이 다해 산업 폐기물 처리해야 할 

경우 이구스가 수거해드립니다. 당사는 플라스틱을 소재별로 

분리하고 파쇄해 재사용 원료로 되돌립니다.   

플라스틱 분류에는 많은 과정과 비용 소모가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단순 소각되는 

이유는 이때문입니다. Mura Technology는 재활용 할 수 

없는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분 내에 오일로 변환하는.

촉매 수열 반응(약어: Cat-HTR)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물, 

고온, 압력만을 사용해 원료를 분리하고 재결합시킵니다. 

영국에 설립되는 해당 기술의 최초 상업용 플랜트에 igus®는 

약 5백만 유로를 투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 중량에 따라 이구스 제품 구매가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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