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바우라 기계 신형 SCARA 로봇

THE400
 시바우라 기계의 신형 모델 SCARA 로봇 THE400
- 정밀함이 요구되는 전자 기기와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검사 공정에 적합합니다.

- 정확한 이동 궤적, 고속 동작과 높은 가반 성능을 실현했습니다.

(사이클 타임 0.39초(2kg 반송 시). 최대 적재량 5kg. 허용 관성 모멘트 
0.06kgm2)

-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메커니즘과 제어기능을 탑재한 SCARA 신형 모델.

로봇 사양
모델명 THE400
타입 수평 다관절
제어축 수 4축
팔 길이 400 mm(225 mm + 175 mm)
동작범위 제1축 ± 130 deg

제2축 ± 145 deg 
제3축(Z축) 0~160 mm
제4축(Z축 회전) ± 360 deg

최대속도＊1 제1축 672 deg/초
제2축 780 deg/초
제3축(Z축) 1,120 mm/초
제4축(Z축 회전) 1,800 deg/초
합성(제1,2축) 7.0 m/초

최대 가반 질량＊1 5 kg
표준 사이클 타임(2kg 반송 시)＊2 0.39 초
허용 관성 모멘트＊1 0.06 kgm²
위치 반복 정밀도＊3 X–Y ± 0.01 mm

Z(제3축) ± 0.01 mm
C(제4축, 회전) ± 0.007 deg

핸드용 배선 입력 8점 / 출력 8점
핸드용 공압 관절＊4 사용자에 의해 제공
위치 검출 방식 앱솔루트 방식
로봇 컨트롤러 케이블 3.5 m
전원 용량 2.6 kVA
본체 질량 15 kg

＊1： 동작 패턴, 부하 질량, 옵셋 양에 따라 속도/가속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수평 방향 300mm, 수직 방향 25mm 왕복, 대략 위치결정 시. 실효부하율을 넘는 연속 가동은 불가능합니다.

＊3： 주위 온도 및 로봇의 온도가 일정할 때의 한 방향 위치 반복 정밀도. 절대 위치 결정 정밀도가 아니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X-Y 및 C에 대한 위치 반복은 Z축이 상한일 때의 값입니다. 궤적 정밀도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4：배선•배관용 덕트 사양 옵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컨트롤러 사양
모델명 TSL3000
제어축 수 최대 동시4축
동작 모드 PTP, CP(연속 경로：직선, 원호), 숏컷, 아치 동작
기억용량 총합：약 6,400포인트+12,800스텝

1프로그램：약 2,000포인트+3,000스텝
프로그램 등록 수 최대 256(유저 파일：247, 시스템 파일：9)
프로그램 언어 전용 언어 SCOL
티칭 장치(옵션) 티치 펜던트：TP1000, TP3000

컴퓨터 소프트웨어 TSAssist에 의한 프로그래밍
외부 입출력 신호 입력 8점 / 출력 8점
핸드 제어용 신호 입력 8점 / 출력 8점
외부 조작용
신호

입력 프로그램 선택, 기동, 정지, 프로그램 리셋 등
출력 서보 ON, 운전준비완료,고장, 사이클 정지 등

통신 포트 RS-232C 1포트(HOST /  TCPRG, 스위치전환)
RS-232C 1포트(범용 COM1)
RS-485 1포트(I/O 확장용)
RS-422 1포트(TP1000 전용)

Ethernet
기타 기능, 특징 토크 제한, interrupt 기능, 자가진단, 동작 중  신호/통신처리

제어 및 통신, 좌표 연산, 내장PLC, fan-less 설계 등
전원 단상 AC190~240V, 50/60Hz
외형 치수•질량＊5 150(W)×266(H)×304(D)mm, 7 kg
컴퓨터 소프트웨어(옵션) TSAssist：프로그래밍 지원 소프트웨어

고성능 3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편집, 티칭 기능 등
TC-WORX：PLC용 프로그램 편집

옵션 사양＊6 외부신호 극성(‘N-type’, ‘P-type’), 입출력 신호 증설,
필드 네트워크(PROFIBUS, DeviceNet, CC-Link,

EtherNet/IP, EtherCAT, PROFINET)
외부 입출력 신호 케이블, 컨트롤러 취부 브라켓

옵션 컨트롤러 사양
모델명 TSL3000E
기억용량 총합：약 12,800포인트+25,600스텝

1프로그램：약 2,000포인트+3,000스텝
외형 치수•질량＊5 320(W)×266(H)×304(D)mm, 13kg
TSL3000E
전용 옵션 사양

고속 입력 기능, 컨베이어 동기 기능, CE규격 대응

＊5： 높이 H는 받침 포함한 수치입니다. 설치에는 케이블 배선 등을 위해 주변 공간이 필요합니다. 상
세한 치수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십시오.

＊6： Ethernet은 미국 XEROX Corp. 의 등록상표입니다. CC-Link는 CC-Link협회의 등록상표입니다. 
DeviceNet과 EtherNet/IP는 ODVA의 등록상표입니다. PROFIBUS와 PROFINET은 PROFIBUS 
User Organiz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 EtherCAT®은 독일 Beckhoff Automation GmbH에 의
해 허가된 특허취득 완료 기술이며 등록상표입니다.

컨트롤러
TSL3000

옵션 컨트롤러 
TSL3000E

티치 펜던트（옵션） 

TP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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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400［외형도］

SM20095-1000-EI
Printed in Japan

옵션 사양 •간이 방진용 캡과 JABARA
•핸드(엔드 이펙터) 고정용 툴 플랜지
•비전 카메라 고정용 브라켓
•배선용 볼나사 스플라인 중공축
•로봇-컨트롤러 간 케이블 길이 변경
•천장 부착형
•가동형 케이블(로봇본체 - 제어기 연결 케이블)
•로봇 프로그램 작성 지원 툴 TSAssist

(대응 예정)
-간이 클린룸 사양
-IP(방수,방진) 사양
-핸드 배선배관용 덕트 사양
- 핸드 배선용 LAN케이블 내장 사양
사양 및 사진은 개발 중인 것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간이 방진 캡

간이 방진용 캡과 JABARA

카메라 고정용 브래킷 천장 부착형

핸드（엔드 이펙터）고정용 툴 플랜지

THE400

본 카탈로그의 내용은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www.shibaura-machine.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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