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자석의 저전압 서보모터인 servPM시리즈는 

      
 

 
 

200W에서 
800W의 용량으로 7.6Nm의 최대 토크까지 지원하는 4종류
의 서보모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ervPM
저전압

stxim.com

높은 역동성과 전력밀도를 결합한 servPM 서보동기모터는 저전압 애
플리케이션들을 위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ervPM서보모터는 servSD 저전압 서보드라이브와 함께 사용하여 콤
팩트한 디자인에서 탁월한 성능과 높은 전력밀도를 제공합니다.

 
 

 
 

softMC
다축모션제어기

 

servSD
Servo Drive

 

 
 
 
 
 
 
 
 
 
 
 
 
 

서보모터

비용 효율적인 저전압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최적의 서보모터 솔루션

이 시리즈의 전기 기계 설계는 매우 역동적인 성능과 낮은 
코깅을 보장합니다. 다양한 모터 피드백 장치와 권선, 케이블 
및 커넥터 옵션은 요청 시 제공되며 특정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에 맞게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성능을 위해 STXI의 servSD 서보 드라이브와 
완벽하게 통합

servSD-servPM 서보 드라이브 및 모터 번들은 최상의 성능을 
위해 최적화된 조합으로 비용 효율적인 패키지에 고급 제어
기능, 높은 전력 밀도 및 원활한 커미셔닝을 제공합니다.

주요 이점들 

프레임 크기 : 60mm - 80mm

정격출력토크 : 0.64Nm ~ 2.55Nm

정격출력 용량 : 200W ~ 800W

낮은 코깅

절연등급 : class F

피드백 : Incremental, SSI, BiSS

보호등급 : IP54 (IP65 선택사항)

정지유지 브레이크 (선택사항)

인증 : CE 및 cUL

요청 시 맞춤제작 가능 

연관된 제품들



Contact STXI Motion for optimal motion and automation solutions.
www.stxim.com | contact@stxim.com

  

 

Servo motor SM2 Ordering Information  
  SM2 –   60  006  4  30  0  5  AB  0  M 

 SM2 Servo Motor                       

                       

 Frame Size                      

60 60 mm                      

80 80 mm                      

                       

 Torque                      
006  0.64 Nm                       

013 1.27 Nm                      

015  1.53 Nm                      

025  2.55 Nm                       

 DC Bus Voltage                      
2 24 VDC (optional)                      

4 48 VDC                      

 Rated Speed                      
30 3000 rpm                      

 Shaft                      
0 Smooth                      

1 Toothed (optional)                      

2 Keyway                      

 IP Rating                      

4 IP40                       

5 IP54                      

 Feedback                      
AB Incremental encoder AqB, Halls                  

 Brake                      
0 No brake                      

B With brake                      

 Connector                      

M  0.35 m cable with 
connector for servSD   

Power 
Feedback   Brake                   

F  0.35 m cable with 
flying leads                       

 
Contact STXI Motion to learn how our solutions can give you optimal performance from your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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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PM 제품은

각각의 모델별로 다음의 옵션사항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mm) (VDC) (W)

정격전류
(Arms)

정격토크
(Nm)

정격속도
(rpm)

최대속도
(rpm)

SM02-6020 60 48 200 6.5 0.64 3000 5400

SM02-6040 60 48 400 12.0 1.27 3000 5000

SM02-8048 80 48 480 14.6 1.53 3000 5100

SM02-8080 80 48 800 22.6 2.55 3000 4800

샤프트: Smooth, keyway
브레이크: With brake, without brake
콘넥터: servSD용 체결 콘넥터장착  0.35m 케이블

정격 및 치수

모델 프렌지 크기 전압 용량

주문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