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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ystem에서 생산하는 신호 변환기의 표준 생산 납기는 대부분 5일입니다. 그러나 
총 출하량의 1/4 이상은 이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생산됩니다. 퀵 서비스 센터가 
있어 한달에 평균적으로 주문 당일 또는 익일에 500여 건 이상의 주문을 신속히 
처리합니다. 
정해진 표준납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 신호 변환기가 필요한지만 
말씀하십시오. 약속한 납기에 정확히 출하하여 드립니다.

M-System은 신호 변환기, 분산 네트워크 I/O, 디지털 레코더, 판넬 미터, 피뢰기 
및 전동식 액츄에이터 등 다양한 I/O 제품을 제공합니다. 그 뿐 아니라, Modbus, 
Ethernet, DeviceNet, PROFIBUS, CC-Link, LonWorks 및 Mechatrolink 등 개방형 
네트워크 I/O 장치들은 최신 산업 트랜드 충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네트워크 구조에서 필요한 제품들은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HMI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DCS/PLC와 쉽게 통신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System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CE(EMC, LVD), UL & C-UL, 
ATEX(CENELEC) 및 FM과 같이 다양한 산업 표준 규격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전자 장치에 있어서, 기술의 진보에 의해 전자 회로는 고밀도화, 고주파수화되며 회로 전압은 더욱 낮아져서, 
약한 EMI에도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EMI와 EMS 구성요소를 결합한 EMC 대응책은 전자파를 처리하는 
기본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 대응책은 제품 디자인과 개발 단계에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허용 가능한 EMI 레벨은 EMC 
안전대책에서 점차적으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장비 제조업체들은 유럽 CE 마킹 프로그램을 따르는 성능시험을 
공공 시험 설비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M-System은 신제품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전파암실과 실드룸 
설비가 갖추어진 교토 테크노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M-System은 기존 제품을 대신할 대체품이 동등 이상의 품질이 되
지 않는 한, 일단 시장에 한번 선보인 제품의 제조를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 제어 시스템의 성능을 유지하는 고
객들을 위하여 세계적인 선두 제조 회사로서 중요한 책임이라고 믿
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양 및 지시 매뉴얼은 주단위로 갱신되며, 당사의 온라인 
사이트 DATA LIBRARY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RF 무반사실M-System 교토 테크노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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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는 전형적인 모델 및 사양만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정 모델의 유용성 및 사양은  

M-System의 Online Data Library에 참조하여 주십시오.

SERIES M2 W2 M5 / B5 W5

Enclosure / Mounting Type Plug-in base socket, 
DIN rail or surface mount 41 mm deep housing, DIN rail mount

Range Availability Specified when ordering or 
PC/One-step Cal programming

Specified when ordering or 
DIP switch programming (W5FV)

Dual Output --- Yes --- Yes
Power Input AC/DC AC/DC

Isolation 2000V AC 2000V AC
(except M5/AC powered type: 1500V AC)

Operating Temperature -5 to +55°C (23 to 131°F) M5/W5: -5 to +55°C (23 to 131°F) 
B5: -40 to +80°C (-40 to +176°F)

Standards & Approval CE / UL / C-UL CE
Universal input DC output M2XU

DC mV, Voltage & 
Current

Fixed range M2VS W2VS M5VS, M5MV W5VS
Fixed range, high speed response M2VF, M2VF2, M2VF3 W2VF M5VF
Configurable M2XV2, M2LV, M2FV W5FV
Dual isolated output W2VS W5VS

Thermocouple Fixed range M2TS W2TS M5TS W5TS
Configurable M2XT2

RTD Fixed range M2RS W2RS M5RS W5RS
Configurable M2XR2, M2LR W2XR

Potentiometer Fixed range M2MS W2MS M5MS W5MS
Configurable M2XM2, M2LPM W2XM

Strain gauge Fixed range M2LCS W5LCS
Configurable

AC voltage & current
AC voltage & current M2AC, M2TG W2AC, W2TG
Voltage transformer M2PE, M2PA W2PE, W2PA M5PT
Current transformer M2CE, M2CA, M2CEC W2CE, W2CA M5CT, M5CTC

Current loop supply 
(2-wire transmitter 
excitation supply)

Fixed range M2D(2), M2DYS, M2DNY W2DYS, W2DNY M5DY W5DY
Configurable
HART compatible M2DYH2 W2DYH2

Pulse to analog
Fixed range M2SP W2SP M5PA W5PA
Configurable M2XPA3
Encoder input, configurable M2XRP2

Analog to pulse Fixed range M2AP W2AP
Configurable

Pulse scaling Configurable M2PRU

Pulse isolation Fixed range M2PP W2PP
Configurable

Pneumatic input 19.6-98.1 kPa M2PV W2PV
Function modules     See Page 14
Input loop powered 
isolator

1 channel M2SN-1 B5SN
2 channels M2SN-2

Output loop powered 
isolator

1 channel B5VS
2 channels

DC mV, Voltage & 
Current

Fixed range B5VS
Configurable

Thermocouple
Fixed range B5TS
Configurable
Configurable, IS

RTD

Fixed range B5RS
Fixed range, IS
Configurabe
Configurable, IS

Potentiometer Fixed range B5MS
Configurable

Pulse to analog Fixed range
Configurable

Universal input
Configurable, IS
4-20 mA output, HART, IS
PROFIBUS

Limit alarms     See Pag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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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 B3 / A3 M3S M6 B6 / 27 27 26 SERIES
18 mm wide housing, 

DIN rail mount
12 mm wide housing,  

DIN rail mount
Ultra-slim housing, 

DIN rail mount
Field mount
enclosure DIN type B head mount Enclosure / Mounting 

Type
Specified when ordering or PC/

One-step Cal programming
Specified when ordering 

or PC programming
Specified when ordering 

or PC programming
HART (PC) 

programming
PC or HART 
programming

Specified when 
ordering Range availability

--- --- Selected models --- --- --- Dual Output
AC/DC AC/DC DC Output loop powered Output loop powered Power Input

2000V AC
(DC powered) 2000V AC 2000V AC 1500V AC 1500V AC Isolation

M3: -25 to +65°C             
B3: -40 to +85°C 

-10 to +55°C
(14 to 131°F)

-20 to +55°C
(-4 to +131°F)

-40 to +85°C
(-40 to +185°F)

-40 to +85°C
(-40 to +185°F) Operating Temperature

CE / UL / C-UL / ATEX / FM CE CE / UL / C-UL CE / SIL / ATEX / FM CE / SIL / ATEX / FM CE / ATEX Standards & Approval
M3LU M6xXU Universal input

M3SYV, M3SVS M6xYV, M6xVS
DC mV, Voltage & 
Current

M6xVF
M3LV M3SXV M6xXV

M3SWVS M6xWVS

ThermocoupleM3LT M3SXT M6xXT
M3SRS RTDM3LR M3SXR M6xXR
M3SMS PotentiometerM3LM M3SXM M6xXM

Strain gaugeM3LLC

AC voltage & current
M6xCTC

M3DY M3SDY M6xDY Current loop supply 
(2-wire transmitter 
excitation supply)

M3LDY
A3DYH (IS)

M6xPA
Pulse to analogM3LPA2

Analog to pulse

Pulse scaling

Pulse isolationM6xPP
Pneumatic input

    See Page 14 Function modules
M6xSN-1 Input loop powered 

isolatorM6xSN-2
B3VS/1 Output loop powered 

isolatorB3VS/2
B3VS DC mV, Voltage & 

CurrentB3FV
26TS1

ThermocoupleB3FT 27TS
27TS

26R1, 26RS

RTD26REX
B3FR 27R, 27RS

27R, 27RS

Potentiometer27PM

Pulse to analogB3FP
27U

Universal inputB3HU B6U, B6U-B, 27HU-B 27HU
B3PU

    See Page 19 Limit alarms



 ■ 광범위한 입/출력 범위 및 기능
 ■ DIN 레일 또는 판넬 마운팅
 ■ 2000 Vac 절연
 ■ 플러그인 소켓 베이스
 ■ CE 마킹 및 UL Nonincendive 승인

본 아이솔레이터는 송신기(즉, 센서)와 수신기 사이에 설치되어 DC 신호를 전기적으로 분리시킵니다.
필드 계기와 조정실 장치간 경로를 필드에서 차단하여 조정실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Galvanically 아이솔레이터로 분리된 각 
계기는 “접지 루프(ground loop)” 문제를 회피하면서 다른 계기와는 독립적인 자체 접지점(ground point)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아이솔레이터는 임피던스를 변환해서 허용부하 확장기능과 신호 레벨 변환(예컨대, 10-50 mA ~ 4-20 mA)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이솔레이터 어플리케이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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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ystem의 M2(Mini-M) 시리즈의 신호 변환기는 광범위한 프로세스 시그널 입력을 
받아드리도록 설계되어 표준 및 비표준 DC 출력을 제공합니다. 
W2(Mini-MW) 시리즈의 신호 스플리터(signal splitter)로서 절연 2출력을 제공하며, 임피 
던스의 불일치에 대한 걱정이 없으며, 문제가 있는 시스템의 출력 신호가 다른 시스템에 나쁜 
영향이 미치는 일이 없고, 복잡한 분산형 제어 또는 MIS 모니터링을 로컬 루프(local loop)
에 추가해주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M2 및 W2 시리즈 양쪽 모두는 배선을 방해하지 않으며 모듈의 신속한 설치 또는 교체가 
쉽도록 컴팩트한 크기의 플러그인 소켓 베이스를 사용합니다.
대부분 이 제품들은 UL 및 cUL Class I, Division 2, Groups A, B, C, D 용도에 사용합니다. 
CE 마크, UL 인증 및 거친 환경적 전기 사양을 조합한 산업 환경에서 우수한 신뢰성 및 
안전성을 보증합니다.

M2 Series W2 Series



아이솔레이터 어플리케이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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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ystem의 M5 시리즈 신호 변환기는 광범위한 프로세스 
시그널 입력을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표준 및 비표준 DC 
출력을 제공합니다. 
B5 시리즈 변환기는 2선식 루프와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W5 시리즈의 신호 스플리터로서 절연 2출력을 제공하며, 임피던스의 불일치에 대한 걱정이 
없으며, 문제가 있는 시스템의 출력 신호가 다른 시스템에 나쁜 영향이 미치는 일이 없고, 복잡한 
분산형 제어 또는 MIS 모니터링을 로컬 루프(local loop)에 추가해주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높이 41 mm(1.61 in) 모듈은 어떤 장소든, 심지어 판넬 커버 뒤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 높이 41 mm(1.61 in), 터미널 블록식 모듈
 ■ DIN 레일 마운트
 ■ 2000 Vac 절연

M5 Series B5 Series W5 Series



초슬림 신호 변환기 M3S 시리즈
 ■ 초슬림 12 mm(0.47 in) 모듈(분리 가능한 터미널 블록)
 ■ 유니버셜 AC/DC 전원 입력 가능
 ■ 고정 범위 및 PC 프로그램 가능한 모듈

확장 PC Configurator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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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장 PC Configurator 소프트웨어
 ■ 신속, 정확하게“One-step Cal”  
PC없이도 필드에서 설정 가능

 ■ DIN 레일 마운트
 ■ 1500 Vac 절연
 ■ CE 마킹 및 UL 승인

M-System의 M3L 시리즈는 1500 Vac 절연의 DIN 레일 마운트 유니버셜 입력 변환기입니다. 
부품 재고 절감에 적합한 M3L 시리즈는 트랜스미터 입력을 설정하기 위해 2가지 방법을 지원합니다. 본 모듈의 DIP 스위치/
컨트롤 버튼은 PC 없이도 필드내 설정을 단순화합니다. 여러 개의 변환기에 동일한 설정을 하고자 할 때, PC 소프트웨어로부터 
설정값을 다운로드함으로써 작업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M3L 시리즈는 최종 I/O 신호가 불확실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기본 어플리케이션으로써 온도 측정 시에 접지 루프(Ground loops) 제거와 데이터 송수신 및 제어 시스템을 위한 절연 인터 
페이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 변환기에 동일 설정값을 적용하고자 할 때 설정값을 PC에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본 PC Configurator 소프트웨어는 M-System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M3 PC Configurator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고급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스크린상의 막대 그래프의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손쉽게 설정가능
• 트랜드 그래프 모니터링 가능
• 고정식 아날로그 출력을 설정할 수 있어 시운전 테스트 실행 시 시뮬레이션 

제공 가능
• 128점 리니어라이저 및 커스텀(지정사양) 써모커플/RTD 테이블
• 정밀한 캘리브레이션
• 설정한 파일 저장
• 입력 필터
• 자가 진단 가능



M6S Series: 텐션 클램프형
5.9 mm(0.23 in) 광폭 모듈
배선시 특수 기구나 기술이 불필요

M6N Series: 스크류 터미널형
7.5 mm(0.30 in) 광폭 모듈
자체 결합형(self-up) 스크류는 터미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

M6D Series: 유로 터미널 스타일
5.9 mm(0.23 in) 광폭 모듈
고정 배선, 핀 터미널에 적합

초고밀도 장착 백플레인 버스를 이용한 전원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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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S Series M6N Series M6D Series

M-System의 고성능 신호 변환기는 전면에 있는 5.9 mm(0.23 in)의 Ultra-Slim 하우징에 장착됩니다. 16개나 되는 M6D/M6S 
모듈을 9.5 cm(3.75 in)의 공간에 나란히 견고하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의 전원 소비가 아주 낮은 레벨로 억제되더라도, 
이 모듈은 4-20 mA DC 출력 및 최대 550Ω 부하에서도 구동 가능합니다.
각 모듈에 녹색 전원의 LED 표시기가 있어 모듈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개별 전원 입력선에 있어서, 8개의 설치 기본 보유 
모듈은 공통 전원으로 구동되는 최대 48개 모듈로 6개 기본 모듈에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3개 연결형: 텐션 클램프, 스크류 터미널 및 유로 터미널.
폭 넓은 선택 기능: 고정 범위, PC 프로그램 가능한 변환기, DC 신호 스플리터, 경보 설정기, PC 프로그램 가능한 기능 모듈 및 
입력 루프 전원형 아이솔레이터.
대부분 UL 및 cUL Class I, Division 2, Groups A, B, C, D 용도에 사용 가능.

 ■ 5.9 mm(0.23 in) 광폭 Ultra-Slim으로 설계된 M6D/M6S 시리즈
 ■ 선택적 연결형 - 텐션 클램프, 스크류 터미널 또는 유로 터미널
 ■ 저전력 소비, 고부하 구동 능력
 ■ 2000 Vac 절연
 ■ CE 마킹 및 UL 비활성성 승인 

9.5 cm(3.75 in) 넓은 공간내 16 모듈(M6S/M6D)

48개의 모듈로 30 cm(12 in) 이내(M6S/M6D) 공간



헤드마운트, HART
27HU / 27HU-B
 ■ HART 프로그램 가능
 ■ 사용자의 온도표 및 달력 – Van Dusen 

근사치 공식
 ■ 4점식 LED 표시(옵션)
 ■ 스테인레스 하우징(옵션)
 ■ ATEX / FM 승인
 ■ 분류형 SIL 2

DIN 레일 마운트, 
HART & PROFIBUS
B3HU / B3PU
 ■ 초슬림 18 mm(0.71 in) 광폭 모듈
 ■ AMS 소프트웨어 버전 6.0 이상
 ■ SIMATIC PDM
 ■ ATEX / FM 승인(B3HU)

필드 장착, HART 프로그램 가능
B6U / B6U-B
 ■ Plug-In 2선식 LCD 디스플레이
 ■ HART 프로그램 가능
 ■ AMS 소프트웨어 버전 6.0 이상
 ■ 스테인레스 하우징(옵션)
 ■ ATEX/FM 승인

M-System 모델 B6U 및 B6U-B는 써모커플 및 RTD 뿐만 아니라, mV, 저항 및 포텐쇼미터 센서형 등 광범위한 입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유니버셜 2선식 변환기는 구성품 비용을 절감하면서 위험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출력신호는 절연된 4-20 mA 
신호를 제공합니다.
두 모델은 HART 통신에 대응이 가능하므로 핸드헬드형 발신기를 통하거나 PC를 통하여 모듈에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입력 센서 타입, 온도 범위 및 HART 특징을 포함하는 다른 파라미터도 프로그램 가능합니다. 게다가, 
고객의 자체 온도 조정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B6U 및 B6U-B를 대부분의 유니버셜 온도 변환기로 만들어 
줍니다.
선택적으로 쉽게 판독가능한 LCD 디스플레이에서는 공학 단위의 입력 신호 및 변환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듈은 역시 
변환기를 구성하는데 사용되며 필요없을 때에는 제거 가능합니다.
안전성이 우수한 B6U 및 난연성 방폭형 하우징(NEMA 4X, IP 66 / 67)을 포함하는 B6U-B는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과 같이 폭발 
위험이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옵션인 파이프 마운트 브래킷을 사용함으로써 B6U-B를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필드 장착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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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U

B6U-B

27HU

B3HU



헤드마운트, PC 프로그램 가능
27 시리즈
 ■ PC 프로그램 가능
 ■ RTD 입력용 기능 모니터 LED(옵션)
 ■ ATEX / FM 승인
 ■ 분류형 SIL 2

헤드마운트, 고정 범위형
26 시리즈

 ■ 선형화, 센서 번아웃(burnout) 
검출, 냉접점 보상(cold junction 
compensation)(T/C 입력) 표준
 ■ 25 msec. 응답 시간 선택 가능
(26TS1, 26RS)(옵션)
 ■ ATEX 승인(26R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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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ystem의 B3 시리즈는 입력과 출력간 1500 Vac 절연기능을 갖는 DIN 레일 장착 스타일의 입력설정 가능형 2선식 
변환기입니다.
본 변환기는 입력 사양과 범위를 특별한 컴퓨터 프로그램 지식 없이도 내부 DIP 스위치와 전면 포텐쇼미터를 사용하여 쉽게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DC 입력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전체 범위, 이득(gain) 및 오프셋(offset)을 선택하는 내부 스위치를 설정한 후, 
간단하게 원하는 최소 및 최대 입력 레벨과 각각의 전면 포텐쇼미터를 설정하면 B3FV를 0-10 V 범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어플리케이션으로써 온도, 유량 및 레벨 측정 시에 접지간 루프 제거와 데이터 송수신 및 제어 시스템을 위해 절연 
인터페이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기본 절연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모델 B3VS/2 이중 채널 아이솔레이터가 경제적인 솔루션입니다. 이 시리즈의 표준 
하우징에 2개의 변환기가 장착되어 있어 절연된 4-20 mA 신호를 독립적으로 받아서 제공합니다.

 ■ 내부 DIP 스위치로 입력 사양 및 범위를 선택 가능 
전면 포텐쇼미터를 이용한 미세조정

 ■ 폭 넓은 전원 전압 범위 12-45 Vdc
 ■ 입력과 출력간 1500 Vac 절연으로 접지 루프 방지 
잡음 제거

 ■ CE 마킹 및 UL 승인

판넬 마운트 액세서리

M6SSN / M6NSN / M6DSN  
입력 루프 전원형 아이솔레이터
• 외부 전원 불필요
• Ultra-Slim 하우징에 이중 채널

A3DYH 갈바닉 아이솔레이터
• 내재적 안전형 절연관련 장치 - 접지 불필요
• 쌍방향 HART 신호를 절연 및 중계함

MD7 Series 서지 보호기
• 7 mm 광폭 Ultra-Slim 디자인
• 멀티 스테이지 SPD로 우수한 보호 기능

MDC5 / MDC6 / MDC7 DC 전원
• 100-240 Vac 입력, 조정된 24 Vdc 출력
• 60 W, 120 W 또는 240 W
• 유지보수 예상 모니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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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 시리즈 필드 구성 가능한 펄스 변환기
 ■ 2개 디스플레이 도움으로 전면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구성 가능
 ■ 센서 여기(excitation), 선형화, 불균형한 펄스의 
평균화 (MXPA)
 ■ 수동/자동 리셋 기능을 가진 펄스 총체화 기능 
(MXAP)

FUNCTION MODEL
Frequency to DC transmitter MXPA
DC to Frequency converter MXAP

JX 시리즈 고성능 펄스 변환기
 ■ 핸드헬드형 프로그래머 또는 PC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래밍
 ■ 프로그램 가능한 I/O 사양 및 범위
 ■ Built-in 여기(excitation)

FUNCTION MODEL
Frequency to DC transmitter JPA2
Pulse accumulator JPQ2
Encoder speed transmitter JRP2
Encoder position transmitter JRQ2
DC to 2-phase pulse converter JARP
DC to Frequency converter JAPD
Pulse scaler JPR2
Two-input pulse adder JPS3
Frequency scaler JFR2
Pulse duration receiver JTY2
    See also models M3LPA2, M2XPA3, M2XRP2

고성능 펄스 아이솔레이터
 ■ 잡음 간섭 절감
 ■ 펄스 장치 타입 전환(5 V 펄스로 드라이 컨택

(dry contact))
 ■ Built-in 여기(excitation)
FUNCTION MODEL
Pulse isolator YPD, KYPD
Pulse splitter WYPD, KWYPD
Rotary encoder pulse isolator RPPD

공압 변환기
 ■ 피드백 회로의 반도체 압력센서(HVPN)
 ■ 최대 공기용량 60 Nl /분(HVPN)
FUNCTION MODEL
Pressure to current, output loop powered BPV
Current to pressure, input loop powered HVPN
    See also models M2PV, W2PV

BCD 변환기
 ■ BCD 취급, 이진법, 2개의 보상 신호
 ■ 16-비트 컨버터
 ■ 편리한 공학 단위로 디스플레이 스케일링
FUNCTION MODEL
Analog to digital AD3V
Digital to analog DA3

고전류 출력 변환기
 ■ 터빈, 조속기, 유압계에 사용되는  
액츄에이터 구동
 ■ 10-50 mA 루프 개선

FUNCTION MODEL
10-50 mA output VA
200 mA output SVA
1 A output 99SVA
30 V output (or 4-20 mA output with 1500 Ω load) SVB

포텐쇼미터 출력
 ■ 댐퍼, 인버터, 모터 및 포텐쇼미터 설정을 갖는 
다른 장치를 위한 원격 설정
 ■ DC 전압/전류 입력
 ■ 135~100k Ω 출력

FUNCTION MODEL
DC to potentiometer converter CVR1

2선식 위치 변환기
 ■ 공압 및 전동식 액츄에이터의 기계적 위치를 감지하여, 이에 

비례하는 4-20 mA 신호를 전송
 ■ 가볍고 컴팩트한 IP 66
FUNCTION MODEL
Linear motion type, ±22.5° VOS2T
Rotary motion type, ±45° VOS2T-R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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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SVA

어플리케이션 실례



어플리케이션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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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MODEL
ON/OFF signal input CB2
ON/OFF signal input, 
programmable output MXCB

Analog signal input AB2
Analog signal input, 
programmable output MXAB

Analog signal input, 
front manual loader ABF3

수동 로딩 스테이션

• 컴퓨터 또는 DCS 고장 시 제어 신호 유지
• 외부 Up/Down 접점 신호 또는 전면 수동 

로더로 수동 제어
• 램프 속도 조정 가능

SERIES M2 M6S M6N M6D

Enclosure/Mounting Type Plug-in base socket, DIN rail or 
surface mount Ultra-slim housing, DIN rail mount

Electric Wiring M3 screw Tension 
clamp M3 screw Euro 

terminal 
I/O Range, Function Parameters Specified when ordering PC programmable
Power Input AC/DC DC
Isolation 2000V AC 2000V AC
Operating Temperature -5 to +55°C (23 to 131°F) -20 to +55°C (-4 to +131°F)
Standards & Approval CE / UL / C-UL CE / UL / C-UL
FUNCTION M2 M6S M6N M6D
Temperature/pressure compensation M6SXF2 M6NXF2 M6DXF2
Addition  X0 = X1 + X2 M2ADS M6SXF2 M6NXF2 M6DXF2
Subtraction  X0 = X1 – X2 M2SBS M6SXF2 M6NXF2 M6DXF2
Multiplication  X0 = X1 × X2 M2MLS M6SXF2 M6NXF2 M6DXF2
Division  X0 = X1 ÷ X2 M2DIS M6SXF2 M6NXF2 M6DXF2
Ratio function X0 = KX1 + B M2REB
Ratio function X0 = K(X1 + B) M2RTS
Delay buffer  ●1 M2CDS M6SXF1 M6NXF1 M6DXF1
Ramp buffer  ●2 M2CRS M6SXF1 M6NXF1 M6DXF1
Moving average M6SXF1 M6NXF1 M6DXF1
Lead time / dead time  ●3 ●4 M6SXF1 M6NXF1 M6DXF1
Linearization M2XF2 (PC programmable) M6SXF1 M6NXF1 M6DXF1
Square root extraction M2FLS M6SXF1 M6NXF1 M6DXF1
Palmer-Bowlus flume, Parshall flume, 
triangular/v-notch/rectangular weir M6SXF1 M6NXF1 M6DXF1

Inverted output  ●5 M2UDS, M2UDS2 M6SXF1 M6NXF1 M6DXF1
High/low limiting  ●6 M2LMS M6SXF1 M6NXF1 M6DXF1
Track/hold  ●7 M2AMS, M2AMS2 M6SXF3 M6NXF3 M6DXF3
Peak hold  ●8 M2PHS, M2PHS2 M6SXF3 M6NXF3 M6DXF3
High/low selecting M2SES, M2SES2 M6SXF2 M6NXF2 M6DXF2
Switching two channels M2MNV
Parameter generator M2MST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용 리모트 I/O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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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효치 연산형
 ■ 표면 또는 DIN 레일 마운트
 ■ M4 스크류 터미널
 ■ IEC 60688에 적합
 ■ 터미널 커버(옵션)
 ■ 적산카운터(와트변환기)를 위해  
부가적으로 펄스율 출력

• 빌딩 또는 필드에 설치된 PDP(Power Distribution Panel)에서 
발생된 데이터는 국부 영역 Ethernet 데이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가능

• CT, VT, ZCT, 유효 전력계(active power), 총체화된 펄스 및 모든 
컴퓨터 처리된 에너지 파라미터 처리 가능

• 유틸리티 및 프로세스 모니터링 일체화(예컨대, 유량, 온도, 불연속 
신호)

FUNCTION MODEL
AC current input, self-powered LTCNE
AC current input LTCE
AC current input, clamp-on current sensor LTCEC
AC voltage input LTPE
Watt transducer LTWT
Watt transducer, self-powered LTWTN
Var transducer LTRP
Var transducer, self-powered LTRPN
Power factor transducer LTPF, LTPFU
Power factor transducer, self-powered LTPFN, LTPFUN
Phase angle transducer LTPA, LTPAU
Phase angle transducer, self-powered LTPAN, LTPAUN
Frequency transducer LTHZ
Frequency transducer, self-powered LTHZN

• 설치 용이, 스프링 로딩형 전류 센서
• 600 A/480 V 까지 기본
• 개방 회로에서 안전용 과전압 클램프 소자
• 넓은 주파수 대역
• 스크류 터미널 연결

돌출형 전류 센서 CLSE

FUNCTION MODEL
AC current input, 4 points R3-CT4x
AC current input, 8 points R3-CT8x
Zero-phase current input, 4 points R3-CZ4
AC voltage input, 4 points R3-PT4x
AC voltage input, 8 points R3-PT8x
AC power input, 4 circuits R3-WT4x
Pulse totalizing input, 4 points R3-PA4x
Multi power input, 1 or 2 circuits R3-WTU

See P. 23 for all R3 Series modules 



M-System의 모델 53U는 판넬면에 장착된 96-mm-square 다중 LCD 파워 모니터입니다. 
단상/2선식 및 3선식, 3상/3선식 및 4선식 시스템을 위해 하나의 모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AC 전압/전류, 유효/무효 
전력, 역률, AC 주파수 변이, 피상 전력, 유효/무효 에너지 및 31차까지의 고조파 왜곡과 같은 대전류 전력 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대부분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측정된 변수는 총 500 타입에 있어서의 최대/최소/평균치를 포함합니다. 최대 1800 패턴의 디스플레이 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 
니다.
모든 측정된 변수가 RS-485/Modbus RTU를 통해 호스트 PC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위 환산, 시스템 구성, 간격 시간은 
전면에 있는 키나 국부적 또는 원격적으로 PC Configurator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가능합니다. 측정값, 카운터 값, 
디스플레이 모드, 설정 데이터는 전원을 끌 때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개방형 컬렉터 출력은 에너지 카운트 펄스 또는 리미트 경보 트립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 카운트에 대한 펄스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접점 출력을 연결된 장치에 테스팅하기 위해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외부 개방형 컬렉터 입력은 전형적으로 에너지 카운트 메모리를 리셋하기 위해 사용되며, 그 신호는 Modbus를 통해 호스트 
시스템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어, 부하의 ON/OFF 상태에 따라 start/stop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모터 동작 상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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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파워 모니터 53U / L53U 
 ■ 단상/2선식 및 3선식, 3상/3선식, 4선식 시스템
 ■ 3선 측정형 밸브/막대 그래프 표시기  
+ 에너지 카운트/정보 디스플레이

 ■ IP 50 전면 판넬(53U)
 ■ Modbus, Ao, Do(옵션)
 ■ L53U는 DIN 레일 장착용(디스플레이 기능이 없음)

스크류 터미널 타입 54U / 54UC
• 장착된 110-mm-square 판넬 플러쉬
• 2선 측정값 표시기, 에너지 카운트/정보 

디스플레이 + 60-세그먼트 막대 그래프
• Modbus 또는 CC-Link, Ao, Do 옵션
• PC Configurator와 연결된 적외선형 

인터페이스

다중 전력용 변환기 LSMT4
• AC 전류, 전압, 유효/무효/피상 전력 및 

역률 측정
• 10 DC V/mA의 출력 + 2개의 Do
• 전면 컨트롤 버튼이나 PC로 파라미터를 

자유롭게 프로그램밍 가능
• DIN 레일 장착

측정/컴퓨터 처리된 값을 PC에서 모니터링 및 
저장
53U/L53U용의 PC Recorder 
Light MSR128LU는 당사의 
웹사이트로부터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친화형 PC 소프트웨어 설정
무상 PC Configurato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체 파라미터 설정값을 
생성, 저장 및 다운로드하여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본 파라미터의 신속하고 쉬운  
관측/설정용 구성 윈도우

실시간, 순간값, 최대/최소값, 에너지 
및 고조파 왜곡용 모니터링 윈도우

NEW

NEW

53UL53U



디지털 판넬 미터 47 시리즈
 ■ 1/8 DIN 사이즈
 ■ IP 66 전면 판넬
 ■ 분리성 터미널 블록
 ■ 밝은 컬러 디스플레이 (적색, 오렌지색, 녹색, 청록색, 청색, 흰색) (47L 시리즈)

SERIES 48NV 48NA 48ND
Bargraph 101-segment LED, 100 mm (3.96 in) long, 3 mm (.12 in) wide
Bar color Red, Amber, Green, Blue Red, Amber, Green, Blue, Multi-color
Digital meter --- --- 4 digits, Red LED
Alarm output --- 2 or 4 points 2 or 4 points
Mounting direction Vertical / Horizontal Vertical
Degree of protection IP 65 front panel
Standards & Approval CE
FUNCTION 48NV 48NA 48ND
DC input, single channel 48NV-1 48NAV 48NDV
DC input, dual channel 48NV-2
DC input, analog output 48NAVA 48NDVA
4-20 mA input, excitation supply 48NAVD 48NDVD
Thermocouple input 48NAT 48NDT
RTD input 48NAR 48NDR
Potentiometer input 48NAM 48NDM

막대 그래프 표시기 48N 시리즈
 ■ 9/64 DIN 사이즈
 ■ 101-세그먼트, 3 mm-폭 LED
 ■ 적색, 호박색, 녹색 및 청색 
 ■ 추가 비용없이 고객 맞춤 스케일
 ■ IP 65 전면 판넬
 ■ 분리성 터미널 블록

SERIES 47D 47L
Display 5 1/2 digit LCD 4- or 4 1/2 digit LED

Color Red, Green Red, Orange, Green, 
Bluegreen, Blue, White

Alarm output Optional, 2 or 4 points
DC output Optional, programmable range Optional
Excitation supply output 12 V or 24 V ---

Network interface Optional,  
RS-485/Modbus RTU ---

Degree of protection IP 66 front panel
Standards & Approval --- CE
FUNCTION 47D 47L
DC input, indication only 47LYV
DC input 47DV 47LV
Thermocouple input 47DT 47LT
RTD input 47DR 47LR
Potentiometer input 47DM 47LM
Strain gauge input 47LLC
AC input 47LAC
VT input 47LPT
CT input 47LCT
Frequency input (AC line voltage) 47LHZ
Frequency input 47LPA
Pulse input totalizer, 6 digits LED 47L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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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6개 컬러 - 47L 시리즈

48NV 48NDx48NAx

47D 47L



디지털 판넬 미터 40 시리즈
 ■ 1/8 DIN 사이즈
 ■ 0.8”(20.3 mm) 크기의 대형 적색 LED
 ■ DC 전압/암페아 또는 프로세스 미터
 ■ Hold 기능
 ■ 저비용

MODEL 40LV 40DV
Display type 0.8” (20.3 mm) high red LED
Display digit 3 1/2 digits 4 digits
Display range ±1999 ±9999
Scaling ---- ±9999
Standards & Approval CE ----

소형 판넬 미터 43DV2/43AL1
 ■ 1/32 DIN 사이즈
 ■ 텐션 클램프 연결이 용이
 ■ 프로세스 스케일링
 ■ 43AL1용으로 외부 전원 공급 불필요 

MODEL 43DV2 43AL1
Display type 10.2 mm high red LED
Display digit 4 digits
Scale range -1999 to 9999
Input DC mV / V / mA 4-20 mAdc
Power input 24 Vdc Input loop powered
Standards & Approval CE

루프 전원 공급형 필드 표시기 6DV/6DV-B 
 ■ 4-20 mA의 입력 루프로부터 전원 공급
 ■ 외부 전원 불필요
 ■ 전면의 컨트롤 버튼을 통해 스케일링 및 선형화 기능 선택 가능
 ■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의 IP66/IP67 필드 하우징
 ■ ATEX Zone 0, FM 등급 I, II, III, Division 1 사용 인가

M-System의 6DV는 4점식, 높이 8-mm(0.3 in), 7 세그먼트 적색 LED로 구성된 디스플레이입니다. 백라이트 유닛 표시기가 
있는 선명한 LED를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환경하에서도 뛰어난 가독성을 제공합니다. 6DV-B는 알루미늄 하우징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표시기는 2선식 전류 루프(4-20 mA)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으며, 외부 전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루프에 6DV를 삽입함으로 인해 
생기는 최대 전압 강하는 20 mA 전류에서 단지 4.0 V가 되며, 필드 센서/변환기와 감시/제어실 사이의 전류 루프에 추가하여 
원격 표시기로서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 경우 전원의 필요 여부 또는 루프에 부가되는 임피던스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면의 3개 컨트롤 버튼은 LED 모듈을 프로그램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디스플레이 범위는 -1999로부터 9999까지 프로그램 
가능하며, 십진수도 또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가능한 다른 기능에는 입력 신호 교정, 오프셋 설정 및 선형화 등이 
포함됩니다. 표준 프로세스 선형화 기능은 미리 프로그램 되어 있으며, 특수한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21-포인트 테이블 또한 
프로그램 가능합니다.
안정성이 우수한 6DV와 난연성 방폭형 하우징(NEMA 4X, IP66/67)을 포함한 6DV-B는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과 같이 
폭발위험이 있는 곳에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니다. 옵션인 파이프 마운트 브래킷을 사용함으로써 6DV-B를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6DV-B
6DV

(with DIN rail ada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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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식 루프 어플리케이션 실례

NEW
NEW

40DV 43DV2



AS4 시리즈 경보 설정기의 전면에는 2개의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4점 데이터 디스플레이와 2점 ITEM 디스플레이입니다. 
Up/Down 버튼을 사용하면 파라미터의 ID 번호(ITEM)를 불러와 값(DATA)을 선택함으로써 간단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M7E 시리즈 경보 설정기에는 복수선 LCD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프로그래밍 절차(고객의 휴대폰을 조작하는 것과 같이 
직관적이고 쉬운 프로그래밍)를 통해 텍스트에 파라미터 및 선택을 유도합니다. 고객님이 사용 매뉴얼에 대해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일단 필드에서 시험된 프로세스값을 나타내며, 그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가능” 모드는 설정값의 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lock 기능이 있습니다.

고성능 Dual/Quad 경보
 ■ 2개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하고 전면 Up/Down 
버튼을 통해 구성 가능
 ■ 필드에서 선택 가능한 센서 입력 및 2개의 SPDT 
출력 또는 4개의 NO 또는 NC 출력

FUNCTION MODEL
DC mV, V & mA input AS4V
Thermocouple input AS4T
RTD input AS4R
Potentiometer input AS4M
Strain gauge input AS4LC*
CT input, 1 A or 5 A AS4CT*

*UL/C-UL 비 인가

LCD 디스플레이형 고성능 Dual/Quad 경보
 ■ 프로세스 값을 표시하는 로컬 LCD 
디스플레이
 ■ 휴대폰을 조작하는 것과 같이 직관적이고, 
손쉬운 프로그래밍
 ■ 2개의 SPDT 출력 또는 4개의 NO 또는  
NC 출력

FUNCTION MODEL
DC mV, V & mA input M7EASV
4-20 mA input, 24 Vdc supply M7EASDY

초슬림 경보
 ■ 텐션 클램프, 스크류 터미널 및 유로 

터미널 유형 선택 가능
 ■ 1개의 SPDT 출력
 ■ PC로 프로그램 가능한  

I/O 모듈

FUNCTION MODEL
DC mV, V & mA input M6SXAS/M6NXAS/M6DXAS
Thermocouple input M6SXAT/M6NXAT/M6DXAT
RTD input M6SXAR/M6NXAR/M6DXAR

광대역 설정 범위
 ■ 고정 범위 입력
 ■ SPDT 출력
 ■ 광대역 설정값 범위 –14~+113.5%

FUNCTION MODEL
DC mV, V & mA input MSEF

단순 설정 기능이 있는 아날로그 
경보

 ■ 고정 범위 입력
 ■ 단일 또는 2개의 SPDT 출력

FUNCTION MODEL
DC input, dial adjustment KSE*
DC input, thumbwheel adjustment ASD1
DC input, thumbwheel adjustment KSED

*UL/C-UL 비 인가

포텐쇼미터 조정 기능이 있는  
컴팩트형 아날로그 경보

 ■ 고정 범위 입력
 ■ 2개의 NO 출력

 ■ 0~1 V의 모니터 출력을 이용하여 포텐쇼미터 조정

FUNCTION MODEL
DC mV, V & mA input M2AVS

썸휠(Thumbwheel) 스위치 조정 기능이 있는  
컴팩트형 아날로그 경보
 ■ 고정 범위 입력
 ■ 2개의 SPDT 출력 또는 DPDT 출력

FUNCTION MODEL
DC input, dual SPDT output M2SED
DC input, single DPDT output M2AS*
DC input, single SPDT output M2AS1*

*UL/C-UL 비 인가

M6S

KSE

M2SED

M6N M6D

K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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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ystem의 리모트 I/O는 채널간에 완벽한 절연을 지원함은 물론 I/O 유연성 및 능력을 확장시킴으로써 DCS/PLC 시스템을 
지원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리모트 I/O는 산업 표준 개방형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통해 PLC 및 DCS와 직접 통신을 주고 
받습니다. 
M-System의 리모트 I/O는 유명한 HMI 소프트웨어와 함께 독립형 분배 I/O 통신으로써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리모트 I/O는 필드에서나 테스트 스탠드와 같은 계기 캐비닛내에서 원격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M-System의 리모트 I/O의 유연성 및 확장성은 전원-통신-I/O와 아날로그 
채널간에 전체 절연된 미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비절연된 아날로그 모듈도 선택 가능합니다. 절연된 아날로그 I/O 모듈은 고성능 
신호 변환/컨디셔닝을 제공하며 3종을 추가하여 채널 대 채널 절연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했으며, 이것이 고객에게는 의존도 높은 시스템 보증입니다.
용도: 신호 집신기, 유량 및 레벨에서의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메탈라이징 
스퍼터링 기계 모니터링 및 제어, 사출 몰딩 모니터링 및 제어, 테스트 스탠드 
및 프로토타이핑, 유리로 온도 제어, 조립 라인 불연속 ON/OFF, 페인트 부스 
환경 보고, 제약 프로세스 등

확장형 컴팩트 리모트 I/O R7 시리즈
 ■ 팜탑(palm-top) 사이즈 컴팩트 모듈은 4개 아날로그 입력, 2개 아날로그 출력 또는 
16개 불연속 신호 처리 가능

 ■ 8개, 16개 불연속 입/출력 모듈은 베이스 모듈에 부착 가능
 ■ 1500 Vac 절연

Ultra-Slim 혼합형 신호 리모트 I/O R6 시리즈
 ■ 8모듈인 최소 시스템에서의 폭 78 mm(3.07 in)
 ■ 8개 모듈 유닛까지 확장 – 최대 31개 I/O 모듈
 ■ 모듈당 2개 전체 절연 아날로그 I/O
 ■ 모듈당 4점 불연속 I/O
 ■ 저전력 소비
 ■ 1500 Vac 절연

78 mm or 3.07 in. for R6D / R6S
91 mm or 3.59 in. for R6N

선택형 3 터미널 연결 스타일

확장 모듈 아날로그 모듈용 1500 Vac 절연

• I/O, 네트워크 및 전원 입력간 전체 절연
• 채널 대 채널 절연도 제공 가능

• 8개, 16개의 불연속 입/출력 
모듈은 베이스 모듈에 부착 가능

• 아날로그 및 불연속 신호는 불연속 
I/O 확장부와 아날로그 I/O 모듈을 
조합하여 혼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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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C 및 DCS용 리모트 I/O의 대체

Open Field Network

PLC/DCS

PCEthernet

R6 SeriesR3 Series

R3 Series

R7 Series

유로 터미널 R6D Series스크류 터미널 R6N Series텐션 클램프 R6S Series



다채널, 신호 혼합형 리모트 I/O R3 시리즈
 ■ I/O 모듈의 폭 넓은 선택성: DC, AC, 온도, 스트레인 게이지, 
펄스 트레인, AC 전력 등

 ■ 모듈당 4점 절연형에서 16점 비절연까지의 아날로그 입력
 ■ 모듈당 최대 64점 불연속 I/O
 ■ 에너지 모니터링용 AC 전력, CT 및 VT 모듈의 선택성
 ■ 이중화 통신 네트워크 및 전원 장치
 ■ 1500 Vac 절연

컴팩트, 신호 혼합형 리모트 I/O R5 시리즈
 ■ 모듈당 2점 전체 절연 아날로그 I/O 
 ■ 여분 필드 모니터링용 재전송형 출력 모듈
 ■ 이중화 통신 네트워크 및 전원 장치
 ■ 1500 Vac 절연

컴팩트, 다점 리모트 I/O R1 시리즈
 ■ Modbus, CC-Link 및 DeviceNet용 경제적인 올인원 모듈
 ■ 8점(절연) 또는 16점(비절연) DC/TC 입력 모듈
 ■ 8점 RTD/Pot 입력 모듈
 ■ 4점 총체화형 카운트 입력, 8개의 접점 I/O 모듈
 ■ 12점 유니버셜 입력 모듈
 ■ 32점 불연속 I/O 모듈
 ■ 트리거 접점 입력 및 경보 접점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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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스크류 터미널 블록
은 I/O 모듈용으로 사용
됩니다. 착탈성 터미널 
블록은 유지 관리에 편
리합니다. 

경사형 I/O 터미널은 고밀도 배선시에도 
접근이 용이합니다.

재전송형 4-20 mA 출력은 로컬 모니터링 
또는 레코더용으로 옵션입니다.

백업 전원용의 또 다른 전원 모듈 추가 

네트워크 모듈 및 
전원 장치 모듈은 
1개의 하우징 내에
서 수용할 수 있습
니다.

전원 장치를 갖는 1개 
I/O 모듈 + 1개 네트워
크 모듈은 최소 유닛인
데, 공간 절약적이고 경
제적인 솔루션입니다.



R7 Series

FUNCTION
MODEL

Basic Module
Discrete Input, 16 points R7M-DA16 R7E-DA16 R7D-DA16 R7C-DA16 R7L-DA16*1 R7ML-DA16 R7FN-DA16 R7HL-DA16
NPN Transistor Output, 16 points R7M-DC16A R7E-DC16A R7D-DC16A R7C-DC16A R7L-DC16A*2 R7ML-DC16A R7FN-DC16A R7HL-DC16A
PNP Transistor Output, 16 points R7M-DC16B R7E-DC16B R7D-DC16B R7C-DC16B R7L-DC16B*2 R7ML-DC16B R7FN-DC16B R7HL-DC16B
Relay Contact Output, 8 points R7M-DC8C --- R7D-DC8C R7C-DC8C --- --- R7FN-DC8C R7HL-DAC16A
Discrete Input & NPN Transistor Output,  
8 points each --- --- --- --- R7L-DAC16*3 --- R7FN-DAC16A R7HL-DAC16B

Discrete Input & PNP Transistor Output,  
8 points each --- --- --- --- --- --- R7FN-DAC16B R7HL-DC8C

DC Voltage/Current Input, 4 points R7M-SV4 R7E-SV4 R7D-SV4 R7C-SV4 R7L-SV4 R7ML-SV4 --- R7HL-SV4
DC Voltage/Current Input, 4 points
(high speed, non-isolated) --- --- --- --- --- --- --- R7HL-SVF4

Thermocouple Input, 4 points R7M-TS4 R7E-TS4 R7D-TS4 R7C-TS4 R7L-TS4 R7ML-TS4 --- R7HL-TS4
RTD Input, 4 points R7M-RS4 R7E-RS4 R7D-RS4 R7C-RS4 R7L-RS4 R7ML-RS4 --- R7HL-RS4
Potentiometer Input, 4 points R7M-MS4 R7E-MS4 R7D-MS4 R7C-MS4 --- --- --- ---
AC Current Input, 4 points R7M-CT4E R7E-CT4E R7D-CT4E R7C-CT4E --- --- --- ---
DC Voltage Output, 2 points R7M-YV2 R7E-YV2 R7D-YV2(A) R7C-YV2 R7L-YV2 R7ML-YV2 --- R7HL-YV2
DC Current Output, 2 points R7M-YS2 R7E-YS2 R7D-YS2(A) R7C-YS2 R7L-YS2 R7ML-YS2 --- R7HL-YS2
Remote Control Relay Control Output, 8 points --- --- --- --- R7L-RR8 --- --- ---

Extension Module
Discrete Input, 8 points R7M-EA8 R7E-EA8 R7D-EA8 R7C-EA8 R7L-EA8 R7ML-EA8 --- ---
Discrete Input, 16 points R7M-EA16 R7E-EA16 R7D-EA16 R7C-EA16 R7L-EA16 R7ML-EA16 --- ---
NPN Transistor Output, 8 points R7M-EC8A R7E-EC8A R7D-EC8A R7C-EC8A R7L-EC8A R7ML-EC8A --- ---
NPN Transistor Output, 16 points R7M-EC16A R7E-EC16A R7D-EC16A R7C-EC16A R7L-EC16A R7ML-EC16A --- ---
PNP Transistor Output, 8 points R7M-EC8B R7E-EC8B R7D-EC8B R7C-EC8B R7L-EC8B R7ML-EC8B --- ---
PNP Transistor Output, 16 points R7M-EC16B R7E-EC16B R7D-EC16B R7C-EC16B R7L-EC16B R7ML-EC16B --- ---

R1 Series

FUNCTION
MODEL

Universal Input Module (12 points; isolated) RZMS-U9 --- ---
Thermocouple & DC Input Module (8 points; isolated) R1MS-GH3 --- ---
Thermocouple & DC Input Module (16 points) R1M-GH R1D-GH2 R1C-GH
RTD & Potentiometer Input Module (8 points) R1M-J3 --- ---
Contact I/O Module (4 totalized counter inputs, 8 contact inputs and outputs) R1M-P4 --- ---
Contact Input Module (32 points) R1M-A1 --- ---
Contact Output Module (32 points) R1M-D1 --- ---

FUNCTION MODEL
8 I/O Slot Base x=S, N or D

Base (8 I/O slots+ Network Module (18mm wide)) R6x-BS8A
Base (8 I/O slots+ Network Module (36.5mm wide)) R6x-BS8B
Base (8 I/O slots for extension) R6x-BS8P

Power Module
DC Power Supply Module R6x-PF1
AC Power Supply Module Future Plan

Network Module

Modbus
32 ch. R6-NM1
64 ch. R6-NM2

Modbus/TCP (Ethernet)
32 ch. R6-NE1
64 ch. R6-NE2

DeviceNet 64 ch. R6-ND1
PROFIBUS-DP 16 ch. R6-NP1

CC-Link
Ver. 1; Analog 16 ch. R6-NC1
Ver. 2; Analog 64 ch. R6-NC3

T-Link R6-NF1

R6 Series
FUNCTION CH MODEL

Analog Input Module (isolated) x=S, N or D

DC Voltage Input 2 R6x-SV2
DC Current Input 2 R6x-SS2
Thermocouple Input 2 R6x-TS2
RTD Input 2 R6x-RS2
4-20mA Input with Excitation 1 R6x-DS1

Analog Output Module (isolated)
DC Voltage Output 2 R6x-YV2
DC Current Output 2 R6x-YS2

Discrete Input Module
Discrete Input Di 4 R6x-DA4

Discrete Output Module
NPN Transistor Output Do 4 R6x-DC4A
PNP Transistor Output Do 4 R6x-DC4B

*1: Momentary or totalized pulse input          *2: One-shot output available          *3: Momentary or totalized pulse input, one-shot output available

HLS is the abbreviation for “High-speed Link System” of Step Technica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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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CH MODEL CH MODEL
Base
Installation Base R3-BS R5-BS
Installation Base  
(free I/O address) R3-BSW ---

Extender Power Module Base --- R5-EX1

Power Module
Power 
Supply 
Module

750mA R3-PS1 ---
1.5A --- R5-PS
2A R3-PS3 ---

Network Module
Modbus R3-NM1 R5-NM1
Modbus/TCP (Ethernet) R3-NE1 R5-NE1

DeviceNet
Analog 16 ch. R3-ND1 R5-ND1
Analog 32 ch. R3-ND2 R5-ND2
Analog 64 ch. R3-ND3 ---

PROFIBUS
DPV1 R3-NP1 ---
Analog 16 ch. --- R5-NP1
Analog 32 ch. --- R5-NP2

CC-Link

Ver. 1;  
Analog 16 ch. R3-NC1 R5-NC1

Ver. 1;  
Analog 32 ch. R3-NC2 R5-NC2

Ver.2 R3-NC3 ---

LONWORKS
R3-NL1 ---
R3-NL2 ---

T-Link R3-NF1 R5-NF1
FL-net R3-NFL1 ---

Analog Input Module (isolated)
Universal Input 4 R3-US4 --- ---

DC Voltage Input

4 R3-SV4 1 R5(T)-SV1
4 millivolt Input R3-SV4A 2 R5(T)-SV2

4 
wide span voltage

R3-SV4B
R3-SV4C --- ---

8 R3(Y)-SV8 --- ---
8 millivolt Input R3-SV8A --- ---

8
wide span voltage

R3-SV8B
R3-SV8C --- ---

8 (non-isolated) R3(Y)-SV8N --- ---
16 (non-isolated) R3(Y)-SV16N --- ---

DC Current Input

4 R3-SS4 1 R5(T)-SS1
8 R3(Y)-SS8 2 R5(T)-SS2

8 (non-isolated) R3(Y)-SS8N --- ---
16 (non-isolated) R3-SS16N --- ---

Thermocouple Input
4 R3-TS4 1 R5(T)-TS1
8 R3-TS8 2 R5(T)-TS2

RTD Input

4 R3-RS4 1 R5(T)-RS1
4 R3-RS4A 2 R5(T)-RS2
8 R3(Y)-RS8 1 R5-RSA1
8 R3-RS8A 2 R5-RSA2

Potentiometer Input
4 R3-MS4 1 R5-MS1
8 R3(Y)-MS8 2 R5-MS2

4-20mA Input
with Excitation

4 R3-DS4 1 R5(T)-DS1
4 R3-DS4A 2 R5(T)-DS2

8 (non-isolated) R3-DS8N --- ---
Strain Gauge Input 2 R3-LC2 --- ---

CT Input
4 R3-CT4 1 R5T-CT1
--- --- 2 R5T-CT2

Zero-phase Current Input 4 R3-CZ4 --- ---

AC Current Input 
(clamp-on current 
sensor use)

4 R3-CT4A 1 R5T-CTA1
4 R3-CT4B 2 R5T-CTA2
4 R3-CT4C --- ---
8 R3-CT8A 1 R5T-CTB1
8 R3-CT8B 2 R5T-CTB2
8 R3-CT8C --- ---

FUNCTION CH MODEL CH MODEL

AC Voltage Input
4 R3-PT4 1 R5T-PT1
--- --- 2 R5T-PT2

AC Power Input 4 input circuits R3-WT4 --- ---
AC Power Input
(clamp-on current sensor use)

4 input circuits R3-WT4A --- ---
4 input circuits R3-WT4B --- ---

Multi Power Input 1 system R3-WT1 --- ---
Multi Power Input  
(clamp-on current  
sensor use)

1 system R3-WT1A --- ---
1 system R3-WT1B --- ---

1 or 2 system R3-WTU --- ---

Analog Output Module (isolated)

DC Voltage Output
4 R3-YV4 1 R5(T)-YV1
8 R3(Y)-YV8 2 R5(T)-YV2

DC Current Output
4 R3(Y)-YS4 1 R5(T)-YS1
--- --- 2 R5(T)-YS2

Pulse I/O Module (isolated)

Totalized Pulse Input Pi 8 R3-PA8 Pi 2 R5(T)-PA2
Pi 16 R3(Y)-PA16 --- ---

High Speed Totalized Pulse Input Pi 4 R3-PA4A --- ---
Low Speed Totalized Pulse Input Pi 4 R3-PA4B --- ---
High Speed Pulse Input Pi 4 R3-PA4 --- ---
Encoder Input Pi 2 R3-PA2 --- ---
Pulse Output Po 16 R3-PC16A Po 2 R5(T)-PC2

Analog Input Module with Transmitter Output (isolated)
DC Voltage Input --- --- 1 R5-SV1A
DC Current Input --- --- 1 R5-SS1A
Thermocouple Input --- --- 1 R5-TS1A
RTD Input --- --- 1 R5-RS1A
Potentiometer Input --- --- 1 R5-MS1A
4-20mA Input with Excitation --- --- 1 R5-DS1A

Alarm Module (isolated)

DC Voltage Input
4 R3-AV4 --- ---
8 R3-AV8 --- ---

DC Current Input
4 R3-AS4 --- ---
8 R3-AS8 --- ---

Thermocouple Input 4 R3-AT4 --- ---
RTD Input 4 R3-AR4 --- ---
4-20mA Input with Excitation 4 R3-AD4 --- ---

Discrete I/O Module

Discrete Input
--- --- Di 4 R5(T)-DA4

Di 16 R3(Y)-DA16 Di 16 R5-DA16

Discrete Input 
(with excitation supply)

Di 16 R3(Y)-DA16A --- ---
Di 32 R3-DA32A --- ---
Di 64 R3-DA64A --- ---

AC Contact Input Di 16 R3-DA16B --- ---
Discrete Input / Output Di 8, Do 8 R3-DAC16 --- ---
Relay Contact Output Do 16 R3(Y)-DC16 Do 4 R5(T)-DC4

Open Collector Output 
(NPN transistor)

Do 16 R3-DC16A Do 16 R5-DC16
Do 32 R3-DC32A --- ---
Do 64 R3-DC64A --- ---

Triac Output Do 16 R3-DC16B --- ---
PNP Transistor Output Do 16 R3-DC16C --- ---
One-shot Pulse Output 
(relay contact) Do 16 R3-PD16 --- ---

One-shot Pulse Output 
(NPN transistor) Do 16 R3-PD16A --- ---

One-shot Pulse Output (triac) Do 16 R3-PD16B --- ---
One-shot Pulse Output 
(PNP transistor) Do 16 R3-PD16C --- ---

Remote Control Relay Control Do 8 R3-RR8 --- ---

BCD Code I/O Module
BCD Code Input 7-digit BCD R3-BA32A --- ---
BCD Code Output 7-digit BCD R3-BC32A --- ---

 R3 Series R5 Series R3 Series R5 Series

R3Y: connector type   R5T: screw terminal block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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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DIN (96 x 96 mm) 크기의 판넬 장착 컴팩트형 레코더
 ■ 3.5인치의 TFT 컬러 LCD 디스플레이
 ■ 각각 최대 8개 포인트의 아날로그 및 접점 입력이 저장, 표시되며 
경보 기능 제공

 ■ 최대 8개 포인트의 접점 출력을 경보 트립용으로 할당가능
 ■ 필드 입력 신호를 Built-in 터미널로 직접 연결하며,  
Modbus RTU를 경유하여 리모트 입력 연결 (옵션)

 ■ 전면의 IR 포트를 통해 PC에 데이터 전송 가능

FUNCTION MODEL
Di x 2, Do x 2 and Modbus 71VR1-E001
Di x 2, Do x 2 and Modbus
+ DC mA/V input x 2 71VR1-E101

Di x 2, Do x 2 and Modbus
+ DC mA/V input x 2 + Universal input x 3 71VR1-E501

M-System의 71VR1은 1/4 DIN 크기(96 x 96 mm 판넬 컷아웃)의 컴팩트형 디지털 레코더로서, 최대 8개 포인트의 아날로그 
입력과 8개 포인트의 접점 입력을 저장하고 디스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3.5인치 TFT 컬러 LCD 디스플레이는 트렌드 그래프 또는 
디지털/막대 그래프 표시기에 한번에 2개의 펜 채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필드 신호는 로컬 터미널에 연결되며, Modbus RTU I/O 장치로부터 원격으로 폴링됩니다. 로컬 입력 신호에 따라 3가지 모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컬 및 리모트 입력 신호의 유형과 수에 따라 100 msec.에서 10 seconds의 데이터 취득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동 
및 연속 레코딩 모드 이외에, 아날로그/접점 신호값/상태를 조합하여 AND/OR하는 기능에 의해 트리거되는 조건적 레코딩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 의해, 사용자는 필요한 데이터 일부만을 기록할 수 있게 되어, 메모리 영역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아날로그 입력 신호는 4개의 경보 한계값을 갖도록 독립적으로 설정 가능하며, 내장된 DO 터미널 이외에, 최대 8개 
포인트의 접점 출력을 리모트 출력 장치에 연결하여, 외부적으로 경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보 이벤트는 최대 200개의 
이벤트가 기록되는 경보 이력 일에 기록됩니다.
데이터는 레코더 후방에 있는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PC로 전송되며, 이 카드 또는 전면의 IrDA 포트를 경유하여 CSV 포맷 
파일로도 변환될 수 있습니다.
작은 판넬 크기는 10 cm(4 in)의 얕은 판넬 표면 이면 깊이이므로, 71VR1은 제어 판넬에 장착할 수 있어, 산업 및 상업용 장비에 
내장될 수 있습니다. 71VR1이 웨이브 솔더링 머신에 장착된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1개의 유닛이 납땜 온도, 컨베이어 속도, 머신 
기동/정지, 현재 소비 전력 및 경보 이력 등을 감시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IP 65 전면 판넬은 위생 설비와 같이 수분이 존재하는 환경의 어플리케이션 및 설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합니다.

리모트 I/O형 71VR1-E001 DC 입력형 71VR1-E101 유니버설 입력형 71VR1-E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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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ystem의 73VR 시리즈는 5.5 inch TFT 컬러 LCD 디스플레이를 갖는 판넬 장착 디지털 레코더입니다. DIN 표준 144-mm-
square 판넬 컷아웃에 적합하며, 기존의 소형 종이 레코더를 쉽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73VR은 3종 I/O 인터페이스를 갖는 폭 넓은 측정범위의 입력 능력을 특징으로 하는데, 73VR2100은 최대 12점의 Built-in 유니버셜 
입력 기능을 가지고 있고, 73VR3100은 후면에 장착된 선택성 입력 모듈을 가지며 73VR1100은 Modbus RTU에 연결된 리모트 I/O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73VR3100은 DeviceNet, Modbus 및 PROFIBUS-DP를 통해 주 PLC와 직접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측정 데이터는 CF 카드에 국부적으로 저장되지만 Ethernet을 통해 호스트 PC로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MSR128 PC 레코더 
프로그램에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MSR128 및 전용 73VRWV 데이터 뷰어는 국부 데이터 기록을 중단시키는 일 없이 카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Ethernet FTP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I/O의 다양성과 PC 레코더, PLC 시스템과의 호환성 덕분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용광로/냉각기용의 간단한 온도 
모니터링에서부터 빌딩/공장에서의 다점 데이터 로깅, 전력 및 유틸리티 모니터링/기록까지. IP 65급 전면 판넬은 식품 공장/위생 
설비에도 사용하기에 적절합니다.

리모트 I/O 획득: 73VR1100
 ■ 필드, 기계 또는 제어 캐비닛내에 원격적으로 설치된 독립형 I/O로부터 전송되는 최대 
128점 데이터까지 기록 가능

 ■ 고가의 센서 케이블을 사용하는 대신, 필드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배선 절감 실현
 ■ I/O 분리형 73VR1100은 제어 판넬 또는 좁은 스페이스에서도 적절한 설치  
유연성을 제공 

Built-in 유니버셜 입력: 73VR2100
 ■ 2~12점의 DC 전류/전압, 써모커플 및 RTD 입력
 ■ 각 채널에 대해 독립형 입력 사양 및 범위 선택 가능
 ■ 100 msec. 저장 속도의 최대 6점 

선택성 I/O 모듈: 73VR3100
 ■ 최대 4개의 R3 시리즈 I/O 모듈(최대 64점) 레코더의 후면에 장착 가능
 ■ 주 PLC와 통신하기 위한 각종 개방형 네트워크와의 호환성: 73VR3100은 PLC 제어 
시스템과 일체화되어 있어서 국부 디스플레이 및 레코더와 함께 리모트 I/O로서 사용 
가능

 ■ 20 msec. 저장 속도 / 8개의 아날로그 및 8개의 불연속 입력의 조합

어플리케이션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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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성 I/O 모듈

Built-in 유니버셜 입력

리모트 I/O



로그, 트랜드, 분석 및 프로파일 프로세스 시그널용

어플리케이션 실례

 ■ PC 레코더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 :  
PC Recorder Light, MSR128 및 MSRpro

 ■ Modbus RTU 또는 Modbus TCP/IP(Ethernet) 네트워크
 ■ 최대 128개의 채널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완전한 기능의 PC 레코더 소프트웨어

 ■ 기본 소프트웨어 PC Recorder Light에 의한  
고속 샘플링 50 ms / 8 ch

 ■ 다양한 필드 신호를 수신가능한 M-System의  
리모트 I/O 제품의 완성 라인

M-System의 PC 레코더 시리즈는 리모트 I/O 하드웨어와 모니터링/레코딩 소프트웨어와의 
자유로운 조합을 이용하여 저렴한 산업용 데이터 획득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필드 I/O는 리모트 I/O 모듈에 직접 연결되고 데이터는 Modbus RTU 프로토콜을 통해 RS-485 
네트워크에 전송되며, Ethernet 네트워크(Modbus TCP/IP 프로토콜)도 Ethernet I/O 모듈에 
의해 직접으로든 Modbus RTU I/O 모듈에 의해서든 이용 가능합니다. 
R1, R3, R5, R7 시리즈 등 완성 리모트 I/O 라인은 PC 레코더용에 이용 가능합니다. 이것은 
온도, millivolt/전압/전류 또는 불연속 신호는 물론 스트레인게이지 및 펄스 생성 기기와 같은 
다른 필드 센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C 전압/전류, watt/var 및 에너지 입력용 다양한 
전력 측정 모듈은 새로운 에너지 저장 계획을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 경향을 제조 라인에 
의해 상세히 모니터링 및 분석하는데 이상적입니다.
R1M, R2M 및 RZMS/RZUS 모듈은 MSR128 및 PC 레코더 라이트를 포함하는 무료 MSRPAC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함께 배송되며, 이 경제적인 모듈은 사이로, 용광로, 산업용 오븐, 온실, 
수경재배농장, 기계 테스트 벤치 및 기후 모니터와 같은 소형 온도 스캐닝용에 이상적입니다. 유니버셜 입력 모듈 RZMS/RZUS
를 이용하여 다른 타입의 센서 신호(예, 진동)를 고장 분석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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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R128LS / MSR128LV
PC 레코더 라이트

MSR128
완전한 기능을 갖춘 PC 레코더 

소프트웨어



MSRpro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고성능 PC 레코더
 ■ 최대 2048 포인트
 ■ 최대 256 포인트의 100 msec. 고속 모드
 ■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겹쳐져 보여 비교하기 쉽도록 하는 액티브 트랜드 보기
 ■ 두 개의 채널간에 수행되는 연산 기능과 로직 기능
 ■ 알람 히스토리와 데이터 검색 기능

MSRpro는 PC 기반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Paperless pen-type’ 기록 시스템입니다. LAN 카드 통신 인터페이스를 가지 
는 I/O 모듈과 통신함으로써, MSRpro는 입력된 신호를 읽고 이를 디지털 데이터로써 하드 디스크에 저장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태스크 보기와 저장을 공유함으로써 MSRpro는 대량의 입력 신호를 고속으로 기록 및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System의 리모트 I/O 모듈인 R3 시리즈는 DC와 AC 신호, 온도, 포텐쇼미터, 스트레인게이지 및 그 밖의 다양한 종류의 입력 
신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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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View Overview Active Trend 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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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신호의 방해 없이 낙뢰 서지만 흡수하는  
M-System 피뢰기
 ■ 센서, 신호 및 전원선을 보호
 ■ 다단계 SPD에 의한 우수한 보호
 ■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가능
 ✔ 4-20 mA & 펄스 신호 ✔ 주파수 생성 기기
 ✔ 써모커플 ✔ RS-485 / RS-422
 ✔ RTD ✔ Ethernet, DeviceNet, PROFIBUS, LONWORKS
 ✔ 포텐쇼미터  ✔ AC/DC 전원 공급 라인(최대 30 amps)
 ✔ 스트레인게이지 ✔ 수명 감시 기능

매년 낙뢰때문에 민감한 전자장비가 파괴되어 발생하는 피해액은 수십억 원대에 이릅니다.
게다가 서비스 중단 시간이 늘어나고,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중요한 정보의 손실로 인해 수십억 원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의 많은 회사들이 신호와 전원라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라인 M.RESTER 피뢰기를 
이용합니다.
M.RESTER 피뢰기는 장비의 신호를 방해하지 않고 낙뢰 서지만 흡수합니다.
M-System은 탁월한 보호성능을 제공하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M-System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M-System은 1972년 이래 신호 변환 전문 기술로서 필드 센서와 제어실에 연결되는 
다양한 전자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섭을 이해하고 최소화하며 계기 신호선에 피뢰기를 설치함으로써 각종 계기를 
최대한 보호하여 고객에게 최대 이익을 주게 됩니다.
M-System의 피뢰기는 4-20 mA 루프, RTD, 펄스 변환기, DC 전원선과 같은 특정 센서나 보호 장치로 보시면 됩니다. 각 모델별 
사양은 최대한의 보호가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MDP, MD7 시리즈는 센서 및 신호선 보호용의 다단계 SPD로서, 첫 단계의 방전소자에 추가하여 다이오드와 함께 직렬저항 
역할을 하며 전류 흐름을 제한함으로써 최적의 보호를 해줍니다. 최대 방전 전류 용량은 MD7 시리즈인 경우 8/20 microseconds
의 임펄스파에 대해 20 kA입니다.
MDP 시리즈 모듈은 헤드 소자 및 베이스 소켓(두 부분)으로 분리 가능합니다. 헤드 소자는 배선을 끊지 않고 제거 및 테스트할 수 
있고, 베이스 소켓은 헤드 소자를 제거할 때 입/출력 신호를 연결하여 유지 관리 작업시에도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MD7 시리즈(7 mm 폭의 Ultra-Slim 모듈)은 다점, 초고밀도 설치용으로 고안되었습니다. DIN 레일 마운팅/접지 및 경사형 
터미널 블록은 좁은 공간에서의 설치 및 배선을 도와줍니다. DIN 레일을 단일점에 접지할 때 피뢰기는 자동적으로 지면에 
연결됩니다. 각각의 모듈에 대해 교차 연결이 필요치 않습니다. 독립적인 실드 터미널 세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실드 터미널을 “플로팅(floating)” 또는 “접지(grounding)”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로팅 모드는 접지 루프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다단계 SPD는 전원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원선의 부하 전류 용량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게다가, 모델 MAKF 및 MAT2
의 1-포트 피뢰기는 부하 전류에 관계없이 전원선과 접지선 사이를 병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베이스 마운팅  
MDP 시리즈

 ■ 경량, 취급용이, 플러그인 구조
 ■ 헤드 소자는 배선을 끊지 않고  
제거 및 테스트 가능
 ■ 베이스 소켓은 헤드 소자를 제거할 때  
입/출력 신호를 연결

APPLICATION MODEL
4-20 mA loop, pulse signal, 24 V MDP-24-1
4-20 mA loop, life monitor MDPA-24
Thermocouple transmitter MDP-TC
RTD transmitter MDP-RB
Potentiometer & transmitter MDP-PM
Strain gauge & transmitter MDP-LC
Self-synch & transmitter MDP-JS
Pulse sensor & transmitter MDP-SP
AC / DC power supply, 1A MDP-100/MDP-200
DC power supply, 12/24 Vdc, 1A MDP-D
RS-422 / RS-485 MDP-4R
PROFIBUS-PA, FOUNDATION Fieldbus MDP-PA
LONWORKS (FTT-10A) MDP-LWA

배터리 전원형 헬스 테스팅
MDPA-24
 ■ 4-20 mA & 펄스 신호 보호
 ■ 피뢰기의 수명상태를 표시하는 ‘테스트’  

버튼이 부착된 배터리로 구동되는 수명  
모니터링 시스템

수명 모니터 & 서지 카운터
MAA-100 / MAA-200 / MAAC-100 / MAAC-200
 ■ 최대 5 amps 부하 전류용의 120 Vac / 240 

Vac 전원 공급선을 보호
 ■ 수명 모니터 기능은 피뢰기 교체 시기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어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고 꺼져 있는 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경보 접점 출력은 피뢰기의 상태를 외부로 
경고

전원용 1-포트 SPD
MAKF / MAT2
 ■ 부하 전류에 관계없이 전원선과 접지선 사이를 병렬로 연결
 ■ 열 차단기는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능이 저하된 헤드 소자를 
전원선으로부터 자동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보장

 ■ 단일 모듈의 3상 전원선에 적용 가능한 
MAT2

Ultra-Slim MD7 시리즈
 ■ 고밀도 장착 가능한 7 mm 폭의 모듈
 ■ 최대 방전 전류 20 kA(8/20 μsec.)
 ■ 접지 루프를 피하기 위한 필드 플로팅 모드
 ■ DIN 레일 마운팅/접지

APPLICATION MODEL
4-20 mA loop, pulse signal, 24 V MD7ST
4-20 mA loop, life monitor MD7AST*
2-wire transmitter loop MD72W
2-wire transmitter loop, 2 channels MD72WD
3-wire transmitter loop MD73W
Thermocouple transmitter MD7TC
RTD transmitter MD7RB
Potentiometer & transmitter MD7PM
Strain gauge & transmitter MD7LC
Self-synch & transmitter MD7JS*
Pulse signal, 2 channels MD7PL
AC power supply, 3A MD7AP*
DC power supply, 12/24 Vdc, 1.2A MD7DP*
RS-422 / RS-485 MD74R
PROFIBUS-PA MD7PA
FOUNDATION Fieldbus MD7FB
LONWORKS (FTT-10A) MD7LWA

필드 변환기 케이블 배관 마운팅
MD6N-24 / MD6T-24 / MD6P-24

 ■ 4-20 mA & 펄스 신호 보호
 ■ 2선식 변환기의 케이블 
배관 및 외부 하우징의 
다른 필드 장치에 직접 
장착 가능

PoE / 1000BASE-T 이더넷 사용
MDCAT

 ■ 전원-대-이더넷 호환성
 ■ 1000BASE-T / 100BASE-TX / 
10BASE-T
 ■ Webcam과 같이 이더넷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네트워크 장치를 보호하는데 이상적

 ■ IEC 61643-21, 카테고리 C1, C2에 따름 

8-포트 펄스 신호 사용
MDR2

 ■ 접점 출력을 갖는 반도체 스위치 보호
 ■ PNP 또는 NPN 연결
 ■ (채널 간 비 절연된)멀티 아날로그 신호에 적용 
가능
 ■ 멀티 채널 보호기를 사용하여 공간 절약
 ■ 보조 전원의 공급 없이, 접점 I/O 신호에 의해 
구동되는 LED 모니터(전압 리미터 기능 저하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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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ATEX 비 인가



 ■ 보다 나은 밸브 제어를 위한 고해상도 위치 설정
 ■ 오랜 기간 동안의 운영을 보장하는 브러쉬레스 스테핑 모터
 ■ Built-in 과부하 보호

M-System의 모델 PSN 시리즈는 일정한 토크 DC 스테핑 모터를 채용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본 
밸브 액츄에이터입니다. 용도의 폭을 최대화하기 위해 유닛에 다양한 특징을 적용하여, PSN는 오염 
또는 부식된 접점처럼 기계적 접점 피드백 센싱을 Common으로 하며 비접점 앵글 센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전체-개폐 위치 결정, 분리 범위, 데드밴드, 개폐 속도 및 재개시 리미팅 타이머를 위한 
필드-프로그래머블은 핸드헬드 프로그래머 모델 PU-2A를 사용합니다.
PSN은 과전류 보호, 스턱 밸브(stuck valve)에 대한 에러 검출 및 서보 모터의 과열을 예방하기 
위한 온도 센싱을 위해 Built-in 퓨즈를 구비하고 있으며, 알람은 불량 조건을 지시합니다. PSN은 날씨가 추워지면 서보 모터에 
낮은 전류를 인가하여 온도를 올려 줍니다. 
PSN은 오동작 방지 조작을 위해서 내부 배터리 백업 전원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닛에서의 불연속 입력은 수동으로 
또는 리모트 PLC/DCS로부터의 신호를 받아 밸브를 개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실예에서, 이것은 별도의 셧다운 
밸브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도: 화학 물질의 주입/혼합, 연료 밸브 제어 및 다른 석유 화학, 제약, 폐수의 유량 제어, HVAC 댐퍼 위치 설정 및 식품 가공 
기계 등
MSP, MRP 시리즈의 리니어 및 로터리 전동식 액츄에이터는 고해상도 피드백 위치 설정 및 전자 리미트를 갖는 DC 스테핑 모터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설치를 간편하게 하고 장기간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고신뢰성 전자기기를 네트워크 통신에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DeviceNet 또는 CC-Link 인터페이스에 의해 밸브 및 댐퍼를 정밀하게 제어하며 산업 표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위치를 감시할 수 있게 합니다. 다중 액츄에이터 네트워킹을 사용하면 포인트 대 포인트 배선 설치 비용은 물론 PLC와 
DCS 시스템의 아날로그 요구사항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예, 단일 제어기하에서 1다스 액츄에이터를 즉시 사용한 종이 횡방향 
프로파일링 제어)

LINEAR MOTION TYPE

MODEL MSP4 MSP5 MSP6 PSN1 PSN3 CSP
DeviceNet MODEL MSP4D MSP5D MSP6D — — —
CC-Link MODEL MSP4C MSP5C MSP6C — — —
Max. stroke (mm / inch) 15 / 0.59 20 / 0.79 40 / 1.57 40 / 1.57 60 / 2.36 75 / 2.95
Max. thrust (N / lbs) 700 / 157 700 / 157 2500 / 562 3000 / 674 5000 / 1124 12000 / 2697
Resolution 1/1000 or 0.015 mm 1/1000 or 0.02 mm 0.04 mm 0.06 mm Hysteresis 1 mm or less
Motor Stepping motor Stepping motor AC motor
Position detection Potentiometer Brushless angle sensor Potentiometer
Failsafe operation --- Optional ---

ROTARY MOTION TYPE

MODEL MRP4 MRP5 MRP6 CRP-0 CRP-1 CRP-2
DeviceNet MODEL MRP4D MRP5D MRP6D — — —
CC-Link MODEL MRP4C MRP5C MRP6C — — —
Max. angle 90°, 180° 90° 90°, 180° 90°
Max. torque (N·m / ft·lbs) 5 / 3.69 10 / 7.38 33 / 24.3 68.6 / 50.6 196 / 144.7 588 / 434.0
Resolution 1/1000 or 0.09° 0.45°, 0.68°, 0.90°
Motor Stepping motor AC motor
Position detection Potentiometer Potenti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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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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