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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y™
시리즈
모터
호 세그먼트 및 대구경 
모션을 위한 편평형 DDR 
모터

Infinity 시리즈를 사용하면, OEM에서 
부드럽고 정확한 호 모양 및 완전한 360
도 회전 모션 프로파일로 경량 페이로드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모듈 방식의 구조로 
사실상 무제한의 직경 및 초대형 스루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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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y™ 시리즈 모터
호 세그먼트 및 대구경 모션을 위한 편평형 DDR 모터

이점
•  초편평형 경량 구조
•  부분적인 호 세그먼트 모션 또는 360도 완전 회전 모션으로 

쉽게 구성되는 모듈형 설계
•  사실상 무제한의 직경을 제공하여 페이로드의 회전이 

가능하고 케이블, 광학, 감지 기술 및 기타 시스템 요소의 
경로를 편리하게 지정할 수 있음

•  부드럽고 정확한 모션
•  시스템 설계에 쉽게 통합됨
•  다양한 드라이브 및 컨트롤러와 호환됨
•  용도 요구 사항에 맞게 권선 및 폼팩터를 맞춤화할 수 있음

제품 사양 단위 ARC-112 ARC-200 ARC-225 ARC-325 ARC-545 ARC-765

연속 토크: Nm 0.65 2.18 13.78 11.08 21.21 63.4

최대 토크: Nm 1.95 6.54 41.34 33.24 63.63 190.2

외부 반경: mm 112.0 200.0 225.0 325.0 545.0 765.0

높이(축 길이): mm 20 23 33 40 40 40

최대 전류: 암페어 3.4 6.6 3.7 1.7 1.8 4.5

RoHS나와 있는 특정 모델 및 해당 데이터는 참조용으로 제공됩니다.  Infinity 시리즈 모터는 OEM의 용도에 맞도록 무제한의 직경/반경 치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대 토크 출력은 증폭기의 
3:1 최대 전류 대 연속 전류 비율과, 제한된 듀티사이클을 기반으로 합니다. 제품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얇은 모듈 방식
Infinity 시리즈의 호 형태의 모터는 토크, 속도, 유연한 폼팩터의 부드러운 모션이 
완벽하게 조합되어, 편평형의 경량 짐벌, 광대역 통신 안테나, 의학 스캔, 진단 영상 
검사, 정밀 검사, 계측 장비에 사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극도로 얇은 호 형태의 모터 세그먼트를 별도로 또는 결합하여 사용하면 정확한 
부분적인 호 세그먼트 모션 또는 360도 완전 회전 모션이 가능합니다. 모듈 방식의 
구성으로 사실상 무제한의 직경 및 초대형 스루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터 
디자인으로는 불가능한 높은 수준의 유연성을 자랑합니다.

직접 구동 기술을 통해 불필요한 베어링과 기어로 인해 발생하는 크기, 비용 및 
위치상의 오류를 없애 줍니다.

모든 모델이 다양한 컨트롤러 및 드라이브와 호환됩니다. 용도 요구 사항에 맞게 권선 
및 폼팩터를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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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y™ 시리즈 모터
호 세그먼트 및 대구경 모션을 위한 편평형 DDR 모터

Infinity 호 모터

모델 ARC-112 ARC-200 ARC-225 ARC325 ARC-545 ARC-765

부품 번호 1257-1-000-01 1160-1-000-01 1554-1-000-01 1144-1-000-10 1162-1-000-01 1162-1-000-02 1225

연속토크 Nm [oz-in] 0.65 [91.9] 2.18 [309.8] 13.78 [1951] 11.08 [1569] 21.21 [3003.2] 63.4 [8978.8]

최대 토크 Nm [oz-in] 1.95 [275.7] 6.54 [929.3] 41.34 [5853] 33.24 [4706.9] 63.63 [9009.6] 190.2 [26936.4]

반경 mm [in] 112 [4.41] 200 [7.87] 225 [8.86] 325 [12.8] 545 [21.45] 765 [30.12]

높이(축 길이) mm [in] 20 [0.79] 23 [0.91] 33 [1.3] 40 [1.57] 40 [1.57] 40 [1.57]

트랙 크기 각도 360 90 90 90 130 72 35

R ohm 5.30 1.40 10.90 50.00 57.00 18.00

L mh 1.10 0.55 9.14 38.40 32.00 13.00

Ke v/krpm 20 35 389 670 1250 1485

Kt 
[oz-in/amp] 

Nm/amp
0.19 [27.3] 0.33 [47.3] 3.71 [525.9] 6.39 [905.8] 11.93 [1690] 14.17 [2007.7]

Kt 사인 [oz-in/amp] 
Nm/amp

0.17 [23.7] 0.29 [41] 3.22 [455.4] 5.54 [784.5] 10.33 [1463.5] 12.28 [1738.6]

Km 
[oz-in/w½] 

N/w½ 0.08 [11.9] 0.28 [40] 1.12 [159.3] 0.9 [128.1] 1.58 [223.8] 3.34 [473.2]

열저항 °C/Watt 1.5 1.5 0.6 0.6 0.5 0.3

전류 amp 3.36 6.55 3.71 1.73 1.78 4.47

홀 옵션 아니요 예, 내부 아니요 예, 외부 예, 외부 예, 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