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점입출력부터 직류, 온도, 펄스, 로드셀 신호등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컴팩트한 소채널 입출력타입부터 조합자유형 다채널 타입까지 각종제품을 제공합니다.

M-SYSTEM은 MECHATROLINK협회의 간사회원입니다.

MECHATROLINK협회는 MECHATROLINK를 세계헤 보급시키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 

필드 네트워크 MECHATROLINK 패밀리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StepTechnica Co.,Ltd.에서 제안한 HLS(Hi-speed Link System)용 리모트 I/O입니다.

최대 64노드의 I/O를 접속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접속 스타일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MECHATROLINK-Ⅰ, Ⅱ, Ⅲ 대응의 고속 리모트 I/O입니다.

모션 네트워크의 스피드에 영향을 주지 않고 
MECHATROLINK네트워크에 아날로그 ·디지털 I/O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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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TROLINK-Ⅲ의 장점인 
Roll To Roll의 어플리케이션에 활용된 리모트 I/O
Roll To Roll이란 필름, 시트등에 도장, 증착, 인쇄등을 실시하는 제조공정입니다.

필름등에 주름, 어긋남, 자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속,고정도인 제어가 요구됩니다. 
M ECHATROLINK-Ⅲ에 대응하는 리모트 I/O의  R7시리즈로 압력, 속도, 위치, 
각도등의 아날로그신호를 직결하여 필름의 전송상황에 맞는 최적의 고속모터제어
를 실시합니다. 또한, 배선을 줄여서 배선공수 절약과 컨트롤러의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 절약에 따른 토탈 시스템의 코스트다운이 가능합니다.

권출 롤 단차 롤 기구 권취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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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션
센서 

토크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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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차 롤의
위치검출용
셀신 신호 입력 

서보
드라이브 

서보
모터 압력검출 

각도검출 
속도검출 

 NIRECO제 텐션센서
MB·MG시리즈 전용 

단차 롤의 
위치검출과 텐션제어용 

롤의
속도검출 

Roll To Roll에 필수적인 리모트 I/O소개! 

텐션센서 2점 입력 셀신 1점 입력 ,
직류전압/전류 1점 출력 

셀신 
엔코더 

로터리 엔코더
속도/위치 1점 입력 

고속샘플링
2000회/초 

단차 롤의 
위치검출용 
셀신 신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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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422 라인드라이브 
5V 오픈 콜렉터  
12V 오픈 콜렉터  
24V 오픈 콜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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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모션 네트워크의 경우 MECHATROLINK의 경우 

모션 
고속네트워크 

피드백신호는
범용 네트워크를 이용 

피드백신호를
MECHATROLINK-Ⅲ에 직결 

업계최초 파라미터 원격설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모션
네트워크의 경우 MECHATROLINK의 경우 

메시지통신설정 커맨드대응

터치패널, 타블렛단말(스마트폰)로 원격설정을 실시하는 
경우는 문의하여 주십시오.
GP4000터치패널은 Pro-Face의 제품입니다.

전용앰프내적
센서 직결!



MECHATROLINK-Ⅲ의 장점인 
Roll To Roll의 어플리케이션에 활용된 리모트 I/O
Roll To Roll이란 필름, 시트등에 도장, 증착, 인쇄등을 실시하는 제조공정입니다.

필름등에 주름, 어긋남, 자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속,고정도인 제어가 요구됩니다. 
M ECHATROLINK-Ⅲ에 대응하는 리모트 I/O의  R7시리즈로 압력, 속도, 위치, 
각도등의 아날로그신호를 직결하여 필름의 전송상황에 맞는 최적의 고속모터제어
를 실시합니다. 또한, 배선을 줄여서 배선공수 절약과 컨트롤러의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 절약에 따른 토탈 시스템의 코스트다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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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 To Roll에 필수적인 리모트 I/O소개! 

텐션센서 2점 입력 셀신 1점 입력 ,
직류전압/전류 1점 출력 

셀신 
엔코더 

로터리 엔코더
속도/위치 1점 입력 

고속샘플링
2000회/초 

단차 롤의 
위치검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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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422 라인드라이브 
5V 오픈 콜렉터  
12V 오픈 콜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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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모션 네트워크의 경우 MECHATROLINK의 경우 

모션 
고속네트워크 

피드백신호는
범용 네트워크를 이용 

피드백신호를
MECHATROLINK-Ⅲ에 직결 

업계최초 파라미터 원격설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모션
네트워크의 경우 MECHATROLINK의 경우 

메시지통신설정 커맨드대응

터치패널, 타블렛단말(스마트폰)로 원격설정을 실시하는 
경우는 문의하여 주십시오.
GP4000터치패널은 Pro-Face의 제품입니다.

전용앰프내적
센서 직결!



컴팩트  일체형 유닛으로 아날로그 입출력 4점, 접점입출력 16～64점을  대응합니다. 

공급전원단자·입출력단자와 함께 2피스 구조로 중계 단자대 공간도 
절약됩니다. 

아날로그 입출력은 채널간 절연입니다. 컨피그레이터 소프트
로 PC에서 입력레인지변경, 스케일링 (변환데이터 레인지설정, 
최대 ±32000), 제로·스팬 조정을 실시합니다.

고속처리용으로  고속직류전압/전류타입 (변환속도 200μs), 
고속직류전압/전류출력타입 (변환속도 200μs)도 갖추었습니다. 

탈착 자유형 단자대 



컴팩트  일체형 유닛으로 아날로그 입출력 4점, 접점입출력 16～64점을  대응합니다. 

공급전원단자·입출력단자와 함께 2피스 구조로 중계 단자대 공간도 
절약됩니다. 

아날로그 입출력은 채널간 절연입니다. 컨피그레이터 소프트
로 PC에서 입력레인지변경, 스케일링 (변환데이터 레인지설정, 
최대 ±32000), 제로·스팬 조정을 실시합니다.

고속처리용으로  고속직류전압/전류타입 (변환속도 200μs), 
고속직류전압/전류출력타입 (변환속도 200μs)도 갖추었습니다. 

탈착 자유형 단자대 



컴팩트  일체형 유닛으로 아날로그 입출력 4점, 접점입출력 16～32점을  대응합니다. 

공급전원단자·입출력단자와 함께 2피스 구조로 중계 단자대 공간도 
절약됩니다. 

아날로그 입출력은 채널간 절연입니다. 컨피그레이터 소프트로 PC에
서 입력레인지변경, 스케일링 (변환데이터 레인지설정, 최대 ±32000), 
제로·스팬 조정을 실시합니다.

R7ML은 접점증설 유닛을 원터치로 접속하며, 아날로그 입
출력과 접점 입출력을 혼합 가능합니다. 

탈착 자유형 단자대 

8점 또는 16점 접점 입출력용 증설 유닛을 기본 유닛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  일체형 유닛으로 아날로그 입출력 4점, 접점입출력 16～32점을  대응합니다. 

공급전원단자·입출력단자와 함께 2피스 구조로 중계 단자대 공간도 
절약됩니다. 

아날로그 입출력은 채널간 절연입니다. 컨피그레이터 소프트로 PC에
서 입력레인지변경, 스케일링 (변환데이터 레인지설정, 최대 ±32000), 
제로·스팬 조정을 실시합니다.

R7ML은 접점증설 유닛을 원터치로 접속하며, 아날로그 입
출력과 접점 입출력을 혼합 가능합니다. 

탈착 자유형 단자대 

8점 또는 16점 접점 입출력용 증설 유닛을 기본 유닛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



접점입출력부터 직류, 온도, 펄스, 로드셀 신호등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컴팩트한 소채널 입출력타입부터 조합자유형 다채널 타입까지 각종제품을 제공합니다.

M-SYSTEM은 MECHATROLINK협회의 간사회원입니다.

MECHATROLINK협회는 MECHATROLINK를 세계헤 보급시키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 

필드 네트워크 MECHATROLINK 패밀리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StepTechnica Co.,Ltd.에서 제안한 HLS(Hi-speed Link System)용 리모트 I/O입니다.

최대 64노드의 I/O를 접속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접속 스타일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MECHATROLINK-Ⅰ, Ⅱ, Ⅲ 대응의 고속 리모트 I/O입니다.

모션 네트워크의 스피드에 영향을 주지 않고 
MECHATROLINK네트워크에 아날로그 ·디지털 I/O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