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del

SN  105

SN  170

SN  200 

SN 250

SN 315 

SN  400

CNC Rotary Tabl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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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OCAMDRIVE® CNC 로터리 테이블 SN Series

SERVOCAMDRIVE® ADVANTAGES & APPLICATIONS

SERVOCAMDRIVE®

RA SERIES

RC SERIES

SN SERIES

백래시 제로의 독자적 구조

제품 사이즈의 최소화 실현 : 클램프 제거 및 크로스롤러 베어링의 일체화

10초 이하의 고정밀성 : ISO 230-2 기준 측정

제로-백래시 독자적 특허기술이 담긴 예압 시스템

유지관리 불필요 : 500만회 인덱싱 동작 후에도 초기정밀도를 유지

부착 자세 : 수평 수직 모두 가능

주요 특징

SERVOCAMDRIVE® 제로백래시 캠을 적용한 CNC 로터리 테이블 SN 시리즈는 구조상 흔들림이 없어 

클램프 취부가 필요 없음

클램프, 언클램프 시간을 절감하고 빠른 위치 결정이 가능

기존의 유/공압 에너지 필요 없음

원천기술

로봇

FA

공작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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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OCAMDRIVE
®

SERVOCAMDRIVE®

백래시 제로의 독자적 구조 예압 메커니즘

WORM GEAR

구동 방식 비교

백래쉬 있음 없음

고속회전
불가

(고속 회전 시 유막이 형상되지 않아 

내구성 문제 발생)

가능

진동 높음 매우 낮음

비틀림 강성 중간 높음

정밀도 유지 연 1~2회 점검 필요 4~5년 후에도 초기정밀도 유지

출력부 턴 테이블을 베어링 일체형 구조로 하여,

컴팩트한 디자인과 높은 정밀성을 가짐

회전체의 흔들림, 평탄도에서 최상의 구동을 실현

하우징 – 크로스롤러 베어링 일체형 구조

치밀한 디자인 일체형 구조 높은 정밀성 최상의 구동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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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105

Model No.

SN105 외관도

정밀도 규격 제품사양

서보 모터

기본 사양

1 2 3 4 5 6

기종 크기 감속비 부착 자세 서보 모터 모터 부착면

SN 105
50

100

1

5

A (FANUC)

B (MITSUBISHI)

X (주문사양)

T

U

NO 측정 항목 측정 방법 기준 (mm)

1 테이블 윗면의 평행도 0.015

2 테이블 윗면의 흔들림 0.01

3 테이블 기준 구멍의 흔들림 0.01

4
테이블 윗면과 세로 설치용
장착 기준면과의 직각도

0.02

5
회전축과 세로 설치용 장착
기준면의 가이드 블록과의 평행도

0.02 / 150

6
회전축과 세로 설치용 장착
기준면의 가이드 블록과의 편차

0.02

7
회전 중심과 세로 설치용
기준면과의 평행도

0.02 / 150

8 각도 전달 정도 ±15 arc.sec

9 반복 정도 8 arc.sec

옵션

7 8 9

엔코더 브레이크 로터리 조인트

E C
J (내장형)

H (외부형)

테이블 외경 Φ105 mm

테이블 기준구멍지름 Φ60 H7 mm

센터 높이 105 mm

감속비 (캠) 1/20

테이블 최고회전수 50 rpm

각도 전달정도 ± 15 arc, sec

반복 정밀도 8 arc, sec

제품 중량 30 kg

허용

적재

질량

세로 설치시 50 kg

가로 설치시 100 kg

허용

부하

허용 엑시얼 부하 8,200 N

연속 유지 토크 122 N·m

최대 유지 토크 221 N·m

허용 휨 모멘트 326 N·m

최대 관성 모멘트 0.5 kg·㎡

FANUC αiF2/5000

MISTSUBISUHI HF75S

제품 특징

고속 · 고정밀도 분할 시스템 

수직수평 사용가능

컴팩트한 디자인 

고강성 바디 설계

감속비에 따라 서보모터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어 부착시 외관도이며, 중간 감속기 및 

모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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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170

Model No.

SN170 외관도

정밀도 규격 제품사양

서보 모터

기본 사양

1 2 3 4 5 6

기종 크기 감속비 부착 자세 서보 모터 모터 부착면

SN 170

60

120

240

1

5

A (FANUC)

B (MITSUBISHI)

X (주문사양)

T

U

NO 측정 항목 측정 방법 기준 (mm)

1 테이블 윗면의 평행도 0.015

2 테이블 윗면의 흔들림 0.01

3 테이블 기준 구멍의 흔들림 0.01

4
테이블 윗면과 세로 설치용
장착 기준면과의 직각도

0.02

5
회전축과 세로 설치용 장착
기준면의 가이드 블록과의 평행도

0.02 / 150

6
회전축과 세로 설치용 장착
기준면의 가이드 블록과의 편차

0.02

7
회전 중심과 세로 설치용
기준면과의 평행도

0.02 / 150

8 각도 전달 정도 ±15 arc.sec

9 반복 정도 8 arc.sec

옵션

7 8 9

엔코더 브레이크 로터리 조인트

E C
J (내장형)

H (외부형)

테이블 외경 Φ170 mm

테이블 기준구멍지름 Φ75 H7 mm

센터 높이 150 mm

감속비 (캠) 1/20

테이블 최고회전수 50 rpm

각도 전달정도 ± 15 arc, sec

반복 정밀도 8 arc, sec

제품 중량 70 kg

허용

적재

질량

세로 설치시 80 kg

가로 설치시 160 kg

허용

부하

허용 엑시얼 부하 11,582 N

연속 유지 토크 168 N·m

최대 유지 토크 287 N·m

허용 휨 모멘트 544 N·m

최대 관성 모멘트 0.60 kg·㎡

FANUC αiF2/5000

MISTSUBISUHI HF75S

제품 특징

고속 · 고정밀도 분할 시스템 

수직수평 사용가능

컴팩트한 디자인 

고강성 바디 설계

감속비에 따라 서보모터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어 부착시 외관도이며, 중간 감속기 및 

모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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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200

Model No.

SN200 외관도

정밀도 규격 제품사양

서보 모터

기본 사양

1 2 3 4 5 6

기종 크기 감속비 부착 자세 서보 모터 모터 부착면

SN 200

60

120

240

1

5

A (FANUC)

B (MITSUBISHI)

X (주문사양)

T

U

NO 측정 항목 측정 방법 기준 (mm)

1 테이블 윗면의 평행도 0.015

2 테이블 윗면의 흔들림 0.01

3 테이블 기준 구멍의 흔들림 0.01

4
테이블 윗면과 세로 설치용
장착 기준면과의 직각도

0.02

5
회전축과 세로 설치용 장착
기준면의 가이드 블록과의 평행도

0.02 / 150

6
회전축과 세로 설치용 장착
기준면의 가이드 블록과의 편차

0.02

7
회전 중심과 세로 설치용
기준면과의 평행도

0.02 / 150

8 각도 전달 정도 ±10 arc.sec

9 반복 정도 4 arc.sec

옵션

7 8 9

엔코더 브레이크 로터리 조인트

E C
J (내장형)

H (외부형)

테이블 외경 Φ200 mm

테이블 기준구멍지름 Φ75 H7 mm

센터 높이 165 mm

감속비 (캠) 1/20

테이블 최고회전수 50 rpm

각도 전달정도 ± 10 arc, sec

반복 정밀도 4 arc, sec

제품 중량 100 kg

허용

적재

질량

세로 설치시 100 kg

가로 설치시 200 kg

허용

부하

허용 엑시얼 부하 14,354 N

연속 유지 토크 286 N·m

최대 유지 토크 524 N·m

허용 휨 모멘트 862 N·m

최대 관성 모멘트 1.2 kg·㎡

FANUC αiF4/4000

MISTSUBISUHI HF104S

제품 특징

고속 · 고정밀도 분할 시스템 

수직수평 사용가능

컴팩트한 디자인 

고강성 바디 설계

감속비에 따라 서보모터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어 부착시 외관도이며, 중간 감속기 및 

모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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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250

Model No.

SN250 외관도

정밀도 규격 제품사양

서보 모터

기본 사양

1 2 3 4 5 6

기종 크기 감속비 부착 자세 서보 모터 모터 부착면

SN 250

60

120

240

1

5

A (FANUC)

B (MITSUBISHI)

X (주문사양)

T

U

NO 측정 항목 측정 방법 기준 (mm)

1 테이블 윗면의 평행도 0.02

2 테이블 윗면의 흔들림 0.01

3 테이블 기준 구멍의 흔들림 0.01

4
테이블 윗면과 세로 설치용
장착 기준면과의 직각도

0.02

5
회전축과 세로 설치용 장착
기준면의 가이드 블록과의 평행도

0.02

6
회전축과 세로 설치용 장착
기준면의 가이드 블록과의 편차

0.02

7
회전 중심과 세로 설치용
기준면과의 평행도

0.02

8 각도 전달 정도 ±10 arc.sec

9 반복 정도 4 arc.sec

옵션

7 8 9

엔코더 브레이크 로터리 조인트

E C
J (내장형)

H (외부형)

테이블 외경 Φ250 mm

테이블 기준구멍지름 Φ110 H7 mm

센터 높이 210 mm

감속비 (캠) 1/20

테이블 최고회전수 50 rpm

각도 전달정도 ± 10 arc, sec

반복 정밀도 4 arc, sec

제품 중량 170 kg

허용

적재

질량

세로 설치시 120 kg

가로 설치시 250 kg

허용

부하

허용 엑시얼 부하 30,880 N

연속 유지 토크 528 N·m

최대 유지 토크 1,003 N·m

허용 휨 모멘트 2,210 N·m

최대 관성 모멘트 2 kg·㎡

FANUC αiF8/3000

MISTSUBISUHI HF154S

SIEMENS 1FK7063-5A7F71

HEIDENHAIN QSY116J

제품 특징

고속 · 고정밀도 분할 시스템 

수직수평 사용가능

컴팩트한 디자인 

고강성 바디 설계

감속비에 따라 서보모터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어 부착시 외관도이며, 중간 감속기 및 

모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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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315

Model No.

SN315 외관도

정밀도 규격 제품사양

서보 모터

기본 사양

1 2 3 4 5 6

기종 크기 감속비 부착 자세 서보 모터 모터 부착면

SN 315

60

120

240

1

5

A (FANUC)

B (MITSUBISHI)

X (주문사양)

T

U

NO 측정 항목 측정 방법 기준 (mm)

1 테이블 윗면의 평행도 0.02

2 테이블 윗면의 흔들림 0.01

3 테이블 기준 구멍의 흔들림 0.01

4
테이블 윗면과 세로 설치용
장착 기준면과의 직각도

0.02

5
회전축과 세로 설치용 장착
기준면의 가이드 블록과의 평행도

0.02

6
회전축과 세로 설치용 장착
기준면의 가이드 블록과의 편차

0.02

7
회전 중심과 세로 설치용
기준면과의 평행도

0.02

8 각도 전달 정도 ±10 arc.sec

9 반복 정도 4 arc.sec

옵션

7 8 9

엔코더 브레이크 로터리 조인트

E C
J (내장형)

H (외부형)

테이블 외경 Φ315 mm

테이블 기준구멍지름 Φ150 H7 mm

센터 높이 255 mm

감속비 (캠) 1/24

테이블 최고회전수 50 rpm

각도 전달정도 ± 10 arc, sec

반복 정밀도 4 arc, sec

제품 중량 280 kg

허용

적재

질량

세로 설치시 180 kg

가로 설치시 350 kg

허용

부하

허용 엑시얼 부하 35,080 N

연속 유지 토크 768 N·m

최대 유지 토크 1,481 N·m

허용 휨 모멘트 3,550 N·m

최대 관성 모멘트 4.5 kg·㎡

FANUC αiF12/3000

MISTSUBISUHI HF204S

SIEMENS 1FK7083-5A7F71

HEIDENHAIN QSY155B

감속비에 따라 서보모터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어 부착시 외관도이며, 중간 감속기 및 

모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Model No.

제품 특징

고속 · 고정밀도 분할 시스템 

수직수평 사용가능

컴팩트한 디자인 

고강성 바디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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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비에 따라 서보모터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어 부착시 외관도이며, 중간 감속기 및 

모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SN400

Model No.

SN400 외관도

정밀도 규격 제품사양

서보 모터

기본 사양

1 2 3 4 5 6

기종 크기 감속비 부착 자세 서보 모터 모터 부착면

SN 400

60

120

240

1

5

A (FANUC)

B (MITSUBISHI)

X (주문사양)

T

U

NO 측정 항목 측정 방법 기준 (mm)

1 테이블 윗면의 평행도 0.02

2 테이블 윗면의 흔들림 0.01

3 테이블 기준 구멍의 흔들림 0.01

4
테이블 윗면과 세로 설치용
장착 기준면과의 직각도

0.02

5
회전축과 세로 설치용 장착
기준면의 가이드 블록과의 평행도

0.02

6
회전축과 세로 설치용 장착
기준면의 가이드 블록과의 편차

0.02

7
회전 중심과 세로 설치용
기준면과의 평행도

0.02

8 각도 전달 정도 ±10 arc.sec

9 반복 정도 4 arc.sec

옵션

7 8 9

엔코더 브레이크 로터리 조인트

E C
J (내장형)

H (외부형)

테이블 외경 Φ400 mm

테이블 기준구멍지름 Φ180 H7 mm

센터 높이 300 mm

감속비 (캠) 1/24

테이블 최고회전수 50 rpm

각도 전달정도 ± 10 arc, sec

반복 정밀도 4 arc, sec

제품 중량 410 kg

허용

적재

질량

세로 설치시 250 kg

가로 설치시 500 kg

허용

부하

허용 엑시얼 부하 63,270 N

연속 유지 토크 1,368 N·m

최대 유지 토크 2,675 N·m

허용 휨 모멘트 8135 N·m

최대 관성 모멘트 10 kg·㎡

FANUC αiF22/3000

MISTSUBISUHI HF303S

SIEMENS 1FK70103-5A7F71

HEIDENHAIN QSY190C

Model No.

제품 특징

고속 · 고정밀도 분할 시스템 

수직수평 사용가능

컴팩트한 디자인 

고강성 바디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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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 Indexing Drives SERVOCAMDRIVE®

주변기기 ㅣ 장착구(부속품)

사양표

브레이크 모터 제어방법

심압대 & 서포트 스핀들 

형식 장착구 타입 사용 개수

SN105 c 4

SN170 c 4

SN200 d 4

SN250 a 4

SN315 a 4

SN400 b 4

치수표

장착구

타입

치수

A B C D E F G H

a 30 50 20 45 30 18드릴 15 -

b 35 66 26 57 39 18드릴 20 -

c 25 40 15 55 44.5 14드릴 15 20

d 35 40 15 53 38 18드릴 19 -

시리즈 센터 높이 심압대 서포트 스핀들 스페이서 두께

SN105 105 10TS 10SP 0

SN170 150 17TS 17SP 10

SN200 165 17TS 17SP 25

SN250 210 25TS 25SP 25

SN315 255 32TS 32SP 30

SN400 300 32TS 32SP 75

용도

권장 사용방법

주의사항

전원 OFF 또는 서보 OFF시, 테이블 정지위치를 유지해주는 브레이크 역할

타입 a, b, d 타입 c

T너트, 육각볼트는 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보앰프 또는 상위 장치에서 모터의 서보 ON/OFF 신호와 연동시켜 모터 브레이크를 ON/OFF 

→ 일정시간 경과 후 브레이크 동작 완료

서보 ON 신호 → 확인 → 브레이크 OFF

서보 OFF 신호 → 브레이크 ON

브레이크 해제를 위해 일정시간 경과 후 완료

모터 브레이크 기구 기능상 가공 시 테이블 정지위치의 유지용, 케이블 제동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가공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공장기계 서보모터

범용 서보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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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ROTARY TABLE SN 상담서
 본 서식은 CNC ROTARY TABLE SN 선택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이며, 작성해 주시면 제품 선택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명

[Company Name]
TEL.NO

제조사

[Manufacturer]

주소

[Company Address]
FAX. NO

부서명, 성함

[Title, Name]
MOBILE PHONE NO.

모델명

[Model Name]

NC 컨트롤러

[NC Controller]

사양

[Specification]

희망제품

[Desired product]
부가축 타입 □

공작기계명
[Machine Tools Name]

   필수항목

[Required item]

공작물

치수 [dimensions] 가로 [Horizontal] 세로 [Vertical]

공작물 종류

높이 [Height]

 본 상담서 와 같이 사용하시는 공작기계 데이터 시트가 있어야 정확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기종선정방법

공작물

[Workpiece] 내경 [Inner Dia.] 외경 [Outer Dua.] 폭 [Width] 무게 [Weight]

기타문의사항 [Other Inquiries]

1)모델선정 : 부가축 (4Th AXIS-TYPE)

mail :                           

2)워크 및 절삭조건: 공작물 로터리 테이블 직경이내, 공작물 로터리 테이블 허용무게 이내.

3)장비와의 간섭 : ATC 간섭, 장비테이블

4)옵션: 추가 옵션 사항 확인.

5)설치시 확인 사항 : 부가축 (4Th AXIS-TYPE) 고정 T 볼트, 너트 사이즈 확인.

담 당 자 :                              

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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