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토오크 / 낮은 속도 – 감속기의 필요성 

 

을 제거  

낮은 토오크범위에서의 높은 속도

 분산 I/O 포인트로 작동 가능 - 기계 복잡성 감소

통합된 부품들은 비용, 공간 및 기계의 복잡성을 감소시킵니다.

분산형 아키텍처에서는 배선 및 조립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기계 제조업체
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모터, 제어 및 전력 전자 장치를 통합하는 분산형 
드라이브는 또한 공간을 확보하고 캐비닛의 발열을 줄입니다.

폐루프 제어 vs 개루프 제어 장점비교

StepIM 통합형 
폐루프  스테퍼 
모터  

서보트로닉스 모션콘트롤사의 비용 효율적인 디자인과 탁월한 폐루프 서보드라이브 

기술을 통해, stepIM은 스테퍼가격 수준으로 서보성능을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이점들

 정교한 폐루프 제어로 스텝 손실 없이
 모터 성능 향상

 토오크, 속도, 위치모드로 운영

 효율적 토오크 활용으로 모터사이징 최적화

 통합설계를 통한 부품 및 필요
 한 케이블 작업을 최소화

 필드버스 : CANopen DS402, EtherCAT

 안전보호 등급 IP65

 유지보수 필요없음 

CE 인증

www.stxim.com

softMC
다축 모션 제어기

연관된 제품들

개루프 제어 폐루프 제어 

부하의 급격한 변화는 스텝손
실의 원인이 되어  위치에러를 
발생시킴.

폐루프제어를 통한 엔코더 피드
백 기능은 정밀한 모션을 보장함.

스텝손실 없음 

부하의 변화량에 상관없이 모든  
속도범위에서 일정한 전류제어

부하에 종속된 전류 제어

모든 범위의 속도와 부하에
대한  최적의 토크 활용

중대역 공명 효과 제거

 높은 다이내믹 

미지원지원토오크 및 힘 
제어모드 

동기화 손실의 위험때문에 정 
격모터 토오크의 50 % 정도 
로 실제적인 제한이 있음

정격모터 토오크의 전체 범위
에서 100% 완전한 활용

최대 토오크 활용

스테핑 진동과 속도에
대한 높은 공진으로 소음
을 일으킴

감소된 스테핑 진동과 속도에 
대한 낮은 공진으로 소음이 낮음

낮은 소음 및 진동

필요 토오크와 무관하게 최대 
전류를  적용하므로 에너지 
손실이 높게 되고  이에 상응
하는 모터와 드라이브의 발
열을 발생시킴

실제하중을 기반으로 전류를 
제공하므로 모터의 발열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함.

에너지 효율



최적의 모션 및 자동화 솔루션을 위해서 STXI MOTION KOREA 로 연락 바랍니다.
www.stxim.com | contact@stxim.com

고해상도의 마그네틱 엔코더 
stepIM은 1회전당 4096 카운트의 12비트 앱솔루트 엔코더로 16kHz의 업데이트 속도를 통해, 실제 부하를 기반으로 생성된
자속을 정밀하게  제어하여 정확한 위치 지정과 최대 기계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간단한 커미셔닝을 위한 ServoStudio™
 설치 및 튜닝 프로세스에 이르는 단계적 안내

 실시간 데이타 기록 및 플  

 

로팅  

간단한 서보축들간의 통합

 모터 및 피드백 결선에 대한 플러그 앤 플레이 지원

모터길이
w/o shaft (mm)

프레임사이즈
(mm)

무게
(kg)

관성
(g*cm2)

유지토오크
(Nm)

입력전압
(VDC)

통신방식IP등급모델

75.342.30.37570.3514-48CANopen2017 Short

83.842.30.44820.4514-48CANopen2017 Medium

97.842.30.591230.6514-48CANopen2017 Long

97.442.30.5570.3514-48EtherCAT6517 Short

105.942.30.57820.4514-48EtherCAT6517 Medium

120.442.30.721230.6514-48EtherCAT6517 Long

86.4/91.456.40.62601.114-48CANopen20/6523 Short

108.4/112.456.414601.814-48CANopen20/6523 Medium

145.4/148.456.41.57502.614-48CANopen20/6523 Long

9156.40.882601.114-60EtherCAT6523 Short

11256.41.224601.814-60EtherCAT6523 Medium

14856.41.97502.614-60EtherCAT6523 Long

133.986.52.718503.514-48CANopen2034 Medium

163.486.53.827505.514-48CANopen2034 Long

135.586.53.31850514-75CANopen/ EtherCAT6534 Medium

16586.54.527507.714-75CANopen/ EtherCAT6534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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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Digital (IP20):
4 x Input 2 x Output

Digital (IP65):
3 x Input 1 x Output

Analog: 1 x Differential Input

모터 피드백 
12 bit absolute encoder

정격 및 치수 

주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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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resolution magnetic encoder 
With a 12 bit absolute encoder 4096 count per revolution and an update rate of 16 kHz, the stepIM precisely controls 
the magnetic flux generated based on actual load, ensuring accurate positioning and maximum machine efficiency.

ServoStudio™ for simple commissioning
Step-by-step guidance through the setup and 
tuning process

Real-time data recording and plotting

Easy integration of servo axes

Plug-and-play motor and feedback wiring

Rating and dimensions

Motor length 
w/o shaft (mm)

Frame size
(mm)

Weight
(kg)

Inertia 
(g*cm2)

Holding 
Torque (Nm)

Input voltage 
(VDC)CommunicationIP

ratingsModel

75.342.30.37570.3514-48CANopen2017 Short

83.842.30.44820.4514-48CANopen2017 Medium

97.842.30.591230.6514-48CANopen2017 Long

97.442.30.5570.3514-48EtherCAT6517 Short

105.942.30.57820.4514-48EtherCAT6517 Medium

120.442.30.721230.6514-48EtherCAT6517 Long

86.4 / 91.456.40.62601.114-48CANopen20 / 6523 Short

108.4 / 112.456.414601.814-48CANopen20 / 6523 Medium

145.4 / 148.456.41.57502.614-48CANopen20 / 6523 Long

9156.40.882601.114-60EtherCAT6523 Short

11256.41.224601.814-60EtherCAT6523 Medium

14856.41.97502.614-60EtherCAT6523 Long

133.986.52.718503.514-48CANopen2034 Medium

163.486.53.827505.514-48CANopen2034 Long

135.586.53.31850514-75CANopen / EtherCAT6534 Medium

16586.54.527507.714-75CANopen / EtherCAT6534 Long

 
 

Ordering Information Rev.21a  
 

stepIM   Integrated Closed Loop Stepper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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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     -  23M     1      2     CO     1      0   -   0  
 Integrated Stepper Motor                  
                   
 Type                  
T High torque                  
 Frame Size and Length                  
17S NEMA 17 Short                  
17M NEMA 17 Medium                  
17L NEMA 17 Long                  
23S NEMA 23 Short                  
23M NEMA 23 Medium                  
23L NEMA 23 Long                  
34M NEMA 34 Medium                  
34L NEMA 34 Long                  
 Shaft                  
1 Single flat (Frame size 17 and 23 only)                  
2 Double flat (Frame size 34 only)                  
3 Keyway                  
4 Full round                  
 Connector and Degree of Protection                  
2 Crimp connectors, IP20                  
6 M-connectors, IP65 (Frame size 23, 34 only)                  
 Communication                  
CO CANopen (Frame size 17, IP20 only)                  
EC EtherCAT (Frame size 17, IP65 only)                   
 Feedback                  
1 Standard – 12-bit absolute single turn                   
 Brake                   
0 No brake                  

1 With brake (Frame size 23, 34 only)                  
 Options                  
0 Standard: 

    
    
    

                 
1 NEMA 34, 14–48V, 4.5A (IP20 only)                  

  For Brake options and Gearbox options, contact STXI Motion. 
 

Ordering information

Motor feedback
12 bit absolute encoder

I/Os
Digital (IP20): 4 x Input, 2 x output
Digital (IP65): 3 x Input, 1 x output
Analog: 1 x Differential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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