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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부 구성 요소

MINI-TOP 전동 액추에이터
(CC-Link 용, 리니어 모션 타입)

주요 기능과 특징

●CC-Link가 탑재된 PLC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소형 제어

 밸브용 액추에이터 (구동부)

●간단한 배선 방식으로 배선 비용을 절감

●기타 CC-Link 기기와 동일한 케이블에 혼재 가능

●CC-Link를 통해 각종 정보 읽기 가능

●읽은 정보는 밸브나 액추에이터의 보수 및 점검에 이용

가능

●1/1000 고분해능

전형적인 응용 예

●제지 관련 플랜트 및 열병합 시스템 등의 소구경 밸브의

연속 비례 제어

●빌딩, 공장 등의 에어컨 설비

●정수장의 약제 주입 설비 등 미세 유량의 제어

　

형식：MSP4C－①②③－0R

주문 시의 지정 사항
•주문 코드：MSP4C-①②③-0R

  ①∼③은 아래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예：MSP4C-271-0R）

①스트로크
1：5∼10mm

2：8∼15mm

②개폐 시간 (추력)
3：5초/10mm (150N)

4：9초/10mm (300N)

7：18초/10mm (700N)

③출력축 타입
5：M5 암나사, 피치 0.5

6：M6 암나사, 피치 0.75

8：M8 암나사, 피치 1.0

1：M10 암나사, 피치 1.25

C：M5 암나사, 피치 0.8

D：M6 암나사, 피치 1.0

E：M8 암나사, 피치 1.25

F：M10 암나사, 피치 1.5

S：스템 버튼

CE 마킹
0：비적합

공급 전원
◆직류 전원

R：24V DC

(허용 범위 24V±10%, 리플 함유율 (ripple) 10%p-p 이하)

기기 사양
보호 등급：IP66

통신 이상 발생 시의 출력축 동작：하강, 상승, 정지

(동작 방향은 직립 설치 시)

회로 접속 방식

· 통신 회로：5심 마이크로 커넥터 (수나사)

  사용 케이블：CC-Link 기준

  (예：Woodhead CC-Link Micro-Change)

· 전원 회로：4심 마이크로 커넥터 (수나사)

  사용 케이블：커넥터 케이블

  (예：OMRON XS2F 또는 XS2WD42)

하우징 재질：알루미늄 주조

구동 모터：스테핑 모터

모터 절연 등급：E종

스트로크 검출：포텐셜미터

불감대 조정 범위：0.1∼1.9% (출하 시의 설정：1.5%)

재기동 제한 타이머 조정 범위：0∼10초 (출하 시의 설정：

1.5초)

아이솔레이션：하우징 · 통신-전원 간

제로 조정 범위：0∼25%

스팬 조정 범위：50∼100%

보호 기능：과부하 (로크) 보호

상태 표시 램프：적색 LED,

  정상 시 2초 간격으로 점멸

  로크 검출 시 0.5초 간격으로 점멸

수동조작기능：없음

CC-Link 사양
통신 방식：CC-Link Ver.1.10

국 타입：리모트 디바이스 국

국번 설정：1∼64 (로터리 스위치로 설정)

점유 국 수：1국 점유

전송 속도 설정：로터리 스위치로 설정

L RUN 표시 램프：적색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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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RR 표시 램프：적색 LED

출력 사양
■개폐 시간 및 추력 (정격전원전압 시)

MSP4C-□3：개폐 시간 5초/10mm, 추력150N

MSP4C-□4：개폐 시간 9초/10mm, 추력300N

MSP4C-□7：개폐 시간 18초/10mm, 추력700N

설치 사양
소비 전류

· 직류 전원：약 0.5A

사용 온도 범위：-5∼+55℃

사용 습도 범위：30∼85%RH（결로되지 않을 것）

내진성：4.9m/s2 (0.5G) 이하

설치：모든 방향

(액추에어터에 물방울 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출력축 및

케이블 커넥터를 위쪽을 향해 설치하지 마십시오.)

질량：약 1.5kg

성능
분해능：1/1000 또는 0.015mm 중에서 큰 값

(불감대 설정값이 0.1% 인 경우)

절연 저항：100MΩ 이상/100V DC

내전압：하우징 · 통신-전원 간　100V AC　1분간

통신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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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외형 치수도（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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