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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기어 바렐 파라렐 제네바 전기식

운동특성 캠곡선 캠곡선 캠곡선 불연속 가속도
운동특성 제어가 

어렵다.

등분수 1/2~96등분 6~60등분 1~8등분 4~8등분 임의의 각도

고속성
1Cycle 0.05sec 

이하도 가능
1Cycle 0.1sec 이상

1Cycle 0.1sec 
이하도 가능

1Cycle 0.2sec 이상 1Cycle 0.2sec 이상

분할정도 ±10sec 이하 가능 ±10sec 이하 가능 ±30~60sec ±3~5min
감속기등의 기계적

백래쉬 존재

정지 강성 고강성 고강성 고강성 백래쉬가 있다.
모터와 출력구동계의 

특성

반복 정도 10sec 이하 10sec 이하 15sec이하 ±3~5min
감속기등의 기계적 

백래쉬 존재

정숙성
고속에서도 
소음이 적다.

고속에서도 
소음이 적다.

비교적 소음발생 저속에서도 소음발생 기계자체의 소음이 존재

용도
고속·고정도를 

요구하는 곳
저속·중속을
요구하는 곳 

고속·고정도를 
요구하는 직선기구

속도, 정도를 
요구하지 않는 곳

임의의 등분을
요구하는 곳 

인덱스 드라이브는 입력축에 부착된 Cam으로 기구학적으로 해석된 

운동곡선을 따라서 출력축에 부착된 캠팔로우어 베어링에 그 운동을 

전달함으로써 최적의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기구입니다. 

인덱스 드라이브는 입력축을 등속회전 시키면 출력축은 설정되어진 

각도를 선회, 정지의 일련의 동작을 반복운동을 합니다. 

인덱스 드라이브는 그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구동방법에 따라서 전기적 방식과 기계적 방식, 유공압 방식으로 분류가 

되고 기계적인 방식에는 제네바기구, 라쳇트기구, Cam기구 등이 

대표적이며, 전기적인 방식에는 서보모터, 펄스모터 등이 있고, 유공압 

방식에는 실린더기구, 유공압모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Cam방식의 인덱스 드라이브는 고속성, 운동특성, 재현성, 

분할 정도, 정숙성, 내구성 면에서 기타 다른 기구 보다도 매우 

우수합니다. 

캠방식 인덱스 드라이브 
CAM방식의 인덱스에는 롤러기어캠 방식, 바렐캠 방식, 파라렐캠 

방식으로 구별됩니다. 각각의 특성과 용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롤라기어캠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Table1 참고) 

롤러기어 인덱스의 특징
일반적으로 롤러기어(Roller Gear) 인덱스 드라이브는 크게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력축에는 롤러기어 캠, 출력축에는 분할판(Turret)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롤러기어 캠은 여러 종류의 캠 곡선식을 컴퓨터로 계산하여 가공된 

테이퍼 리브(Taper Lib) 형태의 원통 캠이고, 분할판(Turret)에 

6∼24개의 캠 팔로우 베어링(Cam Follower Bearing)이 접촉되어 캠에 

의한 간헐(間歇)운동을 합니다. 

이때 Taper Lib와 Cam Follower Bearing 사이에는 예압 상태(Pre 

Load)로 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래쉬(Back Lash)가 없고, 진동이나 

소음발생이 없으며 정확한 운동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하 전달은 구름접촉에 의해 전달되므로 마찰 손실이 적고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고속에서의 위치결정 정도가 다른 

분할장치에 비하여 뛰어난 특성을 발휘합니다. 

SERVO MOTOR

GEAR A
GEAR B

ROTARY
TABLE

<Table 1: 인덱스 드라이브의 특성표>   

인덱스 드라이브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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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EX DRIVE 구동형태

롤러드라이브 (Roller Drive)

특징
• 롤러드라이브는 백래쉬가 없고, 고출력을 요구하는 기 계장치에 사용하기 적합한 감속기 형

태의 드라이브입니다. 
• 롤러기어캠과 캠팔로우 베어링으로 구성되어 효율이 우수합니다. 
• 정지수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모델 :  RC, CFR, CSR, CTR, CRR, CAR (CF, CS, CT, CR, CA 모델과 모양 및 
크기는 같으나 뒤에 “R”  표기로 구별) 

오실레이팅 드라이브 (Oscillating Drive) 

특징
• 출력축의 왕복 및 일정한 각도로 정-역 회전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 여러가지 타이밍 차트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 롤러기어캠과 캠팔로우로 구성되어 백래쉬가 없습니다. 
• 오실레이팅 암을 이용하여 직진 왕복운동 장치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MS곡선을이용하여 움직임이 부드럽습니다. 

적용모델 :  EF, ES, EU (CF, CS, CU 모델과 모양 및 크기는 같으나 앞에 “E” 표기로 구별) 

인덱싱/업다운 드라이브 (Indexing/Up-Down Drive)

특징
• 출력축이 2방향으로 움직입니다.(회전방향, 상하방 향)
• Pick and Place 유닛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 롤러기어캠과 일반 홈캠을 조합하여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적용모델 : CHT,FHH,FNH,ATC

인덱스 드라이브 (Index Drive)

특징
• 일반적인 인덱스라 함은 위와 같은 움직임을 하는 유니트입니다.
• 고정도의 반복정도와 분할정도를 자랑하며 다양한 기계장치에 적용 가능합니다.
• 롤러기어캠, 파라렐캠, 바렐캠 등을 사용하며 출력 곡선도 여러 가지 적용 가능합니다.

적용모델 : CF, CS, CT, CA, CP, CU, CR, BVR

멀티인덱스 드라이브 (Multi Index Drive)

특징
• 9등분 또는 11등분 등 홀수등분의 인덱스 드라이브를 2스텝으로 조정하여, 4.5 등분 또는 
 5.5등분으로 등분하는 인덱스 드라이브입니다.
• 4.5등분이라 함은 4등분 인덱스 드라이브 하나를 가지고 2개의 인덱스의 효과를 보는 방식
 입니다.
•  2가지 이상의 작업이 필요한 기계장치에서 사용하면 여러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적용모델 : CF, CS, CT, CA,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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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DRIVE 구동 예

TABLE 구동 예 (CF SERIES) 

CONVEYOR 구동 예 (CP SERIES) 

 복합 구동 예 (CHT SERIES+CF SERIES) 

RIES) 

TABLE 구동 예 (CA SERIES)

복합 구동 예 (CHT, FNH, FHH SERIES) 

PICK-PLACE 구동 예 (PP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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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DRIVE 특징과 용도

CS, CF, CFS SERIES 

특징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양으로 출력축에 Table, Gear 

Coupling, Torque Limiter, Sprocket 등을 부착하여 사용합니다.

1. 다양한 SIZE

축간거리 45∼450mm까지 표준화하여 소형 전자부품, 대형 조립품 

이송, 중절삭 가공기계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2. 고출력 

열처리 및 정밀 연삭 가공된 캠과 캠팔로우어 베어링에 의해 

고속운전에서 진동 및 백래시가 없으므로 고효율 고출력이 가능합니다. 

3. 자유로운 부착 

사용상에서의 부착면의 위치는 6면 모두 선택이 가능하므로 설계상의 

제약이 없습니다. 

4. 고속 회전 

캠, 캠팔로우어 베어링, 분할판을 정밀가공하여 고속회전에서의 진동 

소음이 없고, 내부 오일에서 회전을 하므로 마찰에 의한 열 발생이 

없습니다.

5. 다양한 OPTION 

토크리미터, 감속기, 클러치 브레이크, 모터 등의 다양한 Option들의 

부착이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 구동형태

오실레이팅 드라이브 (Oscillating Drive) 

(적용모델: EF, ES, EFS) 

인덱스 드라이브 (Index Drive)

(적용모델: CF, CS, CFS)

멀티인덱스 드라이브 (Multi Index Drive)

(적용모델: CF, CS, CFS) 

CS+감속기+모터

CF+기어드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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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SERIES

특징

1.  고출력(High Capacity)/ 긴수명(Long Life) 입니다. 

2. 설비를 Compact화 할 수 있습니다. 

3. 축간거리별로 다양한 Size가 있습니다.   

(70CA, 90CA, 110CA, 150CA, 190CA, 230CA, 330CA, 450CA) 

4.  부착자세의 제한이 없습니다.(수직으로 세워서 사용 가능) 

5.  다양한 등분수 

(2∼32등분 Standard/5.5등분 또는 8.5등분 등 Special 가능)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고정도의 제품입니다. 

(70CA∼450CA : ±30초-1 Dwell Standard) 

7.  넓은 출력면으로 안정적인 운동을 보장 합니다. 

8.   중공타입의 출력으로 여러가지  배선 라인 연결이 편리합니다. 

(2∼32등분 Standard/5.5등분 또는 8.5등분 등 Special 가능)를 

중공타입의 출력으로 여러가지  배선 라인 연결이 편리합니다. 

적용 가능 구동형태

인덱스 드라이브(CA) 

(Index Drive) 

멀티인덱스 드라이브 

(Multi Index Drive)

CA+토크리미터(CAT)+기어드모터

CA+기어드모터

Yangheon_001-025Color.indd   16 2019-12-23   오후 3:26:00



17

CT SERIES
회전하는 출력축 중앙에 중공고정축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공축에 배관, 배선등을 통과시켜 회전 Table 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장착의 소형화

회전테이블 내측에 지그나 기타 부속품의 부착이 가능하므로 전체적 

으로 기계를 소형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등분수 4∼24분할(1Dwell Type)  

일반적인 타입(CF, CS Type) 에 비하여 출력축의 Tur ret경이 크기 

때문에 등분수가 많은 용도에 적당합니다. 

3. 고강성 고정도 

Table 부착면이 넓기 때문에 회전 평면 정밀도가 높고 안정적인 

구조이므로 Table 구동에 최적입니다. 

4. 다양한 Size 

축간거리 63∼450mm까지 10종을 표준화 하여 다양한 부하조건에 

최적인 Size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5. OPTION 

감속기, 클러치 브레이크, 모터 등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17

인덱스 드라이브

(Index Drive)

멀티인덱스 드라이브

(Multi Index Drive)

CR SERIES
출력부의 내측은 Ring Type 의 구조로 일반 표준 Type 에 비하여 

높이가 낮고 출력 Torque 값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으로 출력부에 부착하는 Table 의 크기를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덱스는 최소 등분수가 24등분이고 최대 등분수는 

48등분(1Dwell)이고 2Dwell에서 96등분까지 가능하므로 다분할에서 

높은 분할정밀도가 가능합니다. 

이 Type 은 로타리형 자동 조립기계, 가공기계, 각종 자동기계의 구동에 

최적인장치입니다. 

특징

1. 중형~대형(축간거리 250mm~450mm)까지 5종을 표준화 

하였습니다. 

2. 등분수가 많이 필요로 하는 장치에 최적입니다. (16~48 등분(1Dwell)) 

3. 초박형의 구조로 높이가 낮고 콤팩트 한 구조입니다. 

4.출력부가 Ring형상으로 대형 중공 고정부를 가진 Unique한 

구조입니다. 

적용 가능 구동형태

인덱싱 드라이브(CR)

(Indexing Drive)

적용 가능 구동형태

CT 기본

CR+감속기+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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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SERIES
표준 타입의 롤라기어 인덱스에 비하여 캠 직경을 크게 설계한 

유니트입니다. 

일반적으로 롤라기어 인덱스에서 2등분의 최소 할부각은 270°이나 CU 

Type의 최소 할부각은 120°가 가능합니다. 

연속회전에서 구동되는 경우의 Timing상의 제약이 작기 때문에 종래의 

Gear나 Pulley등으로 증속을 시키거나 클러치 브레이크 등으로 

작업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으나, 이 Type에서는 이러한 

제약조건이 없으므로 Sim ple한 설계가 가능하고 고정도의 위치결정이 

가능합니다.

1. 작은 할부각

등분에 필요한 할부각을 작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Cycle Time 내에서 

정지 시간을 길게 할 수가 있습니다. 

2. 표준화된 규격

축간거리 80mm~200mm까지 4종을 표준화 하였습니다. 

3. 부착

표준면으로 6면을 모두 사용 가능하게 전면에 부착Tap이 가공되어 

있습니다. 

4. OPTION

토크리미터, 감속기, 클러치 브레이크, 모터 등이 부착 가능합니다. 

18

적용 가능 구동형태

인덱싱 드라이브

(Indexing Drive)

오실레이팅 드라이브 (EU)

(Oscillating Drive)

CU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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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 TYPE INDEX(CHT, FNH, FHH SERIES) 
회전과 상�하 움직임의 2차원운동을 제공합니다. 

COMPLEX TYPE의 특징은 롤라기어캠을 이용한 고정밀, 고속, 여러가지 일반 자동화 기계에 적용이 가능하며, 복잡한 설비를 단순하게 설계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특성표

FNH SERIES

회전용과 UP/DOWN용의 롤러기어캠과 

홈캠 사용.  

콤팩트한 사이즈

FHH SERIES

회전용과 UP/DOWN용의 2개의 롤러기어캠 

사용. 

다양한 TIME TABLE, 회전각, 고속(MAX 

600RPM), 이송거리 가능 

적용 가능 구동형태

오실레이팅/업다운 드라이브 

(Oscillating/Up-Down Drive) 

인덱싱/업다운 드라이브

(Indexing/Up-Down Drive)

SIZE
CHT FNH FHH

080 110 140 070 100 120 160 220 60 80 90 110

T 상하 스트로크 MAX 20 40 50 20 30 40 50 80 10 10 10 15

회전각 0~180 0~180 0~180 0~90 0~90 0~90 0~90 0~90 - - - -

등분수 2,4 2,3,4,6 2,3,4,6
2,3,4, 

6,8

2,3,4,5,6,

8,10,12

2,3,4, 

6,8

2,3,4, 

6,8

2,3,4, 

6,8
8,12,16 8,12,16 12,16

4,8,12, 

16

입력회전수 60 60 60 120 120 120 60 60 600 600 600 600

CHT SERIES

회전용과 UP/DOWN용의 롤러기어캠과 

홈캠 사용. 

폭넓은 회전각(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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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SERIES
입출력축이 평행하기 때문에 롤러기어 캠이나 바렐 인덱스로는 구동할 

수 없는 기구에 사용하고 1, 2, 3, 4 등분정도의 비교적 작은 분할에 

최적입니다. 

1. 등분수 1~4등분

1, 2, 3, 4 등분에서 작은 할부각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롤러기어 인덱스에서 등분수가 4등분일 경우에는 최소 할부각이 180° 

이상이나 파라렐 인덱스에서는 90°까지 가능하므로 여유로운 설계가 

가능합니다. 

2. 오실레이트 

진동각이 45°까지의 오실레이트 캠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3. 자유로운 부착 

부착방향이 6면 모두 가능하므로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합니다. 

4. 다양한 SIZE 

축간거리 40mm∼315mm까지 11종을 표준화하여 다양한 부하조건에 

최적인 SIZE 선정이 가능합니다.

 

5. 반복 정밀도 

출력축 Cam Follower Bearing은 항상 예압(PreLoad)이 가해지는 

구조이므로 Back Lash가 없습니다. 따라서 높은 반복 정밀도와 

부드러운 운동 상태를 유지 합니다. 

6. 다양한 Option 

토크리미터, 감속기, 클러치 브레이크, 모터 등의 다양한 옵션들의 

부착이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 구동형태

인덱스 드라이브

(Index Drive)

오실레이팅 드라이브 

(Oscillating Drive)

CP-S23형

CP-S21형

Yangheon_001-025Color.indd   20 2019-12-23   오후 3:26:09



2121

BVR (BARREL INDEX)
1. 크기

BVR모델 200, 350, 500, 700, 1000 등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분할판 PCD) 

(축간거리 100, 175, 250, 350, 500mm) 

2. 출력 및 등분수 

6등∼72등분까지 다양한 등분이있습니다. 

3. 기능성 

출력축이 3개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가지 기구 연결면에서 유리합니다. 

4. 특징

고분할 정도를 요하는 각종 자동화 설비에 사용되는 본 인덱스 유니트는 

바랠캠에 의한 간헐회전방식으로 진동과 소음이 없고 고정도의 분할을 

얻을 수 있으며 본체가 오일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오일 교환이 

필요없고 본체가 견고하여 중부하 사용에 적절합니다. 

윔 감속기가 내장되어 있어 따로 감속기를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적용 

이 유닛들이 폭넓게 자동화기계, 용접기계, 포장기계, 전기제품, 

생산기계 등에 사용됩니다. 

정확하고 빠른 제어가 가능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 구동형태

인덱스 드라이브

(Index Drive)

BVR(출력축 샤프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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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 (Automatic Tools Changer) 
자동 공구 교환장치

공작기계에 부착하여 유공압 유니트보다 월등한 스피드로 공구를 

교환해주는 장치입니다. 

ATC는 회전운동과 직선왕복운동을 하는 샤프트로 구성되며, 캠 운동에 

의하여 부드럽고 빠른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제어쎈서 없이 회전, 

정지 운동이 가능합니다. 롤러기어캠, 평면 홈캠, 스플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품들은 최적화로 설계되었습니다. 

공작기계외 일반 여러가지 기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 구동형태

오실레이팅/업다운 드라이브 

(Oscillating/Up-Down Drive)

인덱싱/업다운 드라이브 

(Indexing/Up-Down Drive)

CHD (Heavy Duty Barrel Index) 
고출력 고분할 정도를 요구하는 대형설비에 사용되는 본 인덱스 

유니트는 바렐 타입의 캠을 사용하여 고정도의 분할을 얻을 수 있으며, 

넓은 출력면(Turret) 을 가지고 있어 직경 10m의 넓은 Table 구동도 

가능합니다. 

또한 출력부의 내측은 중공으로 배선 및 배관 등의 사용이 용이하며, 

일반 롤러 타입에 비하여 높이가 낮고 출력 Torque 값이 매우 큽니다. 

본체가 오일 박스로 되어 있어 장기간 오일 교환이 필요 없으며 중부하 

사용에 적절합니다.

1. 견고한 디자인

외각 하우징의 일체형 디자인과 초대형 출력 베어링을 사용하여 높은 

출력허용하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출력 및 등분수 

2등분~24등분까지 다양한 등분이있습니다.

3. 적용 

높이가 낮고, 대형 출력면과 중공홀을 가지고 있어 자동화기기 및 여러 

산업기계에 두루 사용됩니다. 

적용 가능 구동형태

인덱스 드라이브

(Index Drive)

040ATC

362C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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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UNIT (Pick and Place Index)
PP 유니트 또는 Pick and Place 유니트라 불리는 이 제품은 자동화 

기계에 부착하여 유공압 유니트 보다 월등한 속도와 고정밀성 (반복오차 

0.02mm) 작업을 하는 인덱스 유니트입니다.

1. 컴팩트 디자인

2개의 리니어가이드를 적용하여 보다 협소한 공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동작구현 

보다 복잡한 동작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일반 오실레이팅 인덱스보다 더 긴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 스트로크 65mm/ 전후 스트로크 

200mm) 

3. 적용 

크기가 작고 복잡한 운동이 가능하여 자동화기기 및 전자제품 조립 등에 

두루 사용됩니다. 

적용 가능 구동형태     

CAD SERIES
특징

1. 중공 출력축과 바닥면 FLANGE가 동기 INDEXING 구동됩니다.

 (기존 중공 TYPE은 회전/ 바닥부분은 고정) 

2. 바닥면 FLANGE 부분의 동기운전으로 AIR/전기 배선 등을 훨씬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넓은 출력면으로 안정적인 운동을 보장합니다. 

4. 다양한 사이즈, 등분수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 구동형태

 Pick and Place 드라이브

 (P & P Unit)

멀티인덱스 드라이브 

(Multi Index Drive)

인덱스 드라이브(CAD) 

(Index Drive) 

롤러 드라이브 

(Roller Drive)

23

PP+감속기+모터 CAD+감속기+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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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회형 P&P 구조 (그림참조2 사진)
선회형 요동 각도는 90°가 많기 때문에 보통 평면 캠, 입체 캠을 채용하면 

구조는 라디안형으로 배율이 비교적 높은 증속 구조가 되기 때문에 

백래시 등 불안정 요소가 많아 집니다. 이러한 선회형 P&P에 가장 

적합한 캠은 롤러 기어 캠입니다.

평면 캠에서는 공역 캠도 포함해서 요동각은 45°정도가 실용상 한계이고 

입체 캠에서도 패러렐 캠인 경우 90°의 요동각은 가능하지만 실용상 

인덱스 각을 고려하면 캠경이 너무 커져서 실질적으로 불가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롤러 기어 캠 구조의 위치 결정 정도는 ±30초이고 볼스플라인을 포함한 

정도는 ±60초를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도의 위치 결정이 

가능합니다. 또 롤러 기어 캠은 그 캠 구조의 특성상 거의 백래시가 없기 

때문에 고속성이 뛰어나고 복합 기계에서도 부하 상태가 좋으면 최대 

600rpm까지 운전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FHH)

     
그림참조2. 선회형 운동

FHH 제품

픽앤플레이스 유닛의 종류와 특징 

픽앤플레이스 유닛(이하 P&P라고 한다)을 기능적으로 크게 나누면 

2종류가 됩니다. 하나는 직선운동과 상하운동을 하는 직진형, 또 하나는 

회전운동과 상하운동을 하는 선회형입니다. 직진형이란 카다로그 

23page PP UNIT와 같이 P&P의 헤드 부분이 평면 안에서 닫힌 

운동을 하는 것이고, 선회형은 카다로그 19page COMPLEX TYPE 

INEDX와 같이 원형과 선형이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 입니다. 

1) 직진형 P&P 구조 (그림참조1 사진)
직진형 P&P는 일반적으로 전•후축을 X축, 상•하축을 Z축이라 부르고 

있는데, 제품을 잡고 이송(전후X)하고 내려 놓는 업무에서 잡고 내려 

놓는(상하Z) 스트로크에 비해 이송 스트로크가 긴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때문에 P&P 구조는 Z축보다 X축 이송부가 길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캠은 평면 캠이 많고 입체 캠은 적습니다. 이 

이유는 평면 캠이 저렴한 가공기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캠 가공 전문 업체라면 어느 쪽 가공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직진형에서 평면 캠 보다 입체 캠(롤러 기어 캠)을 사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조합이 좋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스프링 구속을 할지 구속 캠(홈 캠이 거의 대부분이고, 공역 캠, 

리브 캠은 드물다)을 선택할지 따져 봤을 때 어느 쪽이 많다고 단언 할 수 

없고 그 업체의 성향에 따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프링 구속은 홈 

캠에 비해 캠을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스트로크인 경우 컴팩트하게 

제작할 수 있고, 스프링이 한 방향으로 캠면으로 내려 누르고 있기 

때문에 반복 정도가 높고, 사고 시에 스프링으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파손을 피하기 쉬워 안전성 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스프링으로 인해 쓸데 없는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묘동력이 

크고, 캠축의 회전 편차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운동이 불안정해지기 

쉽고 요동이 발생하기 쉽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또 스프링 자체 파손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홈 캠은 앞서 기술한 것과 정 반대이기 때문에 그 선정에는 반송하는 

물체의 상태, 위치, 결정,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단 홈 캠에서도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충분히 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림참조1. 직진형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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