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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37

LA36

거친 응용제품에는 강력한 액추에이터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액추에이터 LA37은 높은 리프팅 파워와 유지력이 요구되고 사용
환경이 거친 헤비듀티 (heavy-duty)용으로 특수 설계되었습니다.
LA37은 잘 알려진 LINAK 품질을 보장하며, 긴 제품 수명과 함께
유지 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액추에이터 LA36은 가장 견고하고 강력한 LINAK 액추에이터
중 하나로, 극한의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LA36은 긴 수명을 보장하며 유지 보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으로 IP 등급이 높습니다. 이 고품질의 액추에이터는 유압
솔루션을 대체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제품입니다.

사양:
추력:		
속도: 		
스트로크 길이:		
듀티 사이클: 		
전압: 		
엔드 스톱(Endstop):
			
IP 등급:		

사양:
추력:		
속도: 		
스트로크 길이:		
듀티 사이클: 		
전압: 		
엔드 스톱(Endstop):
		
IP 등급:		

10,000 N - 15,000 N
3.5 mm/s
600 mm
15 % (-30 ℃ ~ +70 ℃)
12 또는 24 V DC
빌트인 전기식 엔드 스톱
(electrical endstop)
IP66 dynamic, IP69K static

10,000 N
최대 160 mm/s
100 - 999 mm
20 %
12, 24 또는 36 V DC
슬립 클러치 (slip clutch) 또는
빌트인 리밋 스위치 (limit switches)
IP66 dynamic, IP69K static

옵션:
• 트러니언형 (Trunnion mounting)
• 홀센서 (Hall sensor)
• 엔드 스톱 (Endstop) 시그널
• 정교한 위치 제어를 위한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피드백
• IC 옵션: IC Basic, IC Advanced, LINbus, CAN bus, Modbus,
동조 동작 (Parallel)

옵션:
• 포텐셔미터 (Potentiometer)
• 홀센서 (Hall sensor)
• 엔드 스톱 (Endstop) 시그널
• IC 옵션: IC Basic, IC Advanced, LINbus, CAN bus, Modbus,
동조 동작 (Parallel)
• IECEx/ATEX 인증

적용 가능 응용제품:
• 농업용 기계
• 이동식 비포장도로용 (Off-highway) 장비
• 임업 및 건설용 기계
• 후드 리프팅 (Hood lifting)
• 조종석 틸팅
• 솔라 트래킹 (Solar tracking)

적용 가능 응용제품:
• 농업용 기계
• 이동식 비포장도로용 (Off-highway) 장비
• 바닥 청소 기계 (Floorsweeper) 및 스크러버 (Scrubber)
• 산업 자동화
• 솔라 트래킹 (Solar tracking)

기타 사항:
• 혹독한 환경에서의 사용을 위한 견고한 알루미늄 하우징
• 사용이 용이한 인터페이스, 전력전자 (Power electronics) 내장
• 상대/절대 위치 피드백을 위한 홀센서 (Hall sensor) 또는
포텐셔미터 (potentiometer)
• 수동 작동을 위한 핸드 크랭크
• 염분 분사 및 화학적 테스트 완료
• 고압 세척 인증
• 실외용으로 설계

•
•
•
•
•
•

기타 사항:
혹독한 환경에서의 사용을 위한 견고한 알루미늄 하우징
튼튼한 금속 구조
수동 작동을 위한 핸드 크랭크
염분 분사 및 화학적 테스트 완료
고압 세척 인증
실외용으로 설계

LA35

LA33

액추에이터 LA35는 저소음의 강력한 액추에이터로, 다양한
실내외용 응용제품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전력 소비가 낮은
실용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액추에이터 LA33은 컴팩트한 디자인과 높은 파워가 결합된 중형
액추에이터로, 극한의 환경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철저한 테스트를 거친 이 제품은 성능이 오래 지속되며,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견고한 고품질의 액추에이터입니다.

사양:
추력:		
속도: 		
스트로크 길이:		
듀티 사이클: 		
전압: 		
엔드 스톱(Endstop):
		
IP 등급:		

사양:
추력:		
속도: 		
스트로크 길이:		
듀티 사이클: 		
전압: 		
엔드 스톱(Endstop):
IP 등급:		

최대 6,000 N (push), 4,000 N (pull)
최대 19 mm/s
600 mm
10 %
12 또는 24 V DC
빌트인 리밋 스위치 (limit switches) 및
브레이크
IP66 dynamic, IP69K static

옵션:
• 홀센서 (Hall sensor)
• Potential free 엔드 스톱 (Endstop) 시그널
• Push 시 안전 너트 (Safety nut) 내장
• IC 옵션: IC Basic, Modbus
적용 가능 응용제품:
• 농업용 기계
• 이동식 비포장도로용 (Off-highway) 장비
• 바닥 청소 기계 (Floorsweeper) 및 스크러버 (Scrubber)
• 산업 자동화
• 솔라 트래킹 (Solar tracking)
기타 사항:

• 혹독한 환경에서의 사용을 위한 견고한 알루미늄 하우징
• 사용이 용이한 인터페이스, 컨트롤 시스템에 직접 연결을 위한
전력전자 (Power electronics) 내장

• 스트로크 길이와 관계없이 상대/절대 위치 피드백이 가능한
홀센서 (Hall sensor) 또는 포텐셔미터 (potentiometer)

• 실외용으로 설계

최대 5,000 N
35 mm/s
100 - 600 mm
20 %
12 또는 24 V DC
빌트인 리밋 스위치 (limit switches)
IP66 dynamic, IP69K static

옵션:
• 홀센서 (Hall sensor)
• 엔드 스톱 (Endstop) 시그널
• 추가 소켓
• IC 옵션: IC Basic, IC Advanced, Proportional control,
CAN bus, 동조 동작 (Parallel), LINbus
적용 가능 응용제품:
• 농업용 기계
• 건설용 기계
• 곡물 처리기 및 벌크 (Bulk) 핸들링
• 산업 자동화
• 선박
• 이동식 비포장도로용 (Off-highway) 장비
• 실외 동력장비
• 환기 시스템 및 목축업용 솔루션
기타 사항:
혹독한 환경에서의 사용을 위한 견고한 알루미늄 하우징
튼튼한 금속 구조
수동 작동을 위한 핸드 크랭크
염분 분사 및 화학적 테스트 완료
고압 세척 인증
실외용으로 설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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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추에이터

LA32

LA31

액추에이터 LA32는 볼 스크루 스핀들 (ball screw spindle)이 장착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액추에이터로, 다양한 응용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액추에이터 LA31은 매우 조용하면서 강력한 제품입니다.
이 액추에이터는 매우 컴팩트하여 아주 좁은 공간에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사양:
추력:		
속도: 		
스트로크 길이:		
듀티 사이클: 		
전압: 		
엔드 스톱(Endstop):

사양:
추력: 		
속도:		
스트로크 길이: 		
듀티 사이클: 		
전압: 		
엔드 스톱(Endstop):

최대 6,000 N
5.5 - 15 mm/s
100 - 400 mm
최대 10 %
24 V DC
전류 차단 (Current cut-off)

옵션:
• 모터 업그레이드 (Powerful strong motor)
• 리드 스위치 (Reed switch)
• IP66 하우징
• 볼 스크루 스핀들 (Ball screw spindle)
• 안전 너트 (Safety nut)
적용 가능 응용제품:
• 농업용 기계
• 잔디 깎이 및 가드닝 (Gardening) 장비
• 바닥 청소 기계 (Floorsweeper)
• 공장 자동화
기타 사항:

• 강력하고 조용한 작동
• Push 용 응용제품에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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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00 N
5 - 20 mm/s
100 - 500 mm
최대 10 %
12, 24 V DC
빌트인 리밋 스위치 (limit switches)

옵션:
• Push용 응용제품에 안전 너트 (safety nut) 적용
• Single 액추에이터 또는 동조 동작 (parallel drive) 가능
• 피스톤 로드 아이 (Piston rod eye)
• Back fixture
적용 가능 응용제품:
• 산업용 워크스테이션
• 인도어 (Indoor) 산업분야
기타 사항:
모터 및 기어 보호를 위한 고강도 플라스틱 하우징 사용
스테인리스강 (Stainless steel) inner tube
홀센서 (Hall sensor)
홀 포텐셔미터 (Hall potentiometer)

•
•
•
•

LA30

LA28

액추에이터 LA30은 거의 모든 응용제품에 적용이 가능한
강력한 소형 액추에이터로, 서보 동작 (servo operation)을 위한
빌트인 (built-in) 포텐셔미터 또는 속도와 힘을 높이기 위한 모터
(S-motor)와 같은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LA28 (standard 또는 fast motor 버전)은 매우
조용하고 강력한 액추에이터로, 가구, 재활 치료 기기, 병원
침대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농업용 기계 및 기타 실외용
장비 등에도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사양:
추력:		
속도: 		
스트로크 길이:		
듀티 사이클: 		
전압: 		
엔드 스톱(Endstop):
			

사양:
추력:		
속도: 		
스트로크 길이:		
듀티 사이클: 		
전압: 		
엔드 스톱(Endstop):

vㅍ

최대 6,000 N
최대 65 mm/s
50 - 500 mm
최대 20 %
12, 24 또는 36 V DC
LS/LSD 리밋 스위치 또는
전류 차단 (current cut-off)

옵션:
• 모터 업그레이드 (Powerful strong motor)
• 포텐셔미터 (Potentiometer)
• 리드 스위치 (Reed switch)
• IP66 하우징
• 볼 스크루 스핀들 (Ball screw spindle)
• 안전 너트 (Safety nut)
적용 가능 응용제품:
• 농업용 기계
• 잔디 깎이 및 가드닝 (Gardening) 장비
• 바닥 청소 기계 (Floorsweeper)
• 산업 자동화
기타 사항:
튼튼한 금속 구조
컴팩트하고 강력
혹독한 환경에 적합
스테인리스강 (Stainless steel) 피스톤로드 (piston rod)
셀프락 (Self-lock) 기능

최대 3,500 N
3 - 46 mm/s
100 - 500 mm
10 %
12, 24 V DC
전류 차단 (Current cut-off)

옵션:
• 모터 업그레이드 (Powerful strong motor)
• 리드 스위치 (Reed switch)
• IP66 하우징
• 안전 너트 (Safety nut)
적용 가능 응용제품:
• 농업용 기계
• 잔디 깎이 및 가드닝 (Gardening) 장비
• 바닥 청소 기계 (Floorsweeper)
• 공장 자동화
기타 사항:

• 강력하고 조용한 작동
• 강화 유리섬유 함유 (Reinforced glass fibre)
• Push 용 응용제품에만 사용 가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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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추에이터

LA25

LA23

견고한 설계, 높은 IP 등급 그리고 알루미늄 하우징을 갖춘 액추에이터
LA25는 극한의 조건에서의 작동이 요구되는 혹독한 작업 환경에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또한, 컴팩트한 사이즈의 LA25는 한정된
공간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LA23은 최대 2,500 N까지 리프팅이 가능한 작고
강력한 push 또는 pull 용 액추에이터입니다. LA23은 사이즈가
중요시되는 다양한 응용제품에 적용 가능합니다.

사양:
추력:		
속도: 		
스트로크 길이:		
듀티 사이클: 		
전압: 		
엔드 스톱(Endstop):
		
IP 등급:		

사양:
추력:		
속도: 		
스트로크 길이:		
듀티 사이클: 		
전압: 		
엔드 스톱(Endstop):
		

최대 2,500 N
최대 13 mm/s
20 - 300 mm
20 %
12 또는 24 V DC
빌트인 엔드 스톱 스위치
(endstop switches)
IP66 dynamic, IP69K static

옵션:
• 홀센서 (Hall sensor)
• 엔드 스톱 (Endstop) 시그널
• Push 또는 pull 시 안전 너트 (safety nut) 사용
• IC 옵션: IC Basic, IC Advanced, CAN bus, 동조 동작 (Parallel)
• IECEx/ATEX 인증
적용 가능 응용제품:
• 농업용 기계
• 실외 동력장비
• 퍼골라 (Pergola), 루버 (louvre)
• 선박
• 산업 자동화
• 환기 시스템 및 목축업용 솔루션
기타 사항:

• 혹독한 환경에서의 사용을 위한 견고한 알루미늄 하우징
• 컴팩트한 설계
• 작고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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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00 N
9.4 mm/s
20 - 300 mm
10 %
12, 24 V DC
전기식 및 메커니컬 엔드 스톱
(Electrical and mechanical end-stop)

옵션:
• 교체 가능 케이블
• Potential free 엔드 스톱 (Endstop) 시그널
• 안전 너트 (Safety nut)
• 메커니컬 스플라인 (Mechanical spline)
• IPX6
• IC 옵션: IC Basic
적용 가능 응용제품:
• 농업용 기계
• 환기 시스템 및 목축업용 솔루션
• 산업 자동화
• 풍력 발전기
기타 사항:
강력하고 조용한 작동
컴팩트한 설계
높은 리프팅 파워
실외용으로 설계

•
•
•
•

LA20

LA14

액추에이터 LA20은 소형 인라인 액추에이터로,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하중 용량으로 설계되었으며, 제약적인 공간에
이상적입니다. 이 액추에이터에는 케이블 교체를 위한 소켓이
장착되어 있으며, Microfit 30 Deg 앵글 플러그가 사용됩니다.

액추에이터 LA14는 높은 IP 등급과 알루미늄 하우징이 적용된
제품으로, 거칠고 까다로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
니다.
LA14의 모든 부품들은 고품질을 자랑하며, -40 ℃ ~ +85 ℃의
온도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 또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짧은 직선 운동을 필요로 하는 응용제품에 적합합니다.

사양:
추력: 		
속도: 		
스트로크 길이: 		
듀티 사이클:
전압: 		
엔드 스톱(Endstop):
		

사양:
추력:		
속도: 		
스트로크 길이:		
듀티 사이클: 		
전압: 		
엔드 스톱(Endstop):
IP 등급:		

최대 2,500 N
최대 8.9 mm/s
20 - 300 mm
최대 10 %
12 또는 24 V DC
전기식 엔드 스톱
(Electrical end-stop)

최대 750 N
최대 45 mm/s
20 - 130 mm
최대 20 %
12 또는 24 V DC
빌트인 리밋 스위치 (limit switches)
IP66 dynamic, IP69K static

옵션:
• 교체 가능 케이블
• 정밀한 포지셔닝을 위한 홀 포텐셔미터 (Hall potentiometer)
• 듀얼 홀 (Dual Hall)
• IPX6

옵션:
• 포텐셔미터 (Potentiometer)
• 리드 스위치 (Reed switch)
• IC 옵션: IC Advanced, CAN bus, 동조 동작 (Parallel)
• IECEx/ATEX 인증

적용 가능 응용제품:
• 농업용 기계
• 휠체어
• 산업 자동화

적용 가능 응용제품:
• 모든 유형의 이동식 장비 (비료 공급기, 염분 분사 기계/제설기 등)
• 산업 자동화
• 환기 시스템
• 밸브

기타 사항:

• 컴팩트하고 슬림한 디자인
• 높은 리프팅 파워
• 위치 제어를 위한 피드백 옵션

기타 사항:

• 혹독한 환경에서의 사용을 위한 견고한 알루미늄 하우징
• 스테인리스강 (Stainless steel) inner tube 및
피스톤 로드 (piston rod)

• 실외용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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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추에이터

LA12

사이즈가 작고 성능이 뛰어난 액추에이터 LA12는 소규모의 전통
적인 유압 및 공압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비용 효율
적인 제품입니다. LA12는 짧은 직선 운동을 필요로 하는 응용제품
에 적합합니다.

Baselift™

Baselift™는 최대 높이가 100 mm인 소형 제품으로, 여유 공간이나
적재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으면서 기존 받침대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출시된 지 수년이 지난 후, LA12는 거의 모든 작업 환경을
커버할 수 있는 매우 안정적이고 견고한 액추에이터라는 것이 증명
되었습니다.

사양:
추력:		
속도: 		
스트로크 길이:		
듀티 사이클: 		
전압: 		
엔드 스톱(Endstop):

최대 750 N
최대 40 mm/s
40 - 130 mm
최대 20 %
12 또는 24 V DC
빌트인 리밋 스위치 (limit switches)

옵션:
• 포텐셔미터 (Potentiometer)
• 리드 스위치 (Reed switch)
• IP66 하우징
• IC 옵션: IC Basic
적용 가능 응용제품:
• 모든 유형의 이동식 장비
• 산업 자동화
• 환기 시스템
• 밸브
기타 사항:

• 컴팩트 및 경량
• 강화 유리섬유 함유 (Reinforced glass fibre)
• 실외용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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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추력: 		
속도: 		
스트로크 길이: 		
듀티 사이클: 		

최대 1,500 N
14 mm/s
100 mm
10 %

적용 가능 응용제품:
• AGV
• 산업용 워크스테이션
기타 사항:

• PVC-Free™
• 동조 동작 (Parallel drive): 최대 4개 칼럼
• 멀티 동조 동작 (Parallel) 구동 가능

리프팅 칼럼

DL2

BL1

리프팅 칼럼 DL2는 높이 조절식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워크 벤치 또는 다양한 기타
업무용 워크스테이션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칼럼 내부에
는 변형된 LA31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3단 리프팅 칼럼 BL1은 긴 스트로크 길이와 함께
컴팩트한 리프팅을 필요로 하는 응용제품을 위해
특별 설계되었습니다. BL1의 뛰어난 안정성은
보트나 RV 등에 적합합니다.

사양:
추력:
속도:
스트로크 길이:
듀티 사이클:

사양:
추력:
속도:
듀티 사이클:

최대 2,500 N
43 mm/s
500 mm
5%

옵션:
• 마운팅 브래킷 (order number: 0578006)
• 메모리 작동 및 동조 동작 (Parallel drive)을 위한
홀센서 (Hall sensor)
적용 가능 응용제품:
•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 워크 벤치 (Work bench)
• 플랫폼
기타 사항:
저소음
컴팩트하고 마운팅이 용이한 디자인
Single drive
동조 동작 (Parallel drive)

•
•
•
•

최대 2,000 N
최대 18 mm/s
10 %

옵션:
• 포지셔닝용 듀얼 홀 (Dual Hall)
• 안전 너트 (Safety nut)
적용 가능 응용제품:
• RV (레저 차량, Recreational vehicle)
• 보트
• 애완동물/가축용 장비
기타 사항:
뛰어난 안정성
심미적이고 컴팩트한 설계
칼럼 프로파일들이 동시에 작동
쉬운 세척 및 낮은 유지 보수 필요성
저소음, 편안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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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팅 칼럼

LP2

LC3

리프팅 칼럼 LP2는 높이 조절식
검사 테이블, 워크 벤치 그리고
산업용 응용제품에 적합한 제품으로
2개, 3개 또는 4개의 칼럼을 동조 동작 (parallel drive)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리프팅 칼럼 LC3는 수직 리프팅 칼럼의 표준을
정립합니다. LC3는 견고하고 안정적인 리프팅
칼럼에 대한 시장 요건을 충족시키는 고도의 벤딩 모멘트
(Bending moment)를 갖추고 있으므로, off-center 하중이
큰 응용 제품에 가장 적합합니다.

사양:
추력:
스트로크 길이:
듀티 사이클:

사양:
추력: 		
속도: 		
			
스트로크 길이: 		
벤딩 모멘트: 		
듀티 사이클: 		
전압: 		
엔드 스톱 (Endstop):

최대 6,300 N
100 - 400 mm
10 %

옵션:
• 리드 스위치 (Reed switch)
• 안전 너트 (Safety nut)
• 마운팅 브래킷
• 리프팅 용량 향상을 위한 가스 스프링 (Gas spring)
: LP2-5에만 적용
적용 가능 응용제품:
• 높이 조절식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 워크 벤치 (Work bench)
기타 사항:

• 뛰어난 설계
• 고품질 디자인
• 최대 4개까지 LP2 동시 동작 가능

최대 6,000 N
최대 29 mm/s (4,000 N)
최대 18 mm/s (6,000 N)
400 - 700 mm
최대 3,000 Nm
10 %
24 V DC
빌트인 엔드 스톱 (Endstop) 리밋 스위치

옵션:
• IPX6
• 포지셔닝: 듀얼 홀 (Dual Hall), 포텐셔미터 (potentiometer)
• 보호 접지 케이블 (Protective grounding cable)
• 마운팅 방향: Large profile down 또는 up
• 모터 케이블: Fixed 또는 attachable 케이블
• 액세서리 마운팅: 브라켓용 마운팅 홀 추가 가능
적용 가능 응용제품:
• 산업용 리프트
• 산업용 워크스테이션
기타 사항:

• IPX4 표준
• 안전 너트 (Safety nut)
• 안전 계수 (Safety factor):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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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12

DL5

리프팅 칼럼 DL12는 컴팩트한
3단 인라인 칼럼으로, 최소 장착 거리와 긴 스트로크를 모두 원하는
시장의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개발되었습니다. DL12는 싱글 칼럼,
또는 2 , 3, 4개 칼럼의 동조 동작 (Parallel)으로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리프팅 칼럼 DL5는 컴팩트한 2단 리프팅 칼럼으로, 싱글 칼럼, 또는
2, 3, 4개 칼럼의 동조 동작 (Parallel)으로 구동시킬 수 있으며,
저소음 리프트를 제공합니다.

사양:
추력: 		
속도: 		
스트로크 길이: 		
벤딩 모멘트:		
듀티 사이클: 		

사양:
추력: 		
속도: 		
스트로크 길이: 		
벤딩 모멘트:		
듀티 사이클: 		

최대 700 N
최대 38 mm/s
660 mm
최대 150 Nm dynamic
10 %

옵션:
• 모터 하우징 어댑터: 사전 장착 또는 별도 장치로 제공
• XL 버전
: 스트로크 길이 999 mm
추력 최대 600 N
벤딩 모멘트 (Bending moment) 최대 100 Nm dynamic
• 듀티 사이클: 5 %
• 멀티 동조 동작 (Parallel) 구동: CBD6S와 결합 시 가능
적용 가능 응용제품:
• 산업용 워크스테이션
• 모니터 리프트

최대 800 N
최대 38 mm/s
500 mm 또는 300 mm
최대 150 Nm dynamic
10 %

옵션:
• Kick & Click™ 마운팅 솔루션 호환
• DESKLIFT™ Feet 호환
• DESKLIFT™ SetPack으로 제공 가능
적용 가능 응용제품:
• 산업용 워크스테이션
• 모니터 리프트
기타 사항:

• 벤딩 모멘트 (Bending moment): 최대 150 Nm dynamic
• 홀센서 (Hall sensor)를 통해 동조 동작 구동
• 동조 동작 (Parallel drive): 최대 4개 칼럼

기타 사항:
PVC-Free™
PIEZO™ (충돌 방지 센서)
눈에 띄지 않는 글라이딩 패드
벤딩 모멘트 (Bending moment): 최대 150 Nm dynamic
동조 동작 (Parallel drive): 최대 4개 칼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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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SMPS-T160

SMPS-T160은 TECHLINE의 실외용 응용제품에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강력한 Switch Mode Power Supply입니다. SMPS-T-160
은 친환경적인 솔루션으로, 기존의 변압기 솔루션 (transformer
solutions)에 비해 대기전력 소비가 낮습니다. 범용 전압을 사용하
는 SMPS는 입력 전압에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랜지 마운팅 브래킷 (Flange Mounting
Bracket)은 폐수 처리 시설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밸브에 장착된 LINAK 전
동 액추에이터를 쉽게 장착하기 위한 제품
입니다. 브래킷의 규격은 산업 표준 ISO
5210과 ISO 5211을 따르며, F07 및 F10 플랜지에 적합합니다.

사양:
• 정격(메인) 전압:
• 공칭 주파수:
• 대기전력 소비:
• IP 등급:
• 호환:
		

사양:
• 표면 처리:
스테인리스강 (Stainless steel)
• 호환:
LA36, LA37
• 플랜지 (Flange) 마운팅 가능

100 V AC - 240 V AC +10/-15%
50 Hz/60 Hz
약 0.1 W
IP66
LA12 IC™, LA14 IC, LA23 IC, LA25 IC,
LA35 IC

적용 가능 응용제품:
• 퍼골라 (Pergola)
• 목축업용 솔루션
• 식음료 자동화
• 밸브
• 높이 조절식 교통 싸인 보드
• 에너지 솔루션
기타 사항:

• 교체 가능한 전원 케이블 및 출력 (output) 케이블
• 경량 및 컴팩트한 디자인
• Plug & Play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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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nge Mounting Bracket

적용 가능 응용제품:
• 밸브
기타 사항:

• 액추에이터의 플랜지 마운팅용 브래킷
• ISO 5210 및 ISO 5211 준수
• 플랜지: F07, F10

스위치

HB40

DP

TECHLINE의 HB40 핸드 스위치는 SMPS-T160과 함께 사용하도
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견고하고 컴팩트한 핸드 스위치는 인체 공학
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응용제품에 적합합니다.

컴팩트한 디자인의 DP는 최대 3개의 액추에이터를 개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인체공학적, 컴팩트한 디자인
견고한 플라스틱 하우징
IP 등급: IP66
SMPS-T160을 통한 호환:
LA12 IC, LA14 IC, LA23 IC, LA25 IC, LA35 IC
• 호환: LA33 IC, LA36 IC, LA37 IC

•
•
•
•

기타 사항:

• IP 등급: IP30
• SMPS-T160을 통한 호환:
LA12 IC, LA14 IC, LA23 IC, LA25 IC, LA35 IC

• 호환: LA33 IC, LA36 IC, LA37 IC

DPA

• 작고 컴팩트한 패널형
• Up/down 작동

DPB

• 직관적 사용
• 전면 각도 조절 가능

• 작고 컴팩트한 패널형
• Up/down 작동
• 직관적 사용

DPH

• 작고 컴팩트한 패널형
• Up/down 작동

• 고정형 스위치 (전면 앵글형)
• 쉬운 장착을 위한 Drawer 제공

DPF

• 매립형 스위치
• 색상: 블랙, 화이트

• Up/down 작동

• 마운팅 브라켓 분리형

(옵션: 높이 저장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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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솔루션
Plug & PlayTM
액추에이터
1개 또는 2개의 액추에이터를
추가하세요. LA12 ICTM , LA14
IC, LA23 IC or LA25 IC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전원 공급 장치
SMPS-T160

컨트롤 옵션
고객의 컨트롤 시스템에 연결 가능한 Open lead
시그널 케이블
또는

®

TECHLINE 시스템 솔루션은 응용제품의
기능을 향상하고 가치를 더합니다.
LINAK 시스템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
•
•
•

유니크한 컨트롤 솔루션 선택 가능
기존의 응용제품에 손쉽게 통합
설치 시간 절약
한 번에 2개의 액추에이터를 개별적으로 또는 동시에 작동 가능

전 세계에 제공되는
LINAK 서비스
귀하가 계신 지역의 LINAK으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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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AK 스위치:
- 핸드 스위치 (HB)
- 리모트 스위치 (RF)
- 데스크 패널 (DP)

액추에이터의 성능을 강화하세요
LINAK third-party 제품

거의 모든 니즈에 맞게 액추에이터를 맞춤화하기 위해 LINAK은 당사의 액추에이터와 호환되는 다양한 third-party 제품을 공급합니다.

외장형 컨트롤 박스

TR-EM-208

TR-EM-273

TR-EM-239

• 싱글 (Single) 모터용

• 동조 동작 (Parallel drive)용

• 동조 동작 (Parallel drive)용

: 액추에이터 1개

TR-EM-288

: 액추에이터 최대 4개

: 액추에이터 2개

WCU

• 싱글 (Single) 모터용
: 액추에이터 1개

• 포지셔닝 (Positioning) 드라이버

스위치 (컨트롤러)
로커 스위치
(Rocker switch)

RF control
EVO

TP1

www.linakthirdpar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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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LINE® 응용제품
폐수 처리용 밸브 자동화 솔루션
리니어 액추에이터

LA36

당사의 액추에이터 시스템은 심플한 부품과 올인원(All-inone) 패키지 솔루션으로 설치가 매우 간편합니다.
•

액추에이터 LA36의 최대 추력은 10,000 N으로, 최대

• 11 mm/s 속도로 최대 DN300 사이즈의 밸브 개폐
•

플랜지 마운팅 브래킷(Flange Mounting Bracket)으로

• 용이한 액추에이터 교체 가능,

컨트롤 유닛

액세서리

WCU

배터리 백업

액세서리

플랜지
마운팅
브래킷

• (브래킷은 ISO 플랜지 F07 및 F10과 호환) 워터 밸브
• 컨트롤 유닛(Water Valve Control Unit, WCU)은 폐수
• 처리 시설의 SCADA 시스템으로의 안정적인 연결 보장,
• 액추에이터 원격 컨트롤
•

배터리 백업(옵션)으로 전력 차단에도 안정적인 운영

•

LINAK 액추에이터로 슬러지가 열
교환기와 혐기성조로 효과적으로
유입되도록 컨트롤하며, 고체 분리
필터의 주입구 밸브를 자동으로
개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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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LINE® 응용제품
산업 자동화 (Industrial Automation) - AGV (Automated Guided Vehicle)
점점 더 많은 AGV가 전 세계 창고 및 생산 라인의 수작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AGV가 필요합니다.
LINAK 액추에이터는 부드럽고 정밀한 움직임을 창출하며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심플하지만 견고하게

• LINAK은 작동 시간 및 혹독한 조건을 모두 견딜 수 있도록 철저한
• 테스트를 거칩니다
•

에너지 효율적, 유지 보수 비용 절감

• 전동 액추에이터에는 펌프나 컴프레서가 없으므로 대기전력
• 소비가 매우 낮고, 이에 따라 제품 수명이 깁니다.
•

지능형 솔루션

• LINAK 전동 액추에이터에는 BUS 통신 시스템이 원활하게
• 통합되어 원격 모니터링 및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산업 자동화 (Industrial Automation) - 기타

바 피더 (Bar feeder)

식음료 자동화

섬유 기계 솔루션

솔더링(Soldering) 오븐

포장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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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LINE® 응용제품
목축업용 액추에이터 솔루션

목축업용 환기 시스템
실내 온도 조절기

곡물 처리 시스템

사료공급 자동화 시스템

이동식 농기계 솔루션

스프레더

파종기

트랙터

살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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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바인 수확기

베일러

사료작물 수확기

TECHLINE® 응용제품
에너지 솔루션

솔라 트래킹

풍력 에너지

펠릿(Pellet) 난방 시스템

기타 산업용 솔루션

건설 - 휠로더

쉐이딩 - 퍼골라

쉐이딩 - 루버

잔디 깎이

요트

장애인용 운송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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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AK Value에 기초한 비즈니스

20

R&D, 애프터 세일즈, 물류,

새로운 아이디어를 미래의

LEAN 원칙에 따른 최신 기술

마케팅 그리고 제조의 전략적

솔루션으로 바꾸는 의미 있는

기반의 프로세스 자동화

파트너십

가치

모든 고객에게 제공되는
최신 시장 정보와 현지 지원

시장 트렌드에 대한 깊은 지
식을 갖춘 솔루션 제공 기업
LI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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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추에이터 뒤에 감춰진 기술에 대해 알아보세요

Actuator Academy™에서는 액추에이터의 구성 요소, 액추에이터 테스트, 그리고 지능형
액추에이터 컨트롤에 대한 정보가 담긴 다양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산업용 액추에이터의 요건은 무엇이고, 성능과 효율성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리니어 모션 액추에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Actuator Academy™에서 영감을 받고, 궁극적으로 전기식 움직임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즐거운 탐험 되세요!

Actuator Academy를
확인하세요
LINAK.KR/
ACTUATOR-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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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동작 (Intelligent movement)

IC 액추에이터의 지능형 동작을 통해 응용제품의
가치와 성능을 강화하세요.
LINAK®의 IC (Integrated Controller) 액추에이터는
다양한 피드백과 스마트한 액추에이터 컨트롤,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IC 액추에이터는 Plug & Play™ 솔루션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동시에 외장형 컨트롤
박스와 릴레이 (realy)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복잡한 배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광범위한 테스트는 내장된 전자 장치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향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작
솔루션을 찾고 계시다면 LINAK의 IC 액추에이터를
선택해보세요.
Move for the Future !

IC 액추에이터는 지능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
•
•
•
•

내장된 전자 장치 (Built-in electronics)로 심플한 설치
액추에이터 동작의 정밀한 컨트롤
피드백 및 동작 커스터마이징
온 사이트 (On-site) 환경 구성 (configuration)
액추에이터 상태의 용이한 모니터링

• Plug & Play 및 커스터마이징
• 동조 동작 (Parallel drive)
• BUS 통신 (CAN, MOD 및 LIN)
IC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INAK.KR을 방문하시거나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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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프로그램
각각의 산업용 응용제품에서 액추에이터는 수많은 구성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LINAK®에서는 귀하, 그리고 귀하의 고객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0% 기능 테스트를 거치기
전까지는 단 하나의 액추에이터도 출하되지 않습니다.
액추에이터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테스트가 수행됩니다. 테스트 개요를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LINAK Korea에 문의하시거나, 액추에이터
데이터 시트 (data sheet)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트는 LINAK TECHLINE 전동 액추에이터 시스템 기반의 솔루션이
다년간 안정적으로 작동함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액추에이터의 오작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모든 제품들은 내외부적인 테스트뿐만
아니라 극한의 환경에서 광범위한 테스트를 거치는 것
이 중요합니다..”
- Claus H. Sørensen, Director R&D

기후적 테스트 (Climatic tests):
기후적 테스트에서 액추에이터는 극한의 온도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온도에서의 작동을 테스트합니다. Dunk 테스트에서 액추
에이터는 +85 ℃ to -40 ℃ 사이의 반복적인 온도 변화에서도 기능
과 IP 등급을 유지해야 합니다.

액추에이터 테스트
LINAK 산업용 액추에이터가 어떻게 테스트되는지
알아보세요:

LINAK.KR/SEGMENTS/TECHLINE/
TECH-TRENDS/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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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60529-IP6X
EN60529-IPX6
ISO16750- IP69K
IEC60068-2-3
IEC60068-2-30
ISO16750-4:2010
EN60068-2-52
BS7691 Section 6.11.2.4

- Dust
- Water
- High pressure cleaning
- Moisture storage
- Operation in moisture
- Dunk test
- Salt spray
- Chemicals

전기적 테스트 (Electrical tests):

기계적 테스트 (Mechanical tests):

전원 공급 장치, 전원 및 시그널 케이블, 컨트롤 시그널 등과 같은 모든

진동 (Vibration): 액추에이터는 3개 방향으로부터 오는

전기적 부품들은 테스트를 거칩니다. 전기 내성은 전파 방해, 방전, 버스트

계속적인 진동을 견뎌야 합니다.

(burst)* 등에 대해 산업 표준에 따라 테스트 됩니다.

충격 (Shock): 충격 테스트에서 액추에이터는 6개 방향으로
부터 가해지는 최대 50 G의 3가지 충격이 가해집니다.
충돌 (Bump): 액추에이터는 6개 방향으로부터 가해지는

EN/IEC 61000-6-4
EN/IEC 60204
EN 50121-3-2
94/25/EC
EN/ISO 13766
EN/IEC 61000-6-2
2004/104/EC
EN/ISO 14982
EN/ISO 13309

- Generic standard emission industry
- Electrical equipment of machinery
- Railway applications - Rolling stock apparatus
- Recreational crafts directive
- Earth moving machinery
- Generic standard immunity industry
- Automotive Directive
- Agricultural and forestry machines
- Construction machinery

최대 30 G의 충돌을 수백 번 받는 테스트를 거칩니다.

EN60068-2-64 (Fh)
EN60068-2-27 (Ea)
EN60068-2-29 (Eb)

- Random vibration
- Shock
- Bump

극한의 환경에서 액추에이터를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 위의 테스트는 third-party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linak.kr/segments/
techline/tech-trends/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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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LINE 제품 더 알아보기:

LINAK.KR/SEGMENTS/TECHLINE/

Global presence
LINAK® 은 유럽, 미주, 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에 세일즈 및 서비스 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Be global, act local’이라는 글로벌 세일즈 전략에 따라 현지에서 고객을 지원합니다.

이용 약관
사용자는 특정 응용 제품에 활용되는 LINAK 제품의 적합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LINAK은 자사 제품에 대해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개발에 따라 LINAK 제품은 사전 통보 없이 언제든지 수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대해 기술된 정보가 정확하고 실제 상태와
동일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LINAK이 제품 주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특정 제품의 판매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LINAK은 웹사이트, 카탈로그 및 LINAK에서 작성한 기타 자료에 명시된 그 어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를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 및 운송에 대한 표준 약관(Standard Terms of Sale and Delivery)이 적용됩니다. 문서의 사본은 LINAK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NAK은 전 세계 35개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세일즈 및 서비스 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NAK.KR
주식회사 리낙코리아 (LINAK KOREA LTD.)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1009호
TEL. 02.6231.1515 | FAX. 02.623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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