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출입용 자동도어장치
FAAC-884

제품 사양서

제품개요
¾ 본 제품은 공장 내에 설치된 출입제한용
DOOR의 OPEN/CLOSE를 무선
REMOCON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개발된
제품입니다.
¾ 현재 POSCO의 각 공장별로 출입제한구
역이나 위험지역 입구에는 통행을 차단하
기 위한 대형 DOOR들이 설치되어 있습니
다. 그러나 업무상 출입이 잦은 상시 출입
차량들은 출입 시마다 DOOR가 KEY로 잠
가져 있어 조업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KEY를 수동으로 열고 출입을 해야 하는
불편함 있습니다. 또한 대형차량 및 화물
차량 출입 시 DOOR를 수동으로 개폐하다
보니 차량과 DOOR가 충돌하여 접촉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¾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DOOR의 OPEN/CLOSE를 REMOCON
TYPE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동작설명
 DOOR의 OPEN/CLOSE는 크게 3 MODE로 구분한다.
¾

LOCAL MODE : 현장에 설치된 PANEL에서 “LOCAL MODE”
일 때 DOOR를 OPEN/CLOSE 할 수 있으며 DOOR는
OPEN/CLOSE의 LIMIT부까지 이동한 후 정지한다. 구분동작
은 불가.

¾

REMOTE MODE : 현장 LOCAL PANEL의 SELECT S/W가
“REMOTE MODE”일 때 상시 출입차량 운전자나 REMOCON
을 소유한 작업자가 DOOR를 무선으로 OPEN/CLOSE 할 수
있다.이때 DOOR의 OPEN/CLOSE 위치는 LOCAL MODE일
때와 동일하다.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채로 REMOCON을
이용하여 DOOR를 OPEN 시키면 DOOR는 제어판넬에 설치
된 REMOCON 수신기의 제어에 의하여 OPEN된다. 차량이
DOOR를 통과한 후에는 DOOR의 전단과 후단에 설치된
PHOTO SENSOR에 의하여 차량이 DOOR를 완전히 통과한
것을 확인한 후 DOOR를 자동으로 CLOSE 시킨다. 이때 운전
자의 REMOCON으로 DOOR의 CLOSE가 가능하나 후단에 설
치된 PHOTO SENSOR에서 이동물체 감지가 완전히 완료되
어야 REMOCON으로 CLOSE가 가능하다.(현장 여건에 맞추
어 RE-PROGRAMMING가능)

¾

MASTER MODE : MODE 상태가 “MASTER MODE”일 때 조
작이 가능하며 조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MODE이다. 조업자
는 현장작업이나 공사시 DOOR를 OPEN/CLOSE 하는 일이
많은데 이러한 작업을 위한MODE가 MASTER MODE이다.
MASTER MODE에서는 차량용 REMOCON으로 DOOR를
OPOEN/CLOSE 할 수 없으며 MASTER REMOCON을 소지한
조업 담당자만이 DOOR를 조작 할 수 있다. 또한 MASTER
MODE에서는 DOOR의 구분동작이 가능하다. 구분동작이란
LOCAL,REMOTE MODE에서 DOOR를 OPEN/CLOSE하면
LIMIT부 까지 이동한 후 정지하지만 MASTER MODE에서는
LIMIT부까지 이동하지 않고 도중에 DOOR를 정지 시킨 후 조
업자가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제품구성
¾ DOOR부
SIZE:8000*220*2000mm(L*W*H)
재질:Fe
색상:Gray
¾ CONTROL MOTOR부
¾ 제어판넬부

제품구성-CONTROL MOTOR부

제품 사양

FAAC-884 MC THREE-PHASE

전원 공급

400V (3ph)(+6%-10%)50(60) Hz

흡수 전력

950W

흡수 전류
토크

2.7A(230V)-1.6A(400V)

모터 회전 속도

1,400rpm

감속비

1:43.2

작동 주변 온도

-20 C+55 C

중량

50 kg

보호 등급

IP 44

오일 유형

FAAC OIL XD 220

게이트 속도

9,5m/min.(Z16)/7,2m/min(Z12)

리밋 스위치

플레이트와 함께 유도

클러치

오일 배쓰의 트윈 디스크

제품구성-제어판넬부
제품사양

FAAC-884T

전원 공급

230 V 3ph+N (+6%-10%)
50(60) Hz

모터의 최대 부하량

1300W

부속품 최대 출력

24Vdc 360mA max

작동 주변 온도

-20 C+55 C

표시기 조명 전원 공급

24V~(최대 5W)

2 개의 보호 퓨즈

1,6A 부속품

안전 타이머

255초

입력 - 열림, 부분 열림, 스톱, 잠금 안전 장치, 리밋 스위치
출력 - 표시기 조명, 플래싱 램프, 모터, 부속품용 24 Vdc
전원 공급
프로그래밍 - 열림후정지 시간(5/10/15/30/60/120/180
초), 로직 A1/A2/S1/E1/E2/B/C, pre-flashing

884 MC THREE-PHASE 기어모터
공업용
FAAC884 기어모터는 가장 육
중한 공업 게이트를 간단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공업용"
게이트는 특수 성능의 기어모
터를 부착하게 되는데, 이는
3,500 kg 게이트에 대해 강도
높은 사용을 가능하도록 한다.
강철의 특성
오일 배쓰의 특수 트윈 디스크 클러치는 드라이버 토크를 1-155daN
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Cataphoresis(전기 영동법) 처리와 폴리
에스테르 도장을 거친 강철 하우징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매우 견고하
고 안정적이므로 가장 엄격한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인텔리전트 기술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부착된 첨단 제어판에 의해 자동화가 제어되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어하게 되는데 이는 제어, 안전 그리고 신호 장
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긴 수명 보장
고강도 압력 캐스트 알루미늄 몸체로 된 기계 구성 부품과 조립품에
윤활유를 지속적으로 주입하면 오퍼레이터의 수명이 오래갈 수 있다.
역전 불가
비상의 경우, 브레이킹 장치는 매우 제한된 공간 내에서 게이트가 정
지되도록 하므로 압쇄 방지 안전 장치를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이
장치는 게이트가 잠금 상태에 있도록 하므로 전기 록이나 볼트를 설
치할 필요가 없다. 전원이 불량한 경우에는 특수 키 해제 레버를 사용
하면 게이트를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다.

상세설명-기어모터
¾

브레이크 모터가 있는 reversible 기어모터

¾

게이트 최대 중량 3,500kg(Z16)

¾

게이트 속도 10m/min(Z12)

¾

최대 사용 횟수 30%(2,000Kg의 최대 게이트 중량에 대해서는 100%)

¾

최대 토크 155Nm

¾

전기 모터 전원 공급 230/400V (3ph) (+6%-10%) - 50(60)Hz

¾

전기 모터 전력 850W

¾

직선 샤프트 기어박스

¾

작동 주변온도 -20 ℃+55℃

¾

보호 등급 IP55

¾

안전 마이크로스위치로 된 전기 해제 장치

¾
¾

레버와 롤러 마이크로스위치로 된 기계식 리밋 스위치

¾

cataphoresis(전기 영동법) 처리와 폴리에스테르 페인트
RAL 2004에 의해 보호되는 강철 하우징

¾

레벨링 스크루로 된 베이스

¾

삼각형 키와 안전 마이크로스위치로 된 도어

¾

오일 배쓰의 트윈 디스크 클러치

¾
¾

UNI 8612에 의거한 압쇄 방지 안전 장치

¾

아연 기초판(옵션)

¾

크기 (L x W x H) 430 x 310 x 586mm

육각형 키로 조절 가능한 장치

상세설명-제어판
¾

844 T 제어판

¾

슬라이딩 도어용 3상 기어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리밋 스위치 입력식 제어판

¾

전원 접촉기

¾

모터 최대 부하량 1.3KW

¾

부속품용 최대 출력 24Vdc-500mA

¾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

¾

보호 퓨즈 2개(모터/부속품)

¾

입력 상태 신호 LED

¾

카드 리시버/디코딩 카드용 컨넥터

¾

분리된 고, 저 전압 단말기 보드

¾

입력 상태 신호 LED

¾

프로그래밍 딥 스위치

¾

전자 브레이킹 장치

¾

자동(A1-A2-S1-S2) 및 반자동(E1-E2) 그리고 "데드먼" 기능 로직(B-C)

¾

안전 장치용 두 로직(딥 스위치)

¾

열림후 정지 시간의 선택 범위 5-180 s (딥 스위치)

¾

5초 pre-flashing 선택가능 (딥 스위치)

¾

입력: 잠금 안전 장치, 스톱 누름 버턴, 전체 열림 누름 버턴, 부분 열림/잠금
누름 버턴, 리밋 스위치

¾

출력: 부속품, 모터, 플래싱 램프 그리고 표시기 조명용 전원 공급

제품사양서-1

2.5A

884 MC THREE-PHASE
전원 공급

400V (3ph)(+6%-10%)50(60) Hz

흡수 전력

950W

흡수 전류
토크

2.7A(230V)-1.6A(400V)

모터 회전 속도

1,400rpm

감속비

1:43.2

작동 주변 온도

-20 C+55 C

중량

50 kg

보호 등급

IP 44

오일 유형

FAAC OIL XD 220

게이트 속도

9,5m/min.(Z16)/7,2m/min(Z12)

리밋 스위치

플레이트와 함께 유도

클러치

오일 배쓰의 트윈 디스크

제품사양서-2

884T 제어판의 사양서
전원 공급

230 V 3ph+N (+6%-10%) 50(60) Hz

모터의 최대 부하량

1300W

부속품 최대 출력

24Vdc 360mA max

작동 주변 온도

-20 C+55 C

표시기 조명 전원 공급

24V~(최대 5W)

2 개의 보호 퓨즈

1,6A 부속품

안전 타이머

255초

입력 - 열림, 부분 열림, 스톱, 잠금 안전 장치, 리밋 스위치
출력 - 표시기 조명, 플래싱 램프, 모터, 부속품용 24 Vdc 전원 공급
프로그래밍 - 열림후정지 시간(5/10/15/30/60/120/180 초),
로직 A1/A2/S1/E1/E2/B/C, pre-flas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