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메, 산업 트렌드 맞춰 로봇분야 커넥터 라인업 

확대 
 

자동차산업 맞춤형 ‘CX 9/42’, 작고 가벼운 ‘CQ4 03/2’ 등 출시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산업용로봇은 전 산업군에 걸쳐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생산성 및 정밀도 향상, 생산의 최적화를 위해 

조립, 용접, 도장, 운반, 가공, 포장 및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산업용커넥터 전문기업 일메가 산업용로봇 커넥터 라인업을 확대했다. 

[사진=일메] 

로봇분야에 적용되는 부품들은 높은 신뢰성 및 공간 절약 솔루션뿐만 아니라 

가혹한 환경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필요로 한다. 일메(ILME)는 로봇분야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최고 품질의 다양한 커넥터 제품을 오랜 

시간동안 공급해 오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산업용로봇 제조사들의 본사가 위치한 독일 및 일본에서는 20 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일메의 사각커넥터가 적용되고 있으며, 자동차 생산라인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신뢰성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로봇용 인서트 CX 9/42 는 9 개의 전원 및 42 개의 신호 및 보조용 접점을 3 개 

부분으로 분리해 설계한 ‘Heavy duty 사각 커넥터’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제품이다. 

까다로운 산업용로봇 분야 및 자동차산업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CX 9/42는 최대 3축의 구동부, 그 외의 보조축 및 기타 추가 접점에 대한 

연결을 결합해 공간절약형 솔루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높은 신뢰성 및 

내구성을 자랑한다. 단 한 번의 연결로 비용 및 유지보수 시간을 줄여준다. 

로봇용 인서트 CX 9/42는 9개 전원 및 42개의 신호 및 보조용 접점을 3개 

부분으로 분리해 설계한 ‘Heavy duty 사각 커넥터’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 

[사진=일메] 

또한 9극 40A/690V/8kV 3, 42극 10A/250V/4kV 3가 2개 구역(18, 24)으로 구성돼 

있으며, CX(40A) 1.5 ~ 6.0mm² 및 CD(10A) 0.14 ~ 2.5mm² 의 크림프 컨택트를 

사용할 수 있다. 

메인축 및 보조축에 대한 연결은 3 개의 영역으로 분리된 구성으로, 시각적으로 

쉽게 구분 가능하며,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도 한 손으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중앙 레버 장치의 엔클로저와 함께 완벽한 조합을 이룬다. 



 

아울러 더 작고 가볍고 깨끗한 사용환경을 지향하는 산업의 트렌드에 맞춘 

인서트 CQ4 03/2는 산업용로봇 분야에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21.21 사이즈의 초소형 디자인에 40A/400V/6kV 3 개의 전원용 접점에 PE 가 

추가돼 있으며, 40A 전류시 최대 6mm² 크림프에 굵기 AWG 10 케이블이 

사용가능하고 10A 전류시 2.5mm² 크림프에 AWG 14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최고의 안정성과 내구성 있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고품질 및 진동에 강한 

크림프 연결 타입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시 유저들의 오조립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 코딩핀인 CR Q03/2를 사용해 4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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