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응용 범위

■ 제품 모델

■ 제품 범위

REB05 계열 소형 스프링 가압 전자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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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CH REBO5 계열 소형 브레이크는 스프링 가압식 건식마찰 전자 브레이크입니다.

     (전원이 공급될 때 해방되며 전원이 차단될 때 제동됨). 이 브레이크는 신뢰성 높은 제동

     및 정지유지력으로 인해 중량물을 감속시키거나 정해진 위치에 고정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 본 제품 계열은 고객에게 더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성능 지표의 조합과 조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터의 제동                                                       ▶목공 기계                                                              ▶자동화 기술

▶모터의 감속                                                       ▶포장 기계

▶스테이터 정격전압 (VDC) : 12V, 45V, 96V, 103V, 170V, 180V, 190V, 205V

▶다양한 전력망 전압에 적용 가능 (VAC) : 42 - 460V

▶고객은 5가지 규격의 스프링 가압식 전자 브레이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 브레이크                                계열 번호                            베이스 번호                          주석                             기타

베이스 번호

주석                                        코일 전압

설치 구경                                                               정격 토크                                       리드 길이

기타                                 핸들 옵션                                                        정류기                            설치 방식



■ 제품 특징

■ 신뢰성

■ 부속품 옵션

■ 기술 파라미터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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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단위 mm, T는 정격 토크 (N. m)를 나타냅니다.

2. 설치 규격과 치수는 고객의 특별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주문할 수 있습니다.

3. ￠ M과 ￠ N은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54 및 ￠ 18이 기본값입니다.

4. 설치 나사는 설치 구조 ①에 따라 3*M4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콤팩트 구조의 비용 절감

▶ 높은 전압에 대한 내구성, 검증된 절연 특성 F-등급 단열 (155°C)을 통해

     다양한 작동 조건에서 사용됩니다.

▶ 납과 석면이 사용되지 않는 마모방지 마찰 라이닝을 사용함으로써 긴 사용

     수명을 보장합니다.

▶ 편리한 설치를 위해 설치 구경을 선택 가능합니다.

▶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설치 방식

▶ ISO9001 품질보증시스템에 의해 인증된 최고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공급합니다.

▶ CE(저 전압) 및 UL 마크 인증을 통과하였습니다.

▶ RoHs 표준을 준수합니다.

▶ 02-05 규격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수동 해방 레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정류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것은 브레이크의 끝부분 또는 외부

     스테이터 표면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 컨트롤러에 설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결 플레이트가 제공됩니다.

▶REBO5 소형 부품 ▶REBO5 소형 부품



■ 수동 해방 핸들

■ 연결판

■ 정류기

■ 로터허브의 내경

악세사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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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핸들은 장비의 설치와 조정 시에 수동으로 해방됩니다.

모델번호

▶ 이 부품은 고객이 거버너(Governer)와 기타 모터 부속을 설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연결판의 설치 규격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주문할 수 있습니다.

▶ 이 부품은 고객이 콤팩트한 구조의 마이크로 모터를 편리하게 설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브레이크의 끝부분이나 외부 스테이터 표면에

     장착할 수 있는 내부 정류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설치 홀의 허용오차는 H8입니다.

▶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키홈의 치수는 DIN688/1(GB/T1095-79)를

     만족시켜야 하며 * 표시된 내경은 키홈이 없습니다.

▶ 굵은 글자로 표시된 내경은 기본 치수입니다.

▶ 고객은 연결을 위해 플랫 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B의 치수는

     주문할 수 있습니다.

▶ 목록 안의 값은 설치 홀에 대하여 선택 가능한 치수입니다.

▶ 고객은 자신의 필요에 맞추어 주문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번호



■ 응용 범위

■ 제품모델

■ 제품범위

REB05 계열 대형 스프링 가압 전자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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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CH 가 제조한 REB05 계열 브레이크는 스프링 가압 건식마찰

     전자 브레이크입니다. (전원이 공급되면 해방되며 전원이 차단되면

     제동됨) 이 브레이크는 믿을 수 있는 제동력 및 정지유지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감속 및 정지유지 제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 제품 계열은 고객을 위해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며, 성능 지표를

     조합하고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터 제동                                                       ▶목공 기계                                                            ▶자동화 기술

▶모터 감속                                                       ▶포장 기계

▶ 여섯 가지 사이즈 옵션의 스프링 가압 전자 브레이크

▶ 스테이터의 정격 전압 (VDC) : 24V, 45V, 96V, 103V,

     170V, 180V, 190V, 205V

▶ 다양한 전력망 전압에 적용가능 (VAC) : 42 ~ 460V

전자 브레이크                             계열 번호                            베이스 번호                                기타

기타                             핸들 옵션                                                      정류기                            설치 방법

베이스 번호



제품 소개

■ 제품 범위

■ 토크 전달

■ 제품 특징

■ 신뢰성

■ 부속품 옵션

▶ 여섯 가지 사이즈 옵션의 스프링 가압 전자 브레이크
▶ 스테이터의 정격 전압 (VDC) : 24V, 45V, 96V, 103V,
     170V, 180V, 190V, 205V
▶ 다양한 전력망 전압에 적용가능 (VAC) : 42 ~ 460V

▶ 폭넓은 범위의 제동 토크 : 4 ~ 125 N. m

▶ 콤팩트 구조의 비용절약
▶ 고전압 내구성, 검증된 절연 성능 및 F-등급 단열(155°C)을 통해
     다양한 작동 조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납과 석면이 사용되지 않는 마모방지 마찰 라이닝을 사용함으로써
     긴 사용 수명을 보장합니다.
▶ 편리한 설치를 위해 설치 구경을 선택 가능합니다.

▶ ISO9001 품질보증시스템에 의해 인증된 최고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공급합니다.
▶ CE(저 전압) 및 UL 마크 인증을 통과하였습니다.
▶ RoHs 표준을 준수합니다.

▶ 각 규격의 제품에는 수동 해방 레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 각 규격별 마모 방지 보호기능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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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파라미터

■ ????

베이스 번호

베이스 번호

REB05계열 대형 브레이크 각부 치수

스쿠터용 브레이크

주:
1. 단위: mm
2. T는 정격 토크(N.m)를 나타냅니다.
3. 표에 수록된 L3는 리드선의 길이를 나타내며,
     이것은 따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스플라인 로터허브 내부 보어에 대한 추가적인 설치 치수

▶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설치 홀의 허용오차는 H7입니다.
▶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키홈의 치수는 DIN6885/
     (GB/T1095-70)JS9를 만족시킵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내경은 기본 치수입니다.

▶ 이 브레이크는 스쿠터와 그 밖의 초소형 운송 수단의 주차 브레이크 및 비상
     제동용 브레이크에 사용됩니다. 우리는 3Nm ~ 6Nm 토크와 12V 전압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이 브레이크는 콤팩트한 구조와 편리한 특성을 가진 저출력 저소음
     브레이크입니다.



REACH REB05계열 선택 목록

베이스 번호
자세한 사항은 REACH 카탈로그를 참조

_____V (42 ~ 460V, 정류기는 모든 AC 입력 전압용으로 필요합니다.)

____N.m (카탈로그 내의 제동 토크 선택 목록 참조, T 또는 Tmax 중에서 선택)

□ 표준 □특수___mm (100-1000mm 사이에서 1단계마다 100mm씩, 1000-2500mm 사이에서는 1단계마다 250mm씩)

조립 보어 직경 ___mm (카탈로그의 치수표를 참조)

입력 전압(AC)

브레이크의 정격 DC 전압

제동 토크

케이블 길이

스플라인 로터허브

부속품 (기능은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마찰면, 플레이트

수동 해방

IP 방진 방수 보호

□ 특수: 너비 ____, 너비의 허용오차 __mm; 높이___mm, 높이의 허용오차__mm

□ DIN6885/1 (GB/T1095-79) JS9에 따른 표준

□ 라이닝 (06번 이상)                               □플레이트                         □없음

□ 필요                                         □불필요

□ 방진 커버 (주위 환경으로부터 분진이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

□ 불필요

05 계열 스프링 가압 전자 브레이크 모델 선택 리스트

05 Series Spring-applied Electromagnetic Brakes Selection List 



전기 부속품

RZL 반파정류기 □4폴            □6폴 수직 설치             □6폴 수평 설치           □없음

RZL 전파정류기 □4폴           □6폴 수직 설치           □6폴 수평 설치             □없음

그 밖의 요구사항

상태 정보

용도
□모터 제동            □지게차            □크레인 리프팅            □크레인 이동              □ 기타

제동 시간 

설치 방식                                      □수직                                          □수평

모터 회전속도 :

출력 전압의 변동 범위

소음 제어 요건                                                                                                    □없음    □있음 ___dB (A)

제동 방식                                                           □감속 제동                                                    □정지유지 제동

모터 유형                                                        □일반 모터 
                          □주파수 변화 모터

RKZR 과여자정류기 □필요           □불필요

REB05 계열 스프링 가압 전자 브레이크 모델 옵션 리스트

Optional List for REB05 Series Spring-applied Electromagnetic Brakes Selection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