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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1.1 안전 작동 기본사항
매뉴얼을 숙지하고 제공된 정보를 완전히 이해한 것을 확인한 후 장비
를 작동 하십시오.
주의
1.1.1

충분히 작동 및 위험성에 대하여 숙지 및 준수하지 않으면 중대 사고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봇을 사용하는 공인 직원은 안전 정보 장을 포함하여 로봇 설명서를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1.1.2

위험한 지점과 각 재해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1.1.3

위험한 지점과 각 재해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1.1.4

매뉴얼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작동 방법을 이해하지 못

한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한 작동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
1.1.5

본 로봇은 로봇에 대하여 기계 및 전기적인 기초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겸비한 분이 조작 하여 주십시오
1.1.6

장비 작동에 익숙하지 않거나 안전 작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직원이 장

비를 작동시키면
1.1.7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전기 정비 직업은 반드시 기술자가 담당해야 합니다.

방호 장치를 갖추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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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안전 매트 또는 보호 프레임이 항상 유지되는 상태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1.1.9

안전 매트 또는 보호 프레임의 개방 후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보호구, 작업복 등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주의
1.1.10

작업복은 회전하거나 왕복하는 부분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리하십시오

1.1.11

정비 및 수리 중에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십시오.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로봇을 적정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합니다.
주의

1.1.12

작업장의 조명은 300 Lux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1.1.13

로봇은 견고히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1.1.14

로봇 주변의 피트 또는 개구부 등 작업자에게 위험성이 있는 경우 안전

조치 (덮개 등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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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고 라벨

경고 라벨을 제거하거나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경고

감전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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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의 사항
1.3.1

안전 수칙
-

항상 작업장을 정리정돈 하고 깨끗이 유지 하십시오.

-

의도하지 않은 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비에 기대지 말고 스위치, 버튼,
작동 키 등에 우발적으로 접촉하지 마십시오.

-

로봇 작동 범위 내에 작업자 임의 출입을 금지하십시오.

-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

적합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십시오. 소매가 긴 옷 등은 말릴 위험이
있으므로 소매가 밀착되는 작업복을 착용하십시오.

-

작업시작 전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매니퓰레이터 작동
의 이상 유무, 제동 장치 및 비상 정지 장치 등을 점검하십시오.

-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십시오.

-

로봇의 운전 중 로봇에 접촉함으로써 윔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매트
또는 보호 프레임을 설치하십시오.

-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등의 비정상 작업 시 전원 차단 등 로봇의
운전을 정지하십시오.

-

기동 장치에 잠금 표시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
치하십시오.

-

전원 케이블의 피복 손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접속부의 접속 상태 및 접지선의 탈락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

작업 종료 후 로봇의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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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품의 운반 및 설치
로봇 운반을 위하여 인양할 때, 그 아래에 있지마십시오.
경고

1.4.1

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하십시오.

제품의 운반
-

호이스팅 작업에 대해 일반적인 작업 순서는 안전 규정에 따라 주의하여
실시하십시오.

-

호이스팅 작업을 위한 아이볼트 설치 시 아래에 표시된 위치를 참고하여
설치하십시오
아이볼트 규격 : 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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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을 들 때에는 균형이 중요하므로 확인 후 들어서 이동하여 주십시오.

-

로봇 운반 시 본체 및 전기 장치 등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보조 달기 기구 및 크레인은 로봇의 중량 이상의 것을 사용하십시오.

1.4.2

제품의 설치
-

평탄한 곳에 견고히 설치하십시오

-

관련 작업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공간을 확보 할 수 있
도록 설치하십시오

-

로봇 주변의 피트 또는 개구부 등 작업자에게 위험성이 있는 경우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십시오

-

작업장의 조명은 300 Lux 이상 유지하십시오

-

로봇 본체와 조작반을 접속할 때에는 감전 방지를 위해 외부 전원을 접속하
지 말아 주십시오

-

비상 정지 장치는 조작반 이외의 장소에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십시오

-

비상 정지 장치 및 운전 정지 램프 등은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십시오

-

기계적 스토퍼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스토퍼를 설치하십시오

-

전기적 스토퍼의 작동 회로는 로봇의 프로그램에 의한 제어 회로와 독립적
으로 설치하십시오.

-

전원의 연결
 기계의 제원에 맞는 전원을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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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선이 있으므로 반드시 접지하여 주십시오
(접지 위치 하단 그림 참조)
접지위치

 전원 접속 후 반드시 회전 방향을 확인 하십시오. 상이 맞지 않으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조작반 설치 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십시오
 과도한 티끌, 먼지, 기름, 연기, 물 등이 발생하는 환경에는 필요한 조
치를 취해 주십시오 (필터 설치 등)
 전기적 노이즈 환경이 양호한 환경에 설치하십시오 (전기적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는

주변기기에 서지 킬러 준비)

 인화성 또는 부식성 액체나 가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십시오
 과도한 진동이나 충격의 영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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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품의 사용
1.5.1

최초 사용전 확인할 사항
-

전원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이상시 즉시 운전을 정지할 수 있는 비상 정지 장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로봇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로봇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로봇의 부분 중 느슨해진 곳이 없는지 검사하십시오.

1.5.2

사용 방법
-

조작반 전원 투입 방법
 조작반에 전원을 투입할 대는 로봇 주변의 안전을 확인하십시오
 조작반의 제어 전원을 켜서 제어 전원용의 1차 전원을 투입하십시오
 로봇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과 안전 대책이 기능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한 후 모터 전원을 켜고 모터 램프가 점등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모터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 또는 에러 화면이 표시되는 경우 차
단 조치를 실시한 후 다시 한 번 위의 순서로 진행하십시오

-

조작반 전원 차단 방법
 로봇을 정지시키십시오. 단, 로봇의 이상 동작 등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곧바로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모터 전원을 차단 하십시오.
 로봇이 정지된 것을 확인한 후 모터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모터 램프가 꺼진 것을 확인한 후 제어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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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품의 관리
1.6.1

청소 및 보수
-

해당 로봇에 대한 청소가 필요할 시에는 먼저 전원을 차단하고 실시하십시
오. 전원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불시 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

확인 운전은 가동 범위 밖에서 실시하십시오.

-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도를 유지하십시오.

1.6.2

제품의 점검 방법
-

사용 전 점검
 제동 장치 기능을 확인하십시오
 비상 정지 장치의 기능을 확인하십시오
 접촉 방지를 위한 설비 및 산업용 로봇과 인터록 기능을 확인하십시오
 관련 기기 및 산업용 로봇과의 인터록 기능을 확인하십시오
 외부 전선 등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공급 전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로봇 작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이상음 및 이상 진동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

정기 점검
 주요 부품의 볼트 풀림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가동 부분의 윤활 상태, 기타 가동 부분에 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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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

 동력 전달 부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전기 계통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작동 이상을 검출하는 기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엔코더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십시오
 서보 계통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스토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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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개
2.1 개요

JRD-S7(JuniRobotDelta-Standard 7)은 로보트로에서 자체 개발한 모션 제어기 및 모터 드라이
버를 사용하여 개발된 국내 유일의 소형/정밀 델타 로봇으로, 소형 제품의 조립/검사/물류 공정
에 적합한 델타 로봇입니다.
JRD-S7은 32bit ARM Core MCU가 사용된 모션 제어기를 통하여 실시간 Inverse/Forward
Kinematics 연산을 수행하여 직선/원호 보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PC와 같은 별도의 외부
시스템 없이 단독적으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JRD-S7은 구동부에 장착된 고정밀 하모닉 감속기와 특허 출원된 로보트로 고유의 델타 로봇
링크 메커니즘을 통하여 로봇의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JRD-S7은 가변 링크 디자인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 다양한 작업 반경의 로봇으로 변경 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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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징
2.2.1

소형 사이즈
-

가로 549mm, 세로 631mm, 높이 333mm의 소형 사이즈로 소형 IT 제품의 조립/검사 공정
에 손쉽게 적용 가능

2.2.2

빠른 동작 속도
-

2.2.3

BLDC 고속 모터를 채택하여 100mm 거리를

1초에

4회 이상 반복 가능

높은 정밀도
-

모터 감속부에 채택된 고정밀 하모닉 감속기 및 특허 출원된 백래쉬 저감형 델타 링크 메
커니즘에 의하여 동급 최고의 정밀도 구현

2.2.4

실시간 모션 보간
-

32bit MCU가 사용된 모션 제어기를 통하여 실시간 Inverse/Forward Kinematics 연산을 수
행하여 직선/원호 보간 이동 가능

2.2.5

단독 구동
-

자체 제작된 모션 제어기를 탑재하여 PC와 같은 별도의 외부 시스템 없이 단독적으로 구
동이 가능

2.2.6

Input/Output port 지원
-

외부 접점 입출력을 위하여 16 / 16 port의 입출력 포트를 제공. Emergency Stop, Zero
Position, Ready, Run, Stop 등의 시스템 I/O 뿐만 아니라 사용자 I/O도 재정의 가능

2.2.7

Excel 방식 Motion 편집 기능
-

기존의 언어 기반의 로봇 티칭 방식이 아닌 Excel 방식의 Cell

기반 로봇 티칭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30분의 교육으로 로봇을 손쉽게 제어 가능

2.2.8

통신 제어 프로토콜 제공

www.robot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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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메인 시스템에서 직접 제어할 수 있는 통신 프로토콜을 제공하여 외부 프로그램에서
JRD-S7의 모든 기능 제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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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명칭
Delta robot Mounting Block

Servo Motor (Arm 1, 2, 3)

Arm First

Arm Second

Rotational Axis

Servo Motor (Rotational Axis)

www.robot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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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양
3.1 전기적 사양
자유도

3 축 (X, Y, Z) + 1 축 (R)

작업 반경

Ø400, Z 방향 최대 180mm

가반 하중

3 kg

5 kg

0.07mm

0.05mm

속도

600 mm/sec

300 mm/sec

전원

DC 24 V

전류

최대 10 A

반복 정밀도

인터페이스
메인 컨트롤러
모터

ETHERNET, RS-232, USB 통신, IN/OUT 각 16 점 외부 IO 제공
32bit DSP MCU / 실시간 Forward/Inverse Kinematics 연산
100W BLDC (X, Y, Z), 50W BLDC (R)

감속기

1/100 하모닉 감속기

사용 환경

주위 온도 0°C ~ 50°C

1/200 하모닉 감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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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구적 사양
549

Ø400

631

120.5

230
Ø400

80

120

Ø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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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컨트롤러 구성
4.1 구성도

CLDC

상태 표시

전원

Servo

EMG Stop

통신

ON/OFF

I/O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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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컨트롤러 설명
4.2.1

디스플레이 LCD [CLCD]
컨트롤러의 UI를 표시하기 위한 LCD 입니다.

4.2.2

상태 표시 LED
로봇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LED 입니다.
위치

번호

기능

1

전원 ON/OFF
상태 확인

4.2.3

2

Error 상태 확인

3

통신 상태 확인

4

미정

비상 스위치 [EMG STOP]
동작 중인 로봇을 비상 정지 시키는 스위치 입니다. 비상 정지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즉시 로
봇의 동작의 멈추게 됩니다. 로봇을 재구동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원을 오프 후 다시 온 시
켜야 합니다.

4.2.4

전원 스위치
로봇 및 컨트롤러의 전원을 ON/OFF 할 수 있는 스위치 입니다.
위치

번호

기능
OFF 상태

1

OFF

2

ON

ON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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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컨넥터 [POWER]
기본적으로 48V DC 전원을 사용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모터의 최대 전류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SMPS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치

4.2.6

번호

기능

1

48V

2

GND

3

FG

컨트롤러

PC / 상위 제어기

SCC2A-13-3S

SCC6A-13-3P

통신 컨넥터 [RS-232]
PC 또는 상위 제어기와 RS-232 통신 선을 연결합니다.
위치

번호

기능

2

TX

3

RX

5

GND

컨트롤러

PC / 상위 제어기

D-SUB 9P (Female)

D-SUB 9P(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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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및 엔코더 컨넥터
모터의 Phase 및 엔코더의 핀맵입니다.
위치

번호

기능

1

U

2

U

3

V

4

V

5

W

6

W

7

FG

8

FG

9

NC

10

NC

11

NC

12

NC

13

NC

14

Brake

15

Brake

16

ENC B+

17

ENC B-

18

ENC A+

19

ENC A-

20

ENC C+

21

ENC C-

22

ENC Vcc

23

ENC GND

24

쉴드선

컨트롤러

PC / 상위 제어기

SCC2A-25-24S

SCC6A-25-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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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INPUT / OUTPUT 컨넥터
외부 상위 제어기에서 디지털 IO 신호를 입력/출력합니다.
위치

번호

기능

컨트롤러

상위 제어기

Latch Header 34

IDC1016-34P

Pin
1

VCC (24V)

2

INPUT 1

3

INPUT 2

4

INPUT 3

5

INPUT 4

6

INPUT 5

7

INPUT 6

8

INPUT 7

9

INPUT 8

10

Home Return

11

Servo ON

12

Move Enable

13

Motion Stop

14

Emergency Stop

15

Alram Reset

16

NC

17

NC

18

OUTPUT 1

19

OUTPUT 2

20

OUTPUT 3

21

OUTPUT 4

22

OUTPUT 5

23

OUTPUT 6

24

OUTPUT 7

25

OUTPUT 8

26

Power ON

27

Servo ON

28

Move E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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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Ready

30

Motion END

31

Busy

32

Error

33

Power Lock

34

GND

Latch Header 34P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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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C_IO_24V

INPUT

OUTPUT

IN2
IN4
IN6
IN8
Serv o On
Motion Stop
Alram Reset
NC
OUT2
OUT4
OUT6
OUT8
Serv o On
Ready
Busy
Power Lock

User’s Manual 기본편
J14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HEADER 17X2

IN1
IN3
IN5
IN7
INPUT
Home Return
Mov e Enable
Emergency Stop
NC
OUT1
OUT3
OUT5
OUT7
OUTPUT
Power On
Mov e Enable
Motion End
Error

GND_IO_24V

입력 회로는 포토커플러로 절연되어 있습니다. 입력 회로 전원은 드라이버에 공급되는 입력 전
원을 내부적으로 사용합니다. 입력 전원과 드라이버 전원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출력
전원 분리] 사양으로 주문하십시요.
입력 회로는 입력 포트가 GND와 통전되는 경우 ON으로 인식합니다. ON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는 최소 1.5ms 이상 ON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출력 회로는 포토커플러로 절연되어 있습니다. 출력 회로의 GND는 드라이버에 연결되는 GND
를 내부적으로 사용합니다. 출력 전원과 드라이버 전원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출력
전원 분리] 사양으로 주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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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회로는 드라이버가 ON을 출력하는 경우 출력 포트가 GND와 통전됩니다. 출력 ON시 최
대 허용 전류는 50mA입니다. 최대 허용 전류를 초과하는 외부 장치와 연결할 경우, 릴레이와
같은 별도 회로를 구성하여 연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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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
5.1 시스템 요구 사항
PC

IBM 호환 PC

운영체제

Windows 2000 / XP / 7 / 8 / 10

CPU

Intel Pantium 4 2㎓ 이상

RAM

512 MB 이상

5.2 주니셀윈 설치
5.2.1

프로그램 다운로드
주니셀윈

설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합니다.

프로그램은

로보트로

홈페이지

(www.robotro.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5.2.2

주니셀윈 설치
다운로드 한 파일의 압축을 풀고 설치 파일인 setup.exe를 실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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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설치 경로를 지정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
니다(사용자 선택 자유입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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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가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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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니셀윈 실행
6.1 사전 준비 사항
PC에 Serial 포트가 없는 경우, 컨트롤러와 PC간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하여 USB to Serial 컨
버터가 필요합니다.
USB to Serial 드라이버를 설치 후 통신 포트 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신 포트 번호는 제어판 -> 하드웨어 및 소리 -> 장치관리자 -> 포트(COM&LPT)를 순차적으
로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2 주니셀윈 실행
6.2.1

주니셀윈 실행하기
윈도우의 시작 버튼 -> 모든 프로그램 -> ROBOTRO 폴더를 순차적으로 클릭한 후 Junicellwin
을 클릭하여 주니셀윈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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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셀윈 실행 장면
주니셀윈을 실행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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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니셀윈 화면 구성
7.1 기본 화면 영역

7.1.1

화면 영역 설명

① 기본 설정 영역
컨트롤러인 주니콘(Junicon)과의 통신 연결을 설정하는 영역입니다. 통신 포트 번호, 속도, 응답
속도, 서보 ID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탭 메뉴
기본 화면의 내용을 변경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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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명령어 선택 영역
로봇의 모션을 제작, 실행, 편집하기 위한 기본적인 명령어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④ 비상 정지 (Emergency Stop)
동작중인 로봇을 비상 정지 시키는 영역입니다. 비상 정지 버튼이 실행되면 즉시 로봇의 동작
이 멈추게 됩니다. 비상 정지 버튼이 실행되면 반드시 전원을 오프 후 다시 온 하여야 로봇의
구동이 가능해 집니다.

⑤ 개별 동작 영역
로봇을 구성하는 각 서보를 개별적으로 동작 시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각 서보에 대한 토크를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델타 로봇인 경우 개별 서보의 동작이 아닌 X, Y, Z 방향으로의 동작
이 실행됩니다.

⑥ 모션(Motion) 입력 영역
로봇의 모션 데이터를 입력하는 영역입니다. 모션에 대한 동작 시간, 딜레이, 반복 영역 지정
및 반복 횟수 지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⑦ I/O상태 및 Servo Status
JUNICON의 Input, Output, Servo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I/O가 연결되어있지 않아도 Simulation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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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니셀윈 화면 구성 상세
8.1 기본 설정 영역

8.1.1

COM Port 설정
사용할 포트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COM Port’버튼을 누르면 현재 사용 가능한 포트가 확인
됩니다. 장치관리자에서 USB to serial의 포트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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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속도 설정
통신 속도를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115,200 bps.

8.1.3

통신 응답 딜레이 설정
통신 시 응답 딜레이를 설정합니다. PC 및 USB To Serial 등 기기 사양에 따라 통신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8.1.4

컨트롤러 ID 설정
동작 시킬 컨트롤러의 ID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기본 0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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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연결 / 중단
통신을 연결 및 중단합니다.
연결 되어 있는 경우

8.1.6

연결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연결 상태
주니셀윈과 주니콘과의 통신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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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탭 메뉴

8.2.1

Pose Action
기본 화면으로 로봇의 동작에 관련된 화면입니다. 모션의 생성, 편집, 실행 등을 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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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 View
주니콘의 RAM에 저장된 모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행되는 모션의 위치를 확인하고
모션의 실행 순서를 확인 및 검증할 수 있습니다.

8.2.3

Input Setting
I/O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로봇의 동작과 I/O와의 연동시에 사용합니다.

8.2.4

Configuration
로봇에 대한 환경 설정 화면 입니다. 적용된 로봇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로봇에 적용된
서보의 위치 데이터의 최대값과 사용할 서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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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o Setting
서보의 내부 파라미터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입니다.

8.2.6

Palletizing
파렛타이징 모션을 생성할 수 있는 화면 입니다. 일정한 간격 및 배열로 제품을 Pick & Place
할 경우 파렛타이징 기능을 활용하여 모션을 간단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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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어영역 - 명령어 영역

3

⑧ Robot ON
지정된 서보를 켜는 버튼입니다. Servo ON이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서보 On항목에 붉은 점이
들어오며 Servo Off가 되면 붉은 점이 사라집니다.

Servo On 상태

Servo Off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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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과 같이 Servo 1~3(3축 기준)을 선택 후 Robot ON 버튼을 누르면 Servo On항목에 붉
은 점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Servo를 선택하지 않고 버튼을 누르면 “Select
more than one cell”이라는 경고창이 나타납니다.

⑨

Robot OFF
지정된 서보를 끄는 버튼입니다.

⑩

Zero Setting (원점수행)
서보의 제로점을 지정하는 버튼입니다. Zero Setting이 수행되면 서보가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는 위치까지 이동하게 되며, 그 위치 데이터를 제로점으로 설정합니다. Zero Stting을 수행하
게 되면 다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일부의 버튼이 비활성화 됩니다. Zero Setting의 수행
중 로봇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출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된 모션을 실행하게 되면 잘못된 위치
데이터로 인하여 로봇의 오동작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Zero Setting의 완료 후 비활성된 버튼을 재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Robot Off 후 Robot On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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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동작 영역(Servo Jog 제어)
Servo를 Jog로 임의의 지점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각 축의 Jog 버튼으로 아래의
스크롤바에 의해 정해진 속도로

Jog의 MAX Speed를 설정합니다.
각 축의 Speed를 설정합니다.

Servo의 위치 상태를 나타냅니다.

⑫

Read Delta / Read Motion
서보의 현재 위치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아래의 사진과 같이 사용중인 Servo를 선택해야 정상
적으로 위치가 불러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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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Pose
사진과 같이 블록을 지정한 후 해당버튼을 누르면 Speed, Delay가 적용된 Pose를 수행합니다.

Pose

⑭

Save Motion
다수 Pose들을 JUNICON의 RAM에 저장합니다. 지정한 Pose들만 저장됩니다.

⑮

Motion No
JUNICON의 RAM에 저장된 모션을 Pose No.에 의해 순차적으로 실행합니다. 모션 실행시 시작
할 Pose를 블록을 잡으면 해당 Pose부터 실행됩니다.

Pose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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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Motion
수행중인 로봇의 모션을 정지합니다. ‘End Pose’가 0이라면 현재 좌표에서, 그 외의 모션넘버가
입력된 상태라면 해당 Pose좌표로 이동한 후 동작을 멈춥니다..

17

Save / Run Motion
지정된 영역의 모션을 JUNICON의 RAM에 저장 후 수행합니다.

18

Flash Motion
JUNICON의 RAM에 저장된 모션을 Flash Memory에 저장합니다.
주의! 이 명령을 수행하기 전 로봇의 서보는 Off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Flash Clear
JUNICON의 Flash Memory에 저장된 모션을 삭제합니다.

20

Break OFF
브레이크를 해제합니다. 손으로 로봇을 직접 티칭할 수 있습니다.

21

SW Break OFF
모터의 토크를 해제합니다. ‘Break OFF’보다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SW Break OFF를 사용할 경우 델타 로봇이 바닥과 충돌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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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View PLC
PLC와 I/O간 데이터 입출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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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제어 영역 - 모션 입력 영역

① No.
포즈의 번호를 나타냅니다. 이 번호는 컨트롤러 상의 메모리에 저장될 때 수행할 포즈의 번호
이므로 중복되어 저장될 수 없습니다. (중복 저장 시 마지막 포즈만 저장됨)

② Name
제작한 포즈의 이름 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명칭을 기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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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peed
포즈의 동작 속도(시간)를 설정하는 영역입니다. 시간 모드로 동작할 경우 Speed가 100일때 수
행 동작 시간은 1초입니다. 로봇의 현 지점에서 포즈의 이동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
니다. 속도 모드로 동작할 경우 Speed는 설정된 로봇의 최대 동작 속도 중 사용할 동작 속도
의 백분율을 나타냅니다.

④ Delay
포즈의 실행 완료 후 다음 포즈 실행까지의 지연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딜레이가 100일
때 지연 시간은 1초 입니다.

⑤ Next Pose
현재 포즈 완료 후 실행할 다음 포즈의 번호를 나타냅니다. 다음 그림에서 13번 포즈의 다음
포즈는 2번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13번 포즈가 수행 완료되면 2번 포즈를 수행하게 됩니다.

⑥ Loop
포즈의 반복 횟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포즈 번호가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된 포즈의
반복 수행 전 다음 포즈 번호로 이동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1~13번 포즈의 수행 완료 후 다음 포즈 번호인 2번으로 이동하여 2~13번 포즈
가 3번 더 반복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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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nd Pose
동작 종료 신호(Stop Motion)를 받았을 때 이동할 포즈의 번호 입니다. (종료 신호가 없는 경우
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종료 동작 No.가 “0”인 포즈에서 동작이 종료 됩니다

위 그림에서 동작 수행 중 동작 종료 신호를 받았을 때에는 모든 포즈의 종료 동작 번호가 “0”
이므로 그 즉시 동작이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 그림에서는 13번 포즈에만 종료 동작 번호가 “0”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1~12번 포즈에서 동작 종료 신호를 받더라도 13번 포즈까지 수행이 완료된 후에 동작이 멈추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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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Run Output
로봇 동작중 신호를 외부의 인터페이스와 연동시 사용합니다. 연동할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해당 포트로 출력신호를 내보냅니다.

⑨ End Output
로봇의 동작 완료 신호를 외부의 인터페이스와 연동시 사용합니다. 연동할 포트 번호를 입력합
니다. 해당 포트로 출력신호를 내보냅니다.

⑩ Cond Jump
⑪ Jump No.
⑫ X, Y, Z
⑬ S1 ~ S6
로봇(서보)의 모션(포즈)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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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델타 로봇의 경우 S1은 X축 위치 데이터, S2는 Y축 위치 데이터, S3는 Z축 위치 데이터, S4
는 R축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 외의 S5 이후부터는 모터가 추가되었을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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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Input Setting

Input Setting : JUNICON의 Input Port로 동작 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좌측은 Input Port설정에 관한 창이며 우측은 Pose Action탭과 연동되어 보여지는 모션 입력 영
역입니다.


No. : Input setting 번호를 지정합니다.



Name : 해당 Input Port의 대해 사용자가 임의로 이름을 지정합니다.



User Input :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 가능한 Input Port 1~8까지 중 설정할 수 있습니다.



Motion : 해당 Input Port로 신호가 들어왔을 경우 정해진 모션동작을 실행합니다.

① Save Input Motion
Input Port 설정 값을 JUNICON의 RAM에저장합니다.

② Read Input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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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CON의 RAM에저장된 Input Port 설정 값을 읽어옵니다.

③ Flash Input Motion
Input Port 설정 값을 JUNICON의 Flash Memory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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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Configuration

로봇의 방식, 로봇의 구동범위, 사용할 모터 선택, JINICON I/O Port 설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① Main Configuration
로봇의 구성에 따라서 Delta Robot이나 XY Robot으로 구동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Parameter for XY robot
로봇에 장착되어있는 Servo모터의 최대 동작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③ Servo Configuration
로봇에 장착되어 있는 Servo모터 중 사용할 모터를 선택합니다.
3축일 경우 Servo 1~3까지 체크, 4축일 경우 Servo 1~4까지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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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PLC Input Name Configuration
입력 포트들의 이름을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⑤ PLC Output Name Configuration
입력 포트들의 이름을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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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Palletizing

범위를 설정하여 범위내의 Pick, Place 등의 좌표를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⑥ Pallet setting On/Off
Palletizing 설정창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⑦ Pick Setting
P1 :

범위를 설정할 첫 번째 좌표.

P2 :

범위를 설정할 두 번째 좌표.

P4 :

범위를 설정할 세 번째 좌표.

Move Speed :

다음 좌표로 이동하는 Pose의 Speed를 정합니다.

Move Delay :

다음 좌표로 이동한 Pose의 Delay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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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 Speed :

아래로 내려가는 Pose의 Speed를 정합니다.

Down Delay :

아래로 내려간 Pose의 Delay를 정합니다.

Up Speed :

위로 올라가는 Pose의 Speed를 정합니다.

Up Delay :

위로 올라간 Pose의 Delay를 정합니다.

X No, Y No :

P1 – P4의 범위 내 좌표를 얼마나 등간격으로 나눌 건지 설정합니다.
Ex) P1의 좌표가 10, 10, 10(X, Y, Z), P4의 좌표가 20, 20, 20(X, Y, Z)일 때
X No, Y No을 각각 5를 입력할 경우 좌표는 5가지로 ‘10, 12.5, 15, 14.5,
20’식으로 나뉘어 생성된다.

Z Up :

P1 – P4의 Z의 Move, Up좌표의 높이가

현재 설정된 값보다 높여서 생

성하도록 합니다.
Start No :

시작할 Pose의 Number를 설정합니다.

Row No :

⑧ Place Setting
앞서 설명된 ‘Pick Setting’를 설정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⑨ Set, Rev, UNLOCK
Set :

Pick Setting과 Place Setting의 설정대로 좌표를 이동, 하강, 상승 순으로 생성합

니다.
Rev :

Pick Setting과 Place Setting의 순서를 바꿉니다.

UNLO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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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제 해결
9.1 Q & A
9.1.1

케이블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서보를 “On”하면 켜지지 않습니다.
부품에 이상이 없고 케이블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도 서보의 “On”이 안된다면 서보의
현재 위치(각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위치가 설정된 동작 가능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경우 서보는 켜지지 않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동작의 발생으로 인한 고장 및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9.1.2

통신 연결이 안됩니다.
통신 연결 시 COM Port를 정확하게 선택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신속도 또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러의 전원을 OFF 후 다시 ON 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러의 전원을 끄게 되면 통신 연결상태 또한
해제가 됩니다. 때문에 화면상에는 연결상태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9.1.3

모션을 실행 시 도중에 멈춤니다.
모션의 동작 번호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빠진 동작 번호가 있거나 알파벳등의 문
자가 모션의 실행 도중 멈추게 됩니다.

9.1.4

모션을 실행 시 이상하게 동작합니다.
모션의 동작 번호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니콘에서 인식할 수 있는 동작번호는 1~350번
까지 입니다. 때문에 동작번호가 350번이 넘어갈 경우 정확한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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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정 이력

User’s Manual 기본편

10 개정 이력
버전

내용

날짜

1.0

생성

2012.02.14

1.1

JRD-S7 으로 1 차 개정

2016.08.02

1.2

JRD-S7 으로 2 차 개정

201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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