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RQUE CONTROLLER for Torque Motor

정격 및 성능

본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안전상의 주의사항을 읽으신 후 제품을 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기재된 주의사항은 제품을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위험요소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출력 단자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신체 및 통전물이 절대로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본 기기의 고장이나 이상이 중대한 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품 외부에 적절한

 보호회로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해 주십시오.

• 본 기기의 파손 방지 및 고장 방지를 위하여 정격에 맞는 전원전압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 감전 방지 및 기기 고장 방지를 위하여 모든 배선이 종료될 때까지 전원을 투입하지 마십시오.

• 방폭구조가 아니므로 가연성, 폭발성 가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본 기기는 절대로 분해, 가공, 개선, 수리하지 마십시오. 이상동작,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본 기기의 탈착은 전원을 OFF한 후 조치하여 주십시오. 감전, 오동작,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제조사가 지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전될 위험이 있으므로 통전 중 본기기를 패널에 설치된 상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 사용설명서의 내용은 사전 통보 또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문하신 사양과 일치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 운송 중 파손 및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하십시오.

• 부식성 가스(특히 유해가스, 암모니아 등),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서 사용하십시오.

• 본체에 직접 진동,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장소에서 사용하십시오.

• 물, 기름, 약품, 증기, 먼지, 염분, 철분 등이 없는 장소(오염등급 1 또는 2)에서 사용하십시오.

• 알코올, 벤젠 등 유기 용재로 본기를 닦지 마십시오. (중성세제로 닦아 주십시오.)

• 유도장애가 크고 정전기, 자기 노이즈가 발생하는 장소는 피하여 주십시오.

• 직사일광 및 복사열 등에 의한 열 축적이 발생하는 장소는 피하여 주십시오.

• 고도 2,000m 이하의 장소에서 사용하십시오.

• 물이 들어갔을 때에는 누전,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필히 점검을 받아주십시오.

• 전원으로부터 노이즈가 많은 경우에는 절연트랜스 및 노이즈 필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노이즈 필터는 필히 접지되어 있는 패널 등에 부착하고 노이즈 필터 출력축과 계기 전원단자의 

 배선은 짧게 하여 주십시오.

• 계기 전원선은 촘촘하게 꼬으면 노이즈에 대하여 효과가 있습니다.

• 단자의 극성을 확인한 후 배선을 정확하게 연결 바랍니다.

• 스위치나 차단기는 운전자가 조작이 용이하도록 가까운 거리에 설치 하십시오.

• 스위차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스위치나 차단기를 작동하면 전원이 차단된다는 사항을

 패널에 명기하십시오.

• 본 기기를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보수를 권장합니다.

• 본 기기의 탑재부품에는 수명이 있는 것과 경년 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터용량별 정격전류

품         명    TDS-1

사 용 용 도    토크 제어기

전 원 전 압    110VAC, 50/60Hz 공용

전압변동률    토크비례 (%)

소 비 전 력    4 VA이하 (무부하시)

제 어 방 식    위상제어 (전압)

사용주위온도    -10℃~55℃ (단, 결빙하지 않을 것)

사용주위습도    35~85% RH

중        량    100g

절 연 저 항    100㏁ 이상 (500V d.c 메가 기준)

내   전   압    1500VAC 50/60Hz에서 1분간

사    양 출   력 콘덴서용량 정 격 전 류

  7TDG1-6□   10㎌ 250VAC 0.6A

  7TDG2-6□   1.5㎌ 450VAC 0.18A

  8TDG1-10□   10㎌ 250VAC 0.8A

  8TDG2-10□   2.0㎌ 450VAC 0.4A

  9TDG1-20F2□   16㎌ 250VAC 1.0A

  9TDG2-20F2□   4.0㎌ 450VAC 0.6A

  9TDG1-30F2□   20㎌ 250VAC 1.6A

  9TDG2-30F2□   5.0㎌ 450VAC 0.9A

  9TDG1-40F2□   25㎌ 250VAC 2.4A

  9TDG2-40F2□   6.5㎌ 450VAC 1.2A

6W

10W

20W

30W

40W

* □안에는 부착되는 감속기의 모델 타입명(G/P/H)이 들어갑니다.

TDS-1 사용설명서 



TORQUE CONTROLLER for Torque Motor

정격 및 성능

본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안전상의 주의사항을 읽으신 후 제품을 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기재된 주의사항은 제품을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위험요소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출력 단자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신체 및 통전물이 절대로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본 기기의 고장이나 이상이 중대한 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품 외부에 적절한

 보호회로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해 주십시오.

• 본 기기의 파손 방지 및 고장 방지를 위하여 정격에 맞는 전원전압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 감전 방지 및 기기 고장 방지를 위하여 모든 배선이 종료될 때까지 전원을 투입하지 마십시오.

• 방폭구조가 아니므로 가연성, 폭발성 가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본 기기는 절대로 분해, 가공, 개선, 수리하지 마십시오. 이상동작,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본 기기의 탈착은 전원을 OFF한 후 조치하여 주십시오. 감전, 오동작,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제조사가 지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전될 위험이 있으므로 통전 중 본기기를 패널에 설치된 상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 사용설명서의 내용은 사전 통보 또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문하신 사양과 일치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 운송 중 파손 및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하십시오.

• 부식성 가스(특히 유해가스, 암모니아 등),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서 사용하십시오.

• 본체에 직접 진동,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장소에서 사용하십시오.

• 물, 기름, 약품, 증기, 먼지, 염분, 철분 등이 없는 장소(오염등급 1 또는 2)에서 사용하십시오.

• 알코올, 벤젠 등 유기 용재로 본기를 닦지 마십시오. (중성세제로 닦아 주십시오.)

• 유도장애가 크고 정전기, 자기 노이즈가 발생하는 장소는 피하여 주십시오.

• 직사일광 및 복사열 등에 의한 열 축적이 발생하는 장소는 피하여 주십시오.

• 고도 2,000m 이하의 장소에서 사용하십시오.

• 물이 들어갔을 때에는 누전,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필히 점검을 받아주십시오.

• 전원으로부터 노이즈가 많은 경우에는 절연트랜스 및 노이즈 필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노이즈 필터는 필히 접지되어 있는 패널 등에 부착하고 노이즈 필터 출력축과 계기 전원단자의 

 배선은 짧게 하여 주십시오.

• 계기 전원선은 촘촘하게 꼬으면 노이즈에 대하여 효과가 있습니다.

• 단자의 극성을 확인한 후 배선을 정확하게 연결 바랍니다.

• 스위치나 차단기는 운전자가 조작이 용이하도록 가까운 거리에 설치 하십시오.

• 스위차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스위치나 차단기를 작동하면 전원이 차단된다는 사항을

 패널에 명기하십시오.

• 본 기기를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보수를 권장합니다.

• 본 기기의 탑재부품에는 수명이 있는 것과 경년 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터용량별 정격전류

품         명    TDS-2

사 용 용 도    토크 제어기

전 원 전 압    220 VAC, 50/60Hz 공용

전압변동률    토크비례 (%)

소 비 전 력    4 VA이하 (무부하시)

제 어 방 식    위상제어 (전압)

사용주위온도    -10℃~55℃ (단, 결빙하지 않을 것)

사용주위습도    35~85% RH

중        량    100g

절 연 저 항    100㏁ 이상 (500V d.c 메가 기준)

내   전   압    1500VAC 50/60Hz에서 1분간

사    양 출   력 콘덴서용량 정 격 전 류

  7TDG1-6□   10㎌ 250VAC 0.6A

  7TDG2-6□   1.5㎌ 400VAC 0.18A

  8TDG1-10□   10㎌ 250VAC 0.8A

  8TDG2-10□   2.0㎌ 400VAC 0.4A

  9TDG1-20F2□   16㎌ 250VAC 1.0A

  9TDG2-20F2□   4.0㎌ 400VAC 0.6A

  9TDG1-30F2□   20㎌ 250VAC 1.6A

  9TDG2-30F2□   5.0㎌ 400VAC 0.9A

  9TDG1-40F2□   25㎌ 250VAC 2.4A

  9TDG2-40F2□   6.5㎌ 400VAC 1.2A

6W

10W

20W

30W

40W

* □안에는 부착되는 감속기의 모델 타입명(G/P/H)이 들어갑니다.

TDS-2 사용설명서 



특 징

접 속 도

외 형 치 수

볼륨 분리형 토크 설정기로 간단히 토크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 볼륨 부착된 명판

■ 볼륨 미부착 명판

·볼륨 부착 시 설치판넬에 ø9HOLE과 ø3HOLE 가공작업이 필요합니다.

■ 간단조작

단위: [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