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RVOWELD® 장치

최대 내구성최대 내구성

GSWA  통합 모터 고추력 작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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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WA란?

통합 작동기/모터/산
업용 저항점 용접 적
용에 적합한 피드백 
디자인

특징: 
• 작고 가벼운 디자인 
• 고출력 반복성 
• 1천만 사이클 이상 사용 가능

• 고출력 
• 고효율 
• 유연성 

•  수동 조절 장치
(GSWA 33의 옵션)

• 호환성  

• 낮은 관성 
• 강제 냉각이 필요하지 않음 
• 볼 나사 또는 롤러 나사

GSWA는 작고 내구성이 있는 고출력 강봉 작동기로 저항점 용접 및 기타 용접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제품입니다. GSWA는 중공 서보 모터를 증명된 기계 디자인과 

통합하여 작고 가벼운 디자인의 외면에서 효율적이며 반복성있는 가압력을 

제공합니다. 

Tolomatic은 무강봉 및 강봉 전기, 공압 작동기를 50년 이상 제조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GSWA는 이러한 경험과 서보 모터 기술의 

힘을 하나의 작동기로 결합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작은 

패키지로 신뢰할 수 있는 힘을 발생시킵니다.

불필요한 사항:  
• 커플러 
• 어댑터 

• 벨트 
• 기어 

• 별도 구성 부품을  
  조립하는 수고 
• 강제 공냉 또는 수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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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로봇식 ServoWeld 설치 시 GSWA

GSWA
SERVOWELD®

GSWA
SERVOWELD®

로봇 제조회사
보호 하우징으로 

둘러싸인 로봇 제조회사 
7축 피드백 장치

(예: 리졸버, 인코더: 증분/절대)

로봇로봇

모터 전원 및 
피드백 장치에 

대한 전기 커넥터
(모든 로봇 제조회사)

로봇 케이블 
드레스 패키지

용접 제어기용접 제어기

로봇 제어기로봇 제어기
변압기변압기

작동기작동기

교시 펜던트교시 펜던트

이 그림은 작동기 내에 둘러싸인 7축 
피드백 장치가 포함된 Tolomatic GSWA 
작동기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로봇이 
수행하는 용접 설치를 보여줍니다.

GSWA 33의 회전 방지 어셈블리
(유도형)는 C건 적용 시 외부 
유도 메커니즘의 불필요

이 핀치 건 적용에서 
GSWA 33은 가볍고 
작은 패키지로 
정확하고 반복성있는 
출력을 제공합니다. • 구성 부품을 거친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밀봉

• 추가로 측면 하중지지대 
제공 

회전 방지 
어셈블리

•  강철 추력관은 매우 높은 출력 기능을 지원

•   염욕질화(Salt bath nitride) 처리로 우수한 내식성,  
표면 경도를 가지며 용접 슬래그, 물 및 기타 잠재적인 
오염 물질원에 대한 부착 저항성이 매우 높음

   추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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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omatic’s ServoWeld® 제품군은 RSW 사용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ServoWeld® GSWA 저항점 용접(RSW) 

고품질 용접
• 일관된 용접을 위한 출력의 반복성

• “부드러운 터치” 위치와 높은 
반복성을 위한 속도 제어 및 마모 
감소를 위해 부품 및 용접건에 대한 
높은 충격 효과를 없앰

• 각 용접의 위치와 출력을 기록할 수 
있음

• 피드백 장치의 위치 데이터는 
용접캡 마모 및 손실된 캡 감지 
기능을 위한 데이터로 제공 가능

완벽한 제품 작업의 유연성
• 용접 또는 로봇 제어를 이용하여 

GSWA는 모델 또는 도구 변경을 
수용하도록 쉽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6축 로봇은 서보 용접이 
제한하는 모든 이점을 얻기 위해 
다중 GSWA 작동기로 새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 로봇 축 움직임으로 운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빠른 용접 주기
• "가압력" (At-force) 표시는 즉시 용접 가능 

(공압 작동기는 운전휴지 시간 필요).

• 건 팁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개방형 위치는 용접 

간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시간(초)

용접 - ServoWeld

용접 - 공압식

0 1

1 2 3 4 5

1 2 3 4 5

2 3 4 5 6

2차 개방

개방

개방

용
접

 팁
 위

치

용접

2. 위치 및 전류(세기) 확인으로 
    즉시 용접 시작 허용

1. 출력이 높고 속도는 느림 – 
    재료 이동 없음

1. 전체 사이클 중 최고 속도와 
   출력에 의한 충격 때문에 
   받으므로 재료 이동이 흔함

2. 위치 또는 출력 신호가 없음, 
   용접하기 전에 운전휴지 
   시간을 추가해야 함

ServoWeld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용접 순서를 더 빨리 
끝냅니다:
1.  운전휴지 시간이 불필요하며 가압력에 도달하는 즉시 

용접을 시작할 수 있음

2. 다음 용접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건이 개방됨

ServoWeld를 사용하면 운전휴지 시간이 

불필요하며 용접압력에 도달하는 즉시 

용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용접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건이 개방되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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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WA를 이용한 고품질 용접
ServoWeld GSWA 통합 모터 작동기 디자인은 작은 패키지로 우수한 품질
의 용접을 제공합니다

GSWA 통합 모터 작동기는 8극, 속 빈 회전자와 나선형 고정자 

래미네이션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토크 효율 및 

작동기 스트로크를 따라 어느 위치에서나 지속적인 충격을 

위해 마그넷이 용접 사이클 전반에 걸쳐 다중권선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결과: 

• 더 나은 반복성을 위한 낮은 코깅 토크

• 위치와 관계없이 더 나은 반복성

• 고품질 용접

통합 소형 작동기/모터 패키지!

분할된 고정자 나선형 고정자

용접건 팁이 부품에 가까이 있으므로 서보 작동기 추력 강봉의 

최종 위치는 금속 두께 및 공차, 용접캡 마모 등에 달려 있습니다. 

추력 강봉이 최종 위치에 도달하고 “압착”을 마치면 모터 회전자는 

회전을 멈춥니다. 위의 그림은 다양한 최종 위치(용접팁 사이의 

주황색 타원은 RSW 사이클에서 용접 너깃 “압착”을 나타냄)와 서보 

모터 권선과 비교할 때 모터 회전자 마그넷의 다양한 위치(파란색 

직선)를 나타냅니다. 나선형 고정자의 대각선은 GSWA에 사용된 

래미네이트된 모터 권선을 나타냅니다. 회전자 마그넷이 멈추는 모든 

지점에서 언제나 최대 성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자리잡습니다. 그에 

반해서 분할된 고정자 권선은 회전자가 분할된 고정자 위상의 중심에 

위치할 때에만 최대 성능을 제공합니다.

나선형 고정자 
GSWA는 팁 위치와 

관계없이 낮은 코깅 

토크와 더 나은 

반복성을 제공하기 

위해 나선형 고정자 

래미네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할 고정자 

이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분할된 

고정자가 최적의 

토크와 반복성을 

산출하는 용접 위치의 

개수를 제한합니다.

용접 너깃 형성
이 그림은 용접 너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용접 건 팁은 부품 접촉시 

충격감소와 낮은 배출을 위해 빠르게 닫힌 다음 부드러운 터치속도로 줄어들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있어서 높은 품질의 용접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GSWA_6

 

 1-800-328-2174    www.tolomatic.com

GSWA – 나사 선택
롤러 나사

고부하(heavy load)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밀 롤러 나사와 맞물린 

다줄 나사식 나선형 롤러 어셈블리를 

통해 힘이 전달됩니다. 롤러 나사는 

여러 접촉점 때문에 하중능력이 

우수합니다.

• 고출력 반복성으로 천만 번 이상 

용접 가능

• ± 3%의 출력의 반복성

• 최대 14,680N(3,300lbf)

• 초당 속도 292mm(11.5in)

볼 나사

볼 너트 하우징에는 다수의 볼 

베어링이 들어 있습니다. 볼 너트는 

롤러 너트 설계에 비해 접촉점이 

적어 하중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적절히 적용하면 강력한 기계 

구동 장치가 됩니다.

• 정격 출력의 반복성으로 5백만 번 

이상 용접 가능

• ± 5%의 가압력 반복성

• 최대 8,890N(2,000lbf)

• 초당 속도 292mm(11.5in)

운용기간 동안 더 저렴한 비용
• ServoWeld는 전반적인 유효 수명이 더 깁니다: 

 볼 나사/볼 너트: +5백만 번 이상 용접 가능 

 롤러 나사/롤러 너트: +천만 번 이상 용접 가능 

(공압 작동기는 3백만 번 용접 범위 내의 일반적인 

유효 수명을 가지며 정기적인 예방점검이 

필요합니다.)

• GSWA 작동기는 향상된 생산성과 낮은 사용 중단 

시간을 위해 유지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공압 

작동기는 재설치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

• 공압 80% 이상의 향상된 에너지 효율과 함께 1년 

이내에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 다수의 용접 일정을 지원하고, 재료와 두께가 다른 

경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필요한 구성이 적습니다. 출력 범위가 광범위하여 

가변 출력 요구 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구성만  

필요로 합니다. (3개의 서로 다른 GSWA 모델을  

통해 35 ~ 40개의 서로 다른 공압 실린더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용접캡 수명
• 공압 장치의 충격력은 용접캡의 변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식에 따라 ServoWeld로 용접캡 

수명이 5 ~ 35% 향상됩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 배기 기술을 

사용하는 공압 장치에 

비해 더 적은 에너지, 

소음과 환경 오염이 

적습니다.

GSWA의 더 많은 이점

롤러 나사 볼 나사

정격 하중 매우 높음 높음

수명
매우 김, 볼 
나사보다 몇 

배 이상
중간

속도 중간 중간

가속도 매우 높음 중간

강성 매우 높음 중간

충격 부하 매우 높음 중간

상대적인 
공간 요구

최소 중간

유지보수 없거나 최소 최소

나선형 롤러 나사 볼 나사

롤러 나사는 볼 나사에 비해 표면적이 더 넓고 
접촉점이 많습니다.

롤러 나사 및 볼  
나사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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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기술, 더 나은 성능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16" 1/8" 1/4"
(실제 

크기)

구멍 크기

공기 누출의 비용

연
간

 비
용

(달
러

)

$523$523

$2,095

$8,382 1kWh당 0.05달러의  
전기 요금을 
사용하여 계산한 
비용, 지속적 작동 
및 효율적인 
압축기로 가정함.

출처: Improving 
Compressed Air 
System Performance,  
A Sourcebook for 
Industry published by 
the Office of Industrial 
Technologies, US 
Department of Energy

공압 실린더

• 높은 사용 비용

• 잦은 수리 및 유지보수

• 반복성 및 용접 품질 낮음

• "시끄러운" 용접 – 반복성 및 용접 

품질 낮음

• 제한된 적응성

• 변화하는 용접 일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더 많은 구성이 필요

SERVO: 역병렬 모터 구성, 벨트 구동

• 크기와 무게가 하중에 저항을 

발생시킴(통합 디자인 대비  

10% ~ 30% 증가)

• 벨트의 기계 연동은 직접 

구동보다 응답력이 낮음

• 전동 벨트는 유지 관리 대상이며 

장애가 잘 발생됨

SERVO: 통합 모터 분할 래미네이션

• 분할 고정자 디자인은 나선형 권선 

성능을 제공하지 않음

• 분할 고정자를 사용하는 작동기는 

원하지 않는 높은 코깅 토크로 인해 

용접 반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코깅 토크가 높은 경우 위치 변경 시 

출력의 반복성에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용접 품질이 저하됨

공압 실린더 및 경쟁 서보 작동기 디자인은 ServoWeld®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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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WA - 통통 통통 통통통

• 범퍼는 나사와 너트 
어셈블리가 스트로크 
종료 시 손상되는  
것을 방지

•	부식 방지를 위한 아연 도금 합금 
강판 구조

• 여러 강봉 끝 옵션에 공용 
인터페이스 제공

• 강철 추력관이 매우 높은 출력 
기능을 지원

• 염욕질화(Salt bath nitride) 처리로 
우수한 내식성, 표면 경도를 가지며 
용접 슬래그, 물 및 기타 잠재적인 
오염 물질원에 대한 부착 저항성이 
매우 높음

• 수명 연장을 위해 오염원이 
작동기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

GSWA33 통합 모터 작동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볼 너트는 위치 정확도 
및 반복성이 우수

• 롤러 너트는 높은 추력 
및 정격 수명을 제공

• 직접 장착 또는 사용자 
지정 옵션 추가를 위해 
앞면에 있는 4개의 롤러 
나사가 있는 구멍

    나사 강봉 끝   

     추력관   

스크래퍼가 장착된 
강봉 와이퍼

     내부 범퍼   

다중 나사 기술

    통합 마운팅      

• 검은색 양극산화 압출 
디자인은 강성 및 강도에 
최적화됨

가벼운 알루미늄 
디자인

Endurance Technology 기능은 유효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최대 내구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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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WA - 통통 통통 통통통  … 최대 내구성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추력 
강봉을 펴고 접기 위한 
기계적 방법 제공

• 나사를 완벽하게 지원하며 
피드백 장치가 선형 추력에 
영향받지 않도록 보호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인코더

• 멀티턴 앱솔루트 인코더

• 리졸버

• 고객 지정

사용자 선택:
• 여러 로봇/구동 장치 제조회사와 
통합을 위해

• 더 편리한 설치를 위한 엇갈린 
커넥터

    고추력 베어링   

    수동 조절 장치   

고해상도 피드백

커넥터

  다중 모터 권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작동기 하우징에 직접 넣은 230V 또는 460V 정격 권선

• 출력의 반복성 및 부드러운 선형 움직임을 위해 최소한의 
토크 웨이브를 제공하는 나선형 모터 권선

• 과열 방지용 통합 온도 스위치

브레이크 
• 스프링 지지/24V 전기 방출

옵션

•  커넥터 및 피드백 제조회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BB 
+ Fanuc 
+ Kawasaki 
+ Kuka 
+ Nachi 

+ Motoman/Yaskawa 
+ Allen Bradley 
+ Bosch-Rexroth 
+ WTC-Medar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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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WA - 통통 통통 통통통GSWA33, 유도형 통합 모터 작동기

• 부식 방지를 위한 아연 도금 
합금 강판 구조

• 여러 강봉 끝 옵션에 공용 
인터페이스 제공

    나사 강봉 끝    

• 강철 추력관이 매우 
높은 출력 기능을 지원

• 염욕질화(Salt bath 
nitride) 처리로 우수한 
내식성, 표면 경도를 
가지며 용접 슬래그, 물 
및 기타 잠재적인 오염 
물질원에 대한 부착 
저항성이 매우 높음

• 큰 직경의 유도 추력관

    추력관    

• 대형 부싱이 나사 어셈블리를 
보호하는 추력관을 위해 추가로 
측면 하중지지대 제공

• RSW 섀시에 외부 가이드 제거

• RSW 환경에서 유도 기술 보호

     강력한 부싱     

• 수명 연장을 위해 오염원이 
작동기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

스크래퍼가 포함된 
강봉 와이퍼

• 범퍼는 나사와 너트 
어셈블리가 스트로크 종료 
시 손상되는 것을 방지

     내부 범퍼    

•뭉뚝한 슬라이딩 
디자인보다 훨씬  
더 효율적

• 마모에 견디는 
강력한 니들 베어링

•구성 부품을 거친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밀봉

•추가로 측면 하중지지대 제공 

회전 방지 
메커니즘

회전 방지 어셈블리

• 직접 마운팅 또는 사용자 지정 옵션 추가를 
위해 회전 방지 어셈블리에 있는 4개의 구멍

• 정확한 포지셔닝을 위해 2개의 다월 핀이 
회전 방지 장치 하단에 위치

   통합 마운팅     

Endurance Technology 기능은 유효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최대 내구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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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WA - 통통 통통 통통통  … 최대 내구성

• 나사를 완벽하게 지원하며 
피드백 장치가 선형 추력에 
영향받지 않도록 보호

   고추력 베어링   

•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추력 강봉을 펴고 접기 
위한 기계적 방법 제공

  수동 조절 장치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인코더

• 멀티턴 앱솔루트 인코더

• 리졸버

• 고객 지정

고해상도  피드백  

사용자 선택:
• 여러 로봇/구동 장치 
제조회사와 통합을 위해

•  커넥터 및 피드백 
제조회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BB 
+ Fanuc 
+ Kawasaki 
+ Kuka 
+ Motoman/
Yaskawa 
+ Nachi 
+ Allen Bradley 
+ Bosch-Rexroth 
+ WTC-Medar 
기타

커넥터  

• 검은색 양극산화 압출 
디자인은 강성 및 강도에 
최적화됨

가벼운 알루미늄 
디자인

      다중 모터 권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작동기 하우징에 직접 넣은 230V 또는 460V 정격 권선

• 출력의 반복성 및 부드러운 선형 움직임을 위해 최소한의 
토크 웨이브를 제공하는 나선형 모터 권선

• 이상 온도 보호를 위한 통합 온도 스위치

■ 브레이크 
• 스프링 지지/24V 전기 방출

옵션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볼 너트는 위치 정확도 
및 반복성이 우수

• 롤러 너트는 높은 추력 
및 정격 수명을 제공

  다중 나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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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WA 통합 모터 작동기

• 나사를 완벽하게 지원하며 
피드백 장치가 선형 추력에 
영향받지 않도록 보호

   고추력 베어링   

Endurance Technology 기능은 유효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최대 내구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볼 너트는 위치 정확도 
및 반복성이 우수

• 롤러 너트는 높은 추력 
및 정격 수명을 제공

   다중 나사 기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인코더

• 멀티턴 앱솔루트 인코더

• 리졸버

• 고객 지정

고해상도 피드백

사용자 선택:
• 여러 로봇/구동 장치 
제조회사와 통합을 위해

•  커넥터 및 피드백 
제조회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BB 
+ Fanuc 
+ Kawasaki 
+ Kuka 
+ Motoman/
Yaskawa 
+ Nachi 
+ Allen Bradley 
+ Bosch-Rexroth 
+ WTC-Medar  
기타

커넥터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추력 강봉을 펴고 접기 
위한 기계적 방법 제공
(180° 떨어진 2개의 
액세스 포트)

  수동 조절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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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작동기 하우징에 직접 넣은 460V 또는 
230V 정격 권선

• 출력의 반복성 및 부드러운 선형 움직임을 
위해 최소한의 토크 웨이브를 제공하는 
나선형 모터 권선

• 이상 온도 보호를 위한 통합 온도 스위치

■  일관된 가압 피드백 
장치 

 실제 출력 확인 또는 

데이터 수집에 대한 선형 

신호 제공

■ 6각 추력 강봉
 완전한 회전 방지 기능 제공 

옵션

• 범퍼는 나사와 너트 
어셈블리가 스트로크 
종료 시 손상되는 
것을 방지

• 전체 스트로크에 
걸쳐 추력관 및 너트 
어셈블리 지원

• 검은색 양극산화 압출 
디자인은 강성, 강도 및 
방열에 최적화됨

• 수명 연장을 위해 
오염원이 작동기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

• 부식 방지를 위한 
견고한 스테인리스강 
구조

• 여러 강봉 끝 옵션에 
공용 인터페이스 
제공

GSWA 통합 모터 작동기

내부 범퍼

   강력한 부싱   

가벼운 알루미늄 
디자인

   다중 모터 권선   

스크래퍼가 포함된 
강봉 와이퍼

나사  
강봉 끝

 … 최대 내구성

• 강철 추력관이 매우 높은 출력 
기능을 지원

• 염욕질화(Salt bath nitride) 
처리로 우수한 내식성, 표면 
경도를 가지며 용접 슬래그, 물 
및 기타 잠재적인 오염 물질원에 
대한 부착 저항성이 매우 높음

    추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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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작동기마다 완벽한 확인 시험 수행

제대로 적용 발송된 모든 GSWA 작동기는 무정비 또는 

최소한의 정비 수행으로 수백만 회전을 보증합니다. 

1. 고전압 시험 

이 표준 전기 모터 시험 절차는 적절한 전기자 

및 열선 절연을 확인하기 위해 어셈블리의 

절연 장치를 확인하는 3단계 시험입니다.

2. ServoWeld® 및 피드백 장치의 전자 위상 조정 
(인코더, 리졸버, 피드백 장치) 
고정 전류 및 특수 디자인된 설비에 

사용되어지는 피드백 장치는 물리적, 

전기적으로 ServoWeld 모터의 위상 조정에 

상대적으로 맞춥니다. 

3. 기능 검사 

Tolomatic 동작 제어 구성 부품 및 전용 데이터 

수집 장비로 수행됩니다. 350번의 사이클 

동안 가동하는 이 검사는 스트로크 길이, 

무부하 토크, 입력 전류 대 출력 평균, 입력 

전류 대 출력 표준 편차와 같은 매개변수를 

데이터 수집 장비와 부하전지를 사용하여 

수량화합니다.

4. Tolomatic 장치 검사 

단일 축 제어 장치를 사용하는 이 검사는 

피드백 장치가 제대로 GSWA 모터의 극과 

정렬되도록 보장합니다.

각 개별 장치의 성능이 Tolomatic의 높은 성능 

기준을 따르도록 보장하기 위해 배송 전에 

확인합니다.

기능 검사 과정에서 진행 중인 검사 매개변수 결과.

350번의 사이클 동안 기능 장치 시험을 하여 스트로크, 길이, 

무부하에서 토크, 입력 전류 대 출력 표준 편차를 수량화합니다.

최종 장치 검사는 피드백 장치가 제대로 GSWA 모터 극과 정렬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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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WA - 통합 모터 작동기

GSWA33 
GSWA33-유도형

GSWA44
GSWA04

크기
in 3.3 4.4

mm 83.0 110.0

너트/나사 RN04 RN05 RN05

나사 리드
in 0.157 0.197 0.197

mm 4.0 5.0 5.0

최고 추력
lbf 2,100 1,700 3,300

N 9,345 7,562 14,679

최대 속도
in/초 9.2 11.5 11.5

mm/초 234 279 279

주위 온도 
범위

°F 50 ~ 122

°C 10 ~ 50

IP 등급 표준 IP65

역구동력*
lbf 98 78 91

N 436 347 405

성능 및 기계 사양:

RoHS
COMPLIANT  RoHs 준수 구성 부품,       승인

(GSWA33 및 GSWA33, 유도형 승인 신청 중)

GSWA33 GSWA33-
유도형

GSWA04 GSWA44

MV23,43 MV22,42 MV23,43 MV23,43

무게(6인치 
스트로크 

포함)

lb 18.1 28.5 29.8 32.0 35.2

kg 8.2 12.9 13.5 14.5 16.0

스트로크 
단위 당 

무게

lb/in 0.6603 – – – 1.1035

kg/mm 0.0118 – – – 0.0197

스트로크
in

6.0 ~ 
18.0

6.0 6.0 6.0
6.0 ~ 
18.0

mm
152.4 ~ 
451.2

152.4 152.4 152.4
152.4 ~ 
451.2

MV22,42 = 2-스택 모터

MV23,43 = 3-스택 모터

GSWA33

GSWA04

GSWA44

GSWA33, 유도형 GSWA04

MV23 MV43 MV22 MV42 MV23 MV43

버스  
전압

Vrms 230 460 230 460 230 460

토크 상수
(kT)

in-lb/A 
Peak

5.5 10.7 4.6 8.0 5.4 10.6

N-m/A 
Peak

0.62 1.21 0.52 0.90 0.61 1.2

전압 상수
(kE)

V/Krpm 
Peak

79.8 154 66.1 107.2 78.1 153.1

연속 스톨 
토크

in-lb 39 38 48.8 43.0 74 75

N-m 4.4 4.3 5.5 4.9 8.4 8.5

연속 스톨 
전류

Arms 5.0 2.5 7.5 3.8 9.7 5.0

최대 토크
in-lb 78 76 146 129 148 150

N-m 8.8 8.6 16.5 14.6 16.7 16.9

최대 전류 Arms 10 5 22.4 11.9 19.4 10.0

저항 Ohms 2.07 8.3 0.9 4.2 0.58 2.32

유도용량 mH 3.8 15.0 3.65 15.7 2.75 11.5

극 개수 8

정격 전압에
서 속도

RPM 3500

모터 사양:

측면 하중
일부 용접건 디자인은 전체 유효 수명을 감소시키는 과도한 측면 

하중이 작동기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GSWA33, 유도형 작동기 

(8페이지)는 측면 하중을 수용합니다. 다른 GSWA 구성 조치의 

경우 특히 “C” 스타일 디자인에서는 측면 하중을 제한해야 

합니다.  수명 최적화를 위해 Tolomatic은 모든 롤러 나사 구성의 

경우 축 부하의 5% 이하(추력 강봉 가압력), 볼 나사 구성의 경우 

축 부하의 1% 이하인 측면 하중을 권장합니다.

하중 이동 거리
하중 이동 거리는 용접건 변형률/탄성률의 미분 

계수입니다. 테스트에 따르면, 하중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는 경우 작동기의 총 유효 수명이 

연장됩니다. 

설계 단계에서 유효 수명을 고려하면 고장 없이 
수백만 번의 용접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olomatic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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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WA 치수

치수: GSWA33

치수: GSWA44

CL

1.417
[36.00]

(2)
3.29

[83.6]

M12 x 1.25
0.88 [22.2]

M8 x 1.25
0.57 [14.5]
4개의 구멍

4.87
[123.7]

Ø 2.3622
   2.3604
60.000
59.954

C

3.54
[90.0]

2.07
[52.5]

6.05 [153.7] + 스트로크
8.12 [206.2] + 스트로크

FANUC 알파 iAR128 피드백

CL

4.04 [102.6]

4.38
[111.3] CL

6.05 [153.7] + 스트로크
8.09 [205.5] + 스트로크

1.17
[29.6]

2.24
[56.9]

L

3.25
[82.6]

FANUC 알파 A64 피드백

2.717
[69.00]

(2)

CL

1.645
[41.78]

0.68 [17.3]
후진

Ø1.186
[30.13]
추력 관

3.29
[83.6]

3.00 [76.1] 수동 조절 장치 액세스

6.05 [153.7] + 스트로크
8.30 [210.8] + 스트로크

디지털 인코더 또는 리졸버 피드백

0.08 [2.0]

CL

1.417
[36.00]

(2)
3.29

[83.6]

M12 x 1.25
0.88 [22.2]

M8 x 1.25
0.57 [14.5]
4개의 구멍

4.87
[123.7]

Ø 2.3622
   2.3604
60.000
59.954

C

3.54
[90.0]

2.07
[52.5]

6.05 [153.7] + 스트로크
8.12 [206.2] + 스트로크

FANUC 알파 iAR128 피드백

CL

4.04 [102.6]

4.38
[111.3] CL

6.05 [153.7] + 스트로크
8.09 [205.5] + 스트로크

1.17
[29.6]

2.24
[56.9]

L

3.25
[82.6]

FANUC 알파 A64 피드백

2.717
[69.00]

(2)

CL

1.645
[41.78]

0.68 [17.3]
후진

Ø1.186
[30.13]
추력 관

3.29
[83.6]

3.00 [76.1] 수동 조절 장치 액세스

6.05 [153.7] + 스트로크
8.30 [210.8] + 스트로크

디지털 인코더 또는 리졸버 피드백

0.08 [2.0]

4.31
[109.47]

2.59
[65.8]

4.17 [106.0]

4.31
[109.47]

2.29
[58.2]

4.31
[109.47]

4.31
[109.47]

Ø 2.8346
   2.8328
72.000
71.954

0.06 [1.5]

2.165
[55.00]

(2)

3.346
[85.00]

(2)

M20 x 1.5
1.02 [25.9]

M8 x 1.25
0.68 [17.1]
4개의 구멍

5.93
[150.7] 4.35

[110.5]
2.18

[55.2]

0.66 [16.9]
후진

Ø1.499
[38.08]
추력 관

7.88 [200.0] + 스트로크

10.17 [258.3] + 스트로크

10.47 [265.9] + 스트로크
7.88 [200.0] + 스트로크

12.05 [306.0] + 스트로크
7.88 [200.0] + 스트로크

디지털 인코더 또는 리졸버 피드백

FANUC 알파 A64 피드백

FANUC 알파 iAR128 피드백

4.31
[109.47]

2.59
[65.8]

4.17 [106.0]

4.31
[109.47]

2.29
[58.2]

4.31
[109.47]

4.31
[109.47]

Ø 2.8346
   2.8328
72.000
71.954

0.06 [1.5]

2.165
[55.00]

(2)

3.346
[85.00]

(2)

M20 x 1.5
1.02 [25.9]

M8 x 1.25
0.68 [17.1]
4개의 구멍

5.93
[150.7] 4.35

[110.5]
2.18

[55.2]

0.66 [16.9]
후진

Ø1.499
[38.08]
추력 관

7.88 [200.0] + 스트로크

10.17 [258.3] + 스트로크

10.47 [265.9] + 스트로크
7.88 [200.0] + 스트로크

12.05 [306.0] + 스트로크
7.88 [200.0] + 스트로크

디지털 인코더 또는 리졸버 피드백

FANUC 알파 A64 피드백

FANUC 알파 iAR128 피드백

*표시된 것은 고객 제공 피드백으로 완전히 조립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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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72.3]
13.45 [341.7]

16.30 [414.0]

3.40 [86.3]
16.85 [428.0]

13.45 [341.7]

(2)다월 핀

.50 [12.7]
Ø .001[.03] M A

Ø .3170
   .3160
8.052
8.026

1.02 
[25.9]

M20 x 1.5

 3.346 [85.00] 

4.380
[111.25]

5.30
[134.7]

8개의 구멍

M8 x 1.25
0.66 [16.8]

94.01
93.95

3.701
3.699

20°
(4)

20°
(4)

2.19
[55.6]

1.969 
[50.00] (2)

0.591 
[15.00] (4)

.236 [6.00]
M10x1.5 .87 [22.0]
현재 면에 2개
반대면에 2개

12.09
12.04

Ø .476
   .474

15.47 [393.0]
13.45 [341.7]

2.02
[51.3]

4.38
[111.3]

디지털 인코더 또는 리졸버 피드백

FANUC 알파 A64 피드백

FANUC 알파 iAR128 피드백

Ø2.54
[64.6]

Ø.375
[34.93]

추력 강봉
0.13 [3.4]

 0.70 [17.7] 후진

2.85 [72.3]
13.45 [341.7]

16.30 [414.0]

3.40 [86.3]
16.85 [428.0]

13.45 [341.7]

(2)다월 핀

.50 [12.7]
Ø .001[.03] M A

Ø .3170
   .3160
8.052
8.026

1.02 
[25.9]

M20 x 1.5

 3.346 [85.00] 

4.380
[111.25]

5.30
[134.7]

8개의 구멍

M8 x 1.25
0.66 [16.8]

94.01
93.95

3.701
3.699

20°
(4)

20°
(4)

2.19
[55.6]

1.969 
[50.00] (2)

0.591 
[15.00] (4)

.236 [6.00]
M10x1.5 .87 [22.0]
현재 면에 2개
반대면에 2개

12.09
12.04

Ø .476
   .474

15.47 [393.0]
13.45 [341.7]

2.02
[51.3]

4.38
[111.3]

디지털 인코더 또는 리졸버 피드백

FANUC 알파 A64 피드백

FANUC 알파 iAR128 피드백

Ø2.54
[64.6]

Ø.375
[34.93]

추력 강봉
0.13 [3.4]

 0.70 [17.7] 후진

치수: GSWA 04

GSWA - 치수

CL
1.17

[29.6]

2.24
[56.9]

3.25
[82.6]

2.07
[52.5]

3.54
[90.0] CL

4.04 [102.6]

CL
4.38

[111.3]

0.08 [2.0]

21.74 [552.2]
19.68 [499.8]

0.34 [8.6]

23.72 [602.4]
19.68 [499.8]

FANUC 알파 iAR128 피드백

FANUC 알파 A64 피드백

3.00 [76.1]

21.92 [556.7]
19.68 [499.8]

(2)다월 핀수동 조절 장치 액세스
Ø .4731
   .4727
12.018
12.007 4.921 [125.00]

2.54 [64.5]

1.850
[46.99]

0.69 [17.5] 후진

3.29 [88.6]

3.50
[88.9]

4.79 [121.7]

0.50
[12.7]

0.276
[7.00]

(2)

M20 x 1.5
1.02 [25.9]

5.08
[128.9]

CL

디지털 인코더 또는 리졸버 피드백

4.000
[101.60]

(2)

2.54
[64.5] (2)

4.252 [108.00] (2)Ø.433 [11.00] THRU (4) Ø1.499 [38.08]
추력 강봉

CL

CL
1.17

[29.6]

2.24
[56.9]

3.25
[82.6]

2.07
[52.5]

3.54
[90.0] CL

4.04 [102.6]

CL
4.38

[111.3]

0.08 [2.0]

21.74 [552.2]
19.68 [499.8]

0.34 [8.6]

23.72 [602.4]
19.68 [499.8]

FANUC 알파 iAR128 피드백

FANUC 알파 A64 피드백

3.00 [76.1]

21.92 [556.7]
19.68 [499.8]

(2)다월 핀수동 조절 장치 액세스
Ø .4731
   .4727
12.018
12.007 4.921 [125.00]

2.54 [64.5]

1.850
[46.99]

0.69 [17.5] 후진

3.29 [88.6]

3.50
[88.9]

4.79 [121.7]

0.50
[12.7]

0.276
[7.00]

(2)

M20 x 1.5
1.02 [25.9]

5.08
[128.9]

CL

디지털 인코더 또는 리졸버 피드백

4.000
[101.60]

(2)

2.54
[64.5] (2)

4.252 [108.00] (2)Ø.433 [11.00] THRU (4) Ø1.499 [38.08]
추력 강봉

CL

치수: GSWA33, 유도형

*

*

*

*

*표시된 것은 고객 제공 피드백으로 완전히 조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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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방법
아래 그림은 GSWA 내부 구성 부품이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단순화하기 위해 확장 이동만 표시했습니다.

1. 서보 모터 권선에  

전압이 흐릅니다.

2. 나사에 단단히 연결된 회전자가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3. 나사가 회전합니다.

4. 추력 강봉이 기계적으로 잡고 있는  

너트가 선형적으로 움직입니다.

5. 추력 강봉이 선형적으로 

움직입니다.

검사를 거친 성능 결과
Tolomatic GSWA 작동기(롤러 나사/너트 선택 포함)는 

수명 기간 동안 ±3.0% 출력의 반복성을 유지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습니다.

오른쪽 “GSWA 출력” 차트에 표시된 데이터는 

롤러 나사 및 저전압 권선이 포함된 ServoWeld®

로 구성된 장치에서 수집되었습니다. 테스트 

동안 작동기 온도는 모니터링하지 않았습니다.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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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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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

출력

이 차트의 출력 데이터는 고정 전류에서 작동시킨 
GSWA 작동기에서 획득한 것입니다.  각 샘플은 단일  
“용접 사이클”을 나타냅니다.  검사는 4시간 30분 
동안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관심 사항:

• 5,000개 샘플의 전체 범위는 27lbf. 또는 

명목값의 1.2% 미만입니다.

• 첫 가동(cold start) 이후 출력의 하락은 

명목값인 0.5% 정도입니다. 이는 용접간의 

출력 편차가 온도와 무관하게 비교적 

일정함을 나타냅니다.

• 표준편차는 용접력과 무관하게 비교적 

일정한데 이는 반복성이 높은 용접력에서 

상대적으로 개선됨을 의미합니다. Tolomatic

은 반복성을 (6)(표준 편차)/명목 가압력'으로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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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WA 적용 지침

측면 하중: 일부 용접건 디자인은 전체 유효 수명을 

감소시키는 과도한 측면 하중이 작동기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GSWA33, 유도형 작동기(8페이지)는 

측면 하중을 수용합니다. 다른 GSWA 구성 조치의 

경우 특히 “C” 스타일 디자인에서는 측면 하중을 

제한해야 합니다.  수명 최적화를 위해 Tolomatic

은 모든 롤러 나사 구성의 경우 축 하중의  5% 이하

(추력 강봉 가압력), 볼 나사 구성의 경우 축 하중의 

1% 이하인 측면 하중을 권장합니다.

 옵션 6각 노우즈 베어링/추력 강봉 구성은 추력 강봉 

회전을 방지합니다.  최대 유효 수명을 위해 유효 

수명 동안 추력 강봉으로의 측면 하중을 최소화하고 

일관된 용접건 이동식 팁/고정 팁 정렬을 제공하는 

외부 유도 장치가 권장됩니다.

추력 강봉 와이퍼/스크래퍼: 추력 강봉 와이퍼/

스크래퍼 어셈블리는 현장 교체 장치입니다.  최대 

유효 수명을 위해 오염, 용접 슬래그 및 추력 강봉 

와이퍼/스크래퍼 인터페이스 부위의 수분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산업용 추력 

강봉 부츠 및/또는 굴절 장치 구현이 이 부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전기적 노이즈와 접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폐된 전력 및 피드백 케이블이 권장됩니다.  

전기적 노이즈 또는 부적절한 접지는 피드백 장치 

신호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RSW 서보 장치 보정: 최적의 RSW 서보 장치 성능을 

위해 제조 용접 일정 및 팁 드레스 포스에서 낮은 

용접력이 RSW 서보 장치 보정 절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RSW 서보 장치는 로봇 7축 증폭기 피드백 장치 

소프트웨어, ServoWeld 및 RSW 섀시로 구성됩니다.

용접 팁 / 부분 접촉 속도: Tolomatic 검사는 용접 

팁 부분 최고 속도 25mm/초 이하에서 최고의 

ServoWeld 반복성(입력 전류 대 출력)을 보여줍니다.  

25mm/초 이상의 속도는 용접에 "충격 원인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용접에 대한 충격 원인 제공은 용접 

사이클을 완료하기 전에 악화됩니다.

로봇 수행 적용: 로봇 수행 RSW 적용은 지속적인 로봇 

움직임과 다양한 RSW 건 위치 때문에 물웅덩이가 

생기거나 수분이 침투하는 것을 감소시킵니다.  

아울러 로봇 수행 적용에서 RSW 건의 배치는 

ServoWeld가 수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캡 변경 프로그램/일과의 일부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용접 캡 위 ServoWeld)

고정/축받이형 적용: 더욱 도전적인 RSW 적용 중 

하나는 ServoWeld를 수직으로 장착하고 추력 

강봉을 위로 한 축받이형 RSW 건입니다. ServoWeld

의 전반적인 유효 수명을 최대로 하려면 수분에 

노출되고 ServoWeld 장비의 액세스 부위에 물웅덩이 

및 물보라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분은 RSW 건 환경에서 정기적으로 

용접캡을 변경시키는 요인이므로 ServoWeld의 수분 

노출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여러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ServoWeld를 수직으로 하고 추력 강봉을 아래 

아래로 장착 가능한 축받이형 RSW 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 ServoWeld를 수직으로 하고 추력 강봉을 위로 

장착해야 하는 축받이형 RSW 건은 물웅덩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0 ~ 15% 각도로 장착해야 

합니다.

• 물웅덩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ServoWeld / RSW 건 

장착 부품 접점의 수로 

• 수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RSW 건 적용에는 

외부 변류기(bib) 또는 추력 강봉 와이퍼/스크래퍼 

접점 부분에 수분이 없도록 추력 강봉 부츠를 

사용해야 합니다.

• 수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RSW 건 적용에는 

RSW 건의 물 절약 회로에 수동 차단 밸브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용접캡 교체 전에 물을 차단하면 

RSW 건 환경에서 수분 노출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 축받이형 RSW 건 적용 시 전기 커넥터(파워/피드백)

를 통한 수분 침투를 줄이기 위한 고리 모양으로 

말린 케이블 드레스 케이블이 아래에 있는 케이블 

드레스 페키지에 대응 전기 커넥터(90도)가 있어야 

합니다.

• 케이블이 당기지 않도록 케이블 길이를 충분하게 

하십시오.

• 축받이형 RSW 건 적용을 위한 케이블 드레스 

패키지의 몰드형 대응 전기 커넥터

• ServoWeld의 적절한 대응 콘센트에 케이블 드레스 

커넥터가 꼭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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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OMATIC 특징   선두업체로서의 차이점:
우수한 고객 서비스와 기술 지원
당사 직원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품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고객의 문의에 즉각적이고 

친절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배송 시간
표준 카탈로그 제품은 주문 5일 내에 출고됩니다. 수정 및 주문 생산 제품은 경쟁업체보타 몇 주 앞서 

출고 가능합니다.

혁신적인 제품
Tolomatic은 표준 카탈로그 제품에서 수정 제품 또는 고유한 주문 생산 제품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필요를 충족하는 최고의 솔루션으로 설계 및 제작합니다.

SIZING

ACTUATOR 크기 조절 및 선택 소프트웨어
Windows®와 호환되며 당사의 웹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업계 동종 제품 중 최고의 

도구입니다! 제품 선택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웹에서 사용 가능한 3D 모델 및 2D 도면
CAD 파일을 다양한 형식으로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동력 전달 제품

  전기 제품

  공압 제품 무강봉 실린더:  밴드 실린더, 케이블 
실린더, 마그네틱 실린더/슬라이드, 
유도형 강봉 실린더 슬라이드

“접이식” 브로셔 #9900-9075       
제품 브로셔 #9900-4028 

강봉 및 유도형 강봉 작동기, 고추력 
작동기, 나사 및 벨트 구동 무강봉 작동기, 
모터, 구동 장치 및 제어기

“접이식” 브로셔 #9900-9074       
제품 브로셔 #9900-4016

기어박스: Float-A-Shaft®, Slide-Rite®; 
디스크 콘 클러치, 캘리퍼 디스크 브레이크

“접이식” 브로셔 #9900-9076      
제품 브로셔 #990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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