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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i , FANUC 의 새로운 협업 CRX 로봇을 위한 스마트 케이블 관리 

솔루션 개발 

- 협업 Fanuc 로봇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적의 적응성 

- 높은 수준의 사용자 친화성 및 간단한 설치 

  

Nuremberg, 15 April 2021 - 2021년 4월 15일 - 자동차 및 기타 산업의 

에너지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글로벌 솔루션 제공업체 LEONI가 새로운 CRX 

협업 로봇에 호스 패키지 및 구성품 장착을 위한 맞춤형 부착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LEONI B-Flex Cobot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LEONI B-Flex for Fanuc CRX는 적재 용량 10kg과 부드럽고 접근이 용이한 설계, 

두 가지 리치 변형을 가진 CRX 10iA 및 CRX 10iA/L 협업 로봇을 위해 특별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장착 및 안내 요소를 갖춘 유연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체 솔루션에는  6축의 100-gram 홀더가 포함되어 있으며, 로봇을 수동으로 

티칭할 때도 가이드 보조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초기 고정 후에도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사용자 친화성 측면에서 플러스가 됩니다. 이 

설계는 6축의 통합 연결부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양한 장착 위치를 허용하며 

다양한 로봇 인서트에 최적으로 적응합니다. 

시스템은 빠르고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도구에 대한 "오프셋"이 제외되며 

프로그래밍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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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된 LEONI B-Flex 구성 요소(LEONI B-Flex 주름 호스, LEONI B-Flex Support 

및 벨크로 스트랩)는 호스 어셈블리 및 구성 요소의 유연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설치를 보장합니다. LEONI B-Flex 주름 호스는 23mm 와 29mm 크기로 

출시되었으며, 미끄럼 방지 특성을 가진 유연한 LEONI B-Flex 서포트는 주름 

호스 크기에 모두 적합하며, 설치가 쉽고 조절이 가능한 후크 앤 루프 테이프는 

CRX 모델 모두에서 600mm의 균일한 길이를 자랑합니다. 

협업 로봇의 국제 DIN ISO/TS 15066:2017-04 표준에 따라 개발된 구성 요소에 

의해 최대의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줄어든 간섭 윤곽과 녹색 신호 색상으로 

마감된 6축  마운트가 제공하는 향상된 가시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oni는 케이블 관리 시스템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장점이 있다. 모든 

케이블 관리 시스템은 종합적인 테스트 과정을 거치며 현장에 설치한 후에도 

다양한 애프터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지원합니다 

 아래  릴리스에서 관련 설명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eoni-factory-automation.com/ko/뉴스/세부-사항/leoni-bflex-cable-            
management-solution-for-fanuc-crx-kr 

 

Leoni Group 정보 
Leoni는 자동차 및 기타 산업의 전력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제품 및 솔루션의 글로벌 
공급업체입니다. 가치 사슬은 배선, 광섬유, 표준화된 케이블 및 특수 케이블을 통해 
맞춤형으로 개발된 배선 시스템과 관련 구성 요소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Leoni는 
고유한 개발 및 시스템 역량을 갖춘 혁신 파트너이자 솔루션 제공업체로서 고객을 
지원합니다. 상장된 기업 그룹은 30개국에서 약 1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41억 유로의 통합 매출을 올렸다.                                                             

   

Contact for trade/local press Contact for economic/global press 
Anniek Gerstenberger Gregor le Claire 
Manager Marketing Robotics Corporate Public & Media Relations 
LEONI protec cable systems GmbH LEONI AG 
Phone +49 511 123576-33 Phone +49 911 2023-226 
E-mail anniek.gerstenberger@leoni.com  Fax +49 911 2023-10226 
  E-mail presse@leoni.com                                     

https://www.leoni-factory-automation.com/ko/%EB%89%B4%EC%8A%A4/
mailto:anniek.gerstenberger@leoni.com
mailto:presse@leoni.com
http://www.facebook.com/theleonigroup
http://www.linkedin.com/company/leoni
https://www.xing.com/companies/leoni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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