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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주의 

《안전상의 주의》 

당사제품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 검토 전에 반드시 이 취급 설명서를 읽어, 올바르게 사용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 설명서에는, 귀사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해당하는 항목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이 취급 설명서에서는, 안전 주의 사항의 순위를 「위험」 「주의」로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위험 

취급을 잘못되었을 경우에, 위험한 상황을 일어날 수 있고, 사망 또는 중상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 주의 

취급을 잘못하였을 경우에,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중간 정도의 상해나 경상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되는 경우 및 

물적 상해만의 발생이 상정되는 경우. 주의에 기재한 사항에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

니다. 

모두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 주십시요. 

! 

위험 

고장이나 오동작이 직접 인명을 위협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미치는 우려가 있는 장치(원자력 제어·항공 우주 기기·교통기 

기·의료기기·각종 안전 장치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그때마다 검토가 필요하므로, 당사 대리점 또는 당사에 문의해 주십

시요. 

 

[전반] 

● 폭발성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요. 부상, 화재등의 원인이 됩니다. 

● 통전 상태로 이동, 배선, 보수·점검등의 작업을 하지말아 주십시요. 반드시, 전원을 끈다음 작업해 주십시요. 화상이

나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 운반, 설치·배관·배선, 운전·조작, 보수·점검의 작업은,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실시해 주십시요. 감전, 부상, 화재등

의 우려가 있습니다. 

[배관·배선] 

● 배선은 올바르고, 확실히 해 주십시요. 감전·화재, 폭주의 우려가 있습니다. 

● 전원 케이블이나 모터 리드 선을 무리하게 굽히거나 잡아 당기지 말아 주십시요.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설치·조정] 

● 전동기, 제어장치의 어스 단자 또는 어스선은 필히접지 해 주십시요.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운전] 

● 운전중, 회전체(샤프트·날개등 )에는 반드시 접근 또는 접촉하지 말아 주십시요. 말려 들어가 부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 상전원이 노출한 상태에서는 운전은 하지 마십시요.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 제어 회로 내부에는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요.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 정전되었을 때는 반드시 전원을 꺼 주십시요. 돌연 회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 전동기는 돌연 회전 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전 불능이 되어도,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 제어장치 부착된 전동기의 제동 장치는 확실히 부하를 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고정할 경우는, 별계의 제동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요. 장치 파손, 부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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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전반] 

● 전동기, 제어장치의 사양을 넘어 사용하지 마십시요. 감전, 부상, 파손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 손상된 전동기, 제어장치를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요. 

● 고객에 의한 제품의 개조는, 당사의 보상 범위외 이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송·운반] 

● 운반시는, 낙하, 던지거나하면 위험하므로,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요. 

[개봉] 

● 현품이 주문한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요. 잘못된 상품을 설치했을 경우, 부상, 파손, 화재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설치·조정] 

● 전동기의 주위에는 가연물을 절대로 두지 마십시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전동기의 주위에는 통풍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치워 주십시요. 냉각이 저하되어 이상 가열에 의한 폭발, 인화,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 전동기를 부하와 결합하는 경우, 축의길이, 벨트의 길이, 쳑길이, 풀리의 평행도 등에 주의해 주십시오. 직결의 경우

는, 직결 정도에 주의해 주십시요. 벨트는 채인을 사용할 때는 장력을 올바르게 조정하시고, 또, 운전전에는, 풀리, 커플

링의 첨부 볼트는, 확실히 단단히 조여 주십시요. 파편에 의한 부상, 장치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 기계와 결합전에 회전 방향을 확인해 주십시요. 부상, 장치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 전동기의 축단부의 키를 맨손으로 손대지 마십시요. 부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배관·배선] 

● 보호 장치는 전동기에 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부하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요. 과부하 보호 장치 이외의 보호장

치(누전 차단기등 )도 설치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화재의 우려가 있습니다. 

[운전] 

● 운전중, 전동기, 제어장치는 꽤 고온이 됩니다 .손이나 몸을 닿지 않게 주의해 주십시오.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 전동기와 제어장치는 지정된 편성으로 사용 주십시요. 고장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 물이 걸리는 장소나 부식성의 사용환경, 인화성의 가스의 사용환경, 가연성의 곁에서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요. 화

재, 고장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보수·점검] 

● 전동기, 제어장치의 프레임은 고온이 되므로, 맨손으로 손대지 말아 주십시요.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 절연 저항 측정은, 실시하지 말아 주십시요. 

[보관] 

● 비나 물방울이 걸리는 장소, 부식성의 가스나 액체의 장소, 고온 또는 고습의 장소에서 보관하지 마십시요.. 누전, 고

장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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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메카 실린더는, 나사 구동의 구조를 가져, 다이아딕 시스템즈의 AC 써보모터를 사용한, 에어실린더 대체의 상품입니다. 

다이아딕 시스템즈의 써보모터, 및 주변기기와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직접 ON/OFF 스위치나 PLC(시켄서), CPU 

와 접속할 수 있습니다. 

1.1. 특징 

1.1.1. 에어 실린더의 단점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1) 배선, 및 주변장치가 심플하게 됩니다. 

 

(2) 멀티 포인트 결정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3) 토르크 동작시의 추진력을 바꿀 수 있습니다. 

 

(4) 이동 속도를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에어 실린더에서는 불가능한 저속 동작 가능합니다. 

(5) 현재 위치를 기점으로 한 피치 보내는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6) 가속시와 감속시의 가속도를 따로 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파모테크(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국제유통 555-9번지 23동 311호
http://www.famotech.com   http://www.apexgear.co.kr  Tel:031-468-2400  Fax:031-468-6900  Mobile:010-8289-2400



 

 

파모테크(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국제유통 555-9번지 23동 311호
http://www.famotech.com   http://www.apexgear.co.kr  Tel:031-468-2400  Fax:031-468-6900  Mobile:010-8289-2400



(7) 위치 결정 완료 검출폭을 변경하고, 이동중, 정지하지 않고 저속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8) 이동중, 외부 신호에 의해 실린더가 급정지합니다, 설정에 의해, 남은 리 이동을 취소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9) 설정된 범위에 실린더가 도달하면 신호를 출력합니다. 

 

(10) 압축기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에 공헌하겠습니다. 

(11) 폐기 오일 없이 오일 회수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12) 완충기, 오토 스위치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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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메카 실린더(SCN5 시리즈)로서의 특징과 주의 사항을 나타냅니다. 

(1) 나사계 메카부, AC 써보모터, 서보 드라이버, 콘트롤러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패러렐 접속 케이블(신호선과 전원선)

을 접속하면 동작합니다 

(2) 티칭 툴로 원점은 전진단, 후진단의 어느 쪽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하 설정치는 후진단 입니다. 

또, PC 설정 소프트웨어에서, 원점복귀시의 속도, 추진력이 변경 가능합니다. 

원점이 전진단의 경우, 좌표는＋(플러스) 표시에, 후진단의 경우, 좌표는(마이너스) 표시가 됩니다 

 

또, 외부 스토퍼를 사용하고, 중간점을 원점으로 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서도 좌표는 후진 방향은＋(플러스) 표

시에, 전진 방향이(마이너스) 표시가 됩니다 

(3) 추진력과 속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추진력이 클 때, 최고속도는 저하합니다 

(4) SCN5 시리즈의 경우, 스트로크가 길어지면 최고속도가 저하합니다 

(5) 추진력은 누를 때도 당길 때도 같습니다. 

(6) 토르크시 속도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토르크 동작시 이동 속도：7.5 mm/sec) 

(7) 수직 방향으로의 사용시, 전원 투입시의 최대 가반질량은 저하합니다(전원 투입시 최대 가반질량：7 kg) 

(8) 3 종류의 전원 절약 기능이 있습니다(PC 설정 소프트웨어로 대응 가능합니다) 

(1) 원점복귀시의 성 전류 설정 

(2) 자리 매김 동작시의 성 전류 

(3) 자리 매김 후의 전류 OFF 기능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십시요 

(9) 메카 실린더의 입력은 비절연형의 싱크 구동 전용입니다, 콘트롤러는 싱크 타입의 출력 회로를 접속해 주십시요 

(10) 메카 실린더의 출력은 오픈 콜렉트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유도 부하(코일등)를 구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에 

서지 흡수용 다이오드를 사용해 주십시오 

(11) 리드에는 횡방향 으로부터의 하중이 걸리지 않게 해 주십시요, 만약 횡방향으로부터의 하중이 걸리는 경우는 가이

드를 사용해 주십시요 

(12) 리드와 부하와의 설치 정도는 전스트로크 범위에 대하고, 0.1mm 이내의 평행도, 기울기로 해 주십시요.. 설치 오차

가 큰 경우는 제품 수명에 영향을 줍니다 

(13) 메카 실린더 있어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은 고굴곡용의 케이블이 아닙니다, 고굴곡용 케이블이 필요한 경우는 상담

해 주십시오 

(14) 리드 첨단의 너트의 체결 토르크는 규정치로 해 주십시요(체결 토르크：30 kg·cm) 

(15) 클린 룸 대응도 가능합니다, 상담해 주십시오 

(16) 원점의 위치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지는 스트로크 리미트 엔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임의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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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트로크의 실린더를 에뮬레이트 할 수 있습니다. 

(17) 출력 리드의 첨단 형상은, M10 P1.25 의 금속제(SUS303) 수나사 사양이 되고 있습니다 

(18) 설치 플랜지에 전동 모터와 같은 형식의 인 로를 마련해 있기 때문에, 편성이 용이합니다 

(19) 출력 리드는 돌아서 정지를 표준 사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치와 편성시, 리드는 외부로부터 돌리지 말아 주십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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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리얼 신호로의 다축의 동작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응 가능(샘플 프로그램 제공 가능)인 PLC(시켄서)로서는, 미츠비시, 키엔스, 옴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츠비시 MELSEC-A 시리즈(계산기 링크 유닛) 

AJ71UC24 , A1SJ71UC24-R2/R4/PRF,A1SJ71C24-R2/R4/PRF, A1SCPUC24-R2, A2CCPUC24(PRF)  

미츠비시 MELSEC-F 시리즈(통신 보드)FX2N-232-BD , FX1N-232-BD , FX2NC-232-ADP 

또한 샘플 프로그램은 미츠비시 GX Developer Version7 의 프로젝트 파일로서 제공하므로, 고객은 GX Developer 

Version7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키엔스 KV-700 (멀티 커뮤니케이션 유니트) KV-L20 장착 옴론 CS/CJ 시리즈(CPU 유니트) 

CS1H-CPU6*H,CS1G-CPU4*H,CS1H-CPU6*-V1,CS1G-CPU4*-V1,CJ1H-CPU6*H, CJ1G-CPU4*H,CJ1M-

CPU2*,CJ1M-CPU1* 의 내장 RS232 통신 포토 

PC(대응 OS：WindowsR95,98,2000,NT4, XP)로부터 시리얼 신호로 컨트롤 하기 위해 DLL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1) 티칭 툴로 다양한 설정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티칭 툴로 설정 가능한 항목 

PC 설정 

소프트웨어

티칭 

BOX 

 정지 위치, 최고속도, 가속도, 토르크의 설정 O O 

 가속시만, 항상 부하 조건에 응한 최대 가속도로 가속 O O 

 상대 이동(인크리멘탈 이동)의 설정 O O 

 위치 결정 완료 검출폭은 변경 O O 

 서보 게인의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O O 

 메카 실린더의 원점복귀의 방향(후진단 또는, 전진단) O O 

 스트로크 리밋트의 설정 O O 

 존 신호 출력 범위의 설정 O O 

 ILK 신호의 사양으로서(일시정지 모드와 위치 취소 모드) O O 

 원점복귀의 속도, 추진력의 변경 O X 

 위치 결정 완료 신호(목표 도달 신호)와 인포지션 신호(설정 범위

내 신호)의 선택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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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에어 실린더와 같은, 2점간의 이동이라면, 불과 6개소의 접속으로 O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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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각부의 명칭 

(1) 각부의 명칭 

 

(2) 명판 

명판이 붙여 있는 위치는, 1.2.(1) 각부의 명칭을 참조해 주십시요. 

실린더의 명판 

 

 

１. ３．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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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상의 주의점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아래사항은 반드시 지켜 주십시요. 

(1) 전원 전압은, 아래와 같은 전원을 준비해 주십시요. 

전원은, DC＋24V±10% (최대 2A) 주전원의 필요 전류는, 파워 리미트의 설정에 의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2축이상 n

축의 경우에서는, 각 축의 동작 타이밍을 늦추면, n×2A Max의 전원 용량은 필요 없습니다. 

 (2) 배선을 잘못하면, 파손됩니다. 

배선이 올바르게 행해지고 있는지,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요. 

(3) 통전중의 배선 변경은하지 마십시요. 

패러렐 접속 케이블의 연결기는 전원을 오프로 한 다음 접속 해 주십시요. 

(4) 설치는, 자연 대류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메카 실린더에 탑재되고 있는 써보모터는 열을 발생합니다. 방열에는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요. 

결로, 진동, 충격에도 주의해 주십시요. 

(5) 노이즈 처리, 설치의 처리를 확실히 해 주십시요. 

※ 신호선에 노이즈가 타면 진동이나 동작 불량을 일으킵니다. 

※ 강한 전류선과 약 전선은 분리해 주십시요. 

※ 배선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십시요. 

(6) 내전압 시험, 메가 테스트, 노이즈 시험은 하지 마십시요. 

(7) 연결기를 앰프나 중계 케이블로부터 뽑는 경우는, 리드 선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 주십시요. 연결기 손상의 우려

가 있습니다. 

(8) 실린더 리드가 진행할 방향이(마이너스) 좌표, 줄어들 방향이＋(플러스) 좌표가 됩니다. 이것은, 토르크 설정시도 같

습니다. 티칭 툴로 설정하는 경우, 주의해 주십시요. 

(9) 메카 실린더에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은 고굴곡용 케이블이 아닙니다 

 

파모테크(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국제유통 555-9번지 23동 311호
http://www.famotech.com   http://www.apexgear.co.kr  Tel:031-468-2400  Fax:031-468-6900  Mobile:010-8289-2400



3. 제품을 꺼내서, 동작 시켜 봅시다 

3.1. 준비 

3.1.1. 수송 도중에의 파손·손상의 확인 

상자의 외관이 무디어져 있는지, 떨어뜨린 흔적같이 패여있는지, 상처등이 없는가 확인해 주십시요. 

3.1.2. 주문 제품 대로입니까 

상자를 열면, 주문의 제품에 실수가 없는지,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요. 

3.1.3. 전원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메카 실린더를 동작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전원(출력 DC24V, 2A max)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3.1.4. 공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케이블을 절단 하거나 피복을 벗기기 위한 니퍼나 스트립퍼, 케이블단을 압착하기 위한 압착단자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

까 

3.1.5. 교시 툴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티칭 BOX(CTA-23) 또는, PC 설정 소프트웨어(TBVST-JP)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3.2. 우선은 각 케이블을 배선해 주십시요 

3.2.1. 메카 실린더를 꺼내 주십시요. 연결기의 확인을 합니다 

 

3.2.2. 패러럴 접속 케이블을 확인합니다 

전원에 접속되는 케이블과 시켄서나 스위치에 접속되는 케이블의 2개 있습니다. 

 

 
파모테크(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국제유통 555-9번지 23동 311호
http://www.famotech.com   http://www.apexgear.co.kr  Tel:031-468-2400  Fax:031-468-6900  Mobile:010-8289-2400



3.2.3. 패러럴 접속 케이블의 단말 처리를 해주십시요 

연결기가 붙지 않은 쪽의 케이블 단말 처리를 합니다. 메카 실린더와 전원, 또는 시켄서나 스위치까지의 거리를 맞추고, 

케이블의 전체 길이를 결정해 여분의 케이블은 잘라 주십시요. 

다음에, 케이블의 외피를 필요한 길이만 스트립 하고, 각 선의 색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선에 압착단자등을 붙입니다. 교

시 툴로의 동작 확인을 위해 우선, 전원(+24 V, 0 V)과 ILK(0 V)만을 접속합니다(밑그림 참조해 주십시오) 

 

3.2.4. 패러럴 접속 케이블과 ADP 케이블을 메카 실린더에 접속합니다 

ADP 케이블은 교시 툴(PC 설정 소프트웨어, 또는 티칭 BOX)에 부속되어 있습니다. 연결기에 주의해 삽입해 주십시요. 

이 때는, 전원은 공급하지 말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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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티칭 BOX(CTA-23)로 데모 운전을 해 봅시다 

(1) 3.2.4.항 으로 메카 실린더에 접속한 ADP 케이블의 반대측의 연결기를 티칭 BOX에 접속합니다. 패러럴 접속 케이블

의 전원(빨강：+24 V, 흑：0 V), ILK(차：0 V)를 접속합니다. 

 

(2) 전원의 스위치를 넣어 주십시요. 

(3) 전원의 스위치를 넣고, 4~5 초 정도 지나면, 티칭 BOX의 서보ON의 LED가 점등해, 액정표시가【겐텐훅키시테크다

사이】(적색의 숫자【0】도 점멸합니다)가 되기 때문에, 원점복귀 완료의 LED가 점등할 때까지, 원점복귀 버튼을 계속 

눌러 주십시요. 

(4) 이 상태에서, 수동 조작 핸들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메카 실린더의 리드가 전진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리드

가 후퇴합니다. 

(5) 위치 결정 포인트 버튼을 누르면서, 포인트 선택 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티칭 BOX로 부터 메카 실린더에 데모 동작용의 데이터가 기록됩니다. 

(6) 포인트 선택 버튼을 1회 눌러 주십시요. 적색의 숫자가【1】이 됩니다. 

(7) 여기서, 위치 결정 포인트 버튼을 누르면서, 원점복귀 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포인트 번호【0】,【1】의 데이터에 의해 메카 실린더가 반복 동작을 합니다. 

(8) 데모 동작을 멈추기 위해서는, 위치 결정 포인트 버튼을 한번더, 눌러 주십시요. 

(참고) 위치 결정 포인트 버튼을 누르면서, 원점복귀 버튼을 눌러 동작시키는 데모 동작의 경우, 포인트 번호【0】로 부

터, 포인트 선택 버튼을 눌러 변경한 적색의 숫자(포인트 번호)【N】까지가 반복 데모 동작의 대상입니다. 

(9) 그 외의 동작에 대해서는 티칭 BOX 의 취급 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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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티칭 BOX로 표와 같이 정지 위치, 이동 속도의 설정을 해 봅시다 

설정치는 일반적인 수치입니다. 표의 수치에 관

계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 1. 원점이 출하시 설정인 경우, 위치 좌표 표시는(마이너스) 좌표가 됩니다. 

전진단을 원점으로 변경했을 경우는, 위치 좌표 표시는＋(플러스) 좌표가 됩니다. 

(1) 메카 실린더에 접속한 ADP 케이블의 반대측의 연결기를 티칭 BOX 에 접속합니다. 전원(빨강：+24 V, 흑：0 V), 

ILK(차：0 V)를 접속합니다 

(2) 전원의 스위치를 넣어 주십시요. 

(3) 전원의 스위치를 넣고, 4~5 초 정도 지나면, 티칭 BOX의 서보 ON LED가 점등해, 액정표시가【겐텐훅키시테크다사

이】(적색의 숫자【0】도 점멸합니다)가 되기 때문에, 원점복귀 완료의 LED가 점등할 때까지, 원점복귀 버튼을 계속 눌

러 주십시요. 

(4) 이 상태에서, 수동 조작 핸들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메카 실린더의 리드가 전진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리드

가 후퇴합니다. 

(5) 포인트 0의 설정 

적색의 숫자 표시가【0】, 위치 교시/수동의 LED가 점등하는지 확인후, 수동 조작 핸들을 회전해 액정 표시를【-5.002 

mm】로 설정한 다음, 등록 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교시 선택 버튼을 2회 눌러, 속도 수치 입력의 LED가 점등하고 있는지를 확인후, 액정 표시를【400.0mm/sec】로 설정

한 후, 등록 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이것으로, 포인트 0은 정지 위치가―5 mm, 이동 속도가 400mm/sec 로 설정되었습니다. 

(6) 포인트 1의 설정 

포인트 선택 버튼을 1회 누르고, 적색의 숫자 표시를【1】로 해 주십시요. 포인트 1의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치 교

시/수동의 LED가 점등하고 있는지를 확인후, 수동 조작 핸들을 회전시켜, 액정표시를【-45.000 mm】로 설정해, 등록 

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교시 선택 버튼을 2 회 눌러, 속도 수치 입력의 LED가 점등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액정 표시를【100.0mm/sec】

로 설정해, 등록 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이것으로, 포인트 1은 정지 위치가―45 mm, 이동 속도가 100mm/sec 로 설정되었습니다. 

(7) 포인트 2의 설정 

포인트 선택 버튼을 1회 누르고, 적색의 숫자 표시를【2】로 해 주십시요. 포인트 2의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치 교

시/수동의 LED가 점등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동 조작 핸들을 회전시켜, 액정표시를【-25.000 mm】로 설정 후, 등

록 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교시 선택 버튼을 2회 눌러, 속도 수치 입력 LED가 점등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액정 표시를[300.0mm/sec]로 설정

해, 등록 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이것으로, 포인트 2는 정지 위치가―25 mm, 이동 속도가 300mm/sec 로 설정되었습니다. 

(8) 위치 결정 포인트 버튼을 누르면서, 원점복귀 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포인트 번호【0】,【1】,【2】의 데이터에 의거

해 메카 실린더가 반복 동작을 합니다. 

위치 결정 포인트 버튼을 재차 누르면, 운전을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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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티칭 BOX 로 토르크 동작의 설정을 해 봅시다 

아래 그림과 같이, 20mm의 위치(워크 직전)까지, 200mm/sec의 속도로 간 다음, 토르크력 20%로 워크를 토르크를 발생

하는 동작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리드가 진행할 방향으로의 토르크의 경우, 토르크력의 설정은(마이너스) 설정에, 줄어들 방향으로의 토르크의 경

우는＋(플라스) 설정이 됩니다. 

(1) 메카 실린더에 접속한 ADP 케이블의 반대측의 연결기를 티칭 BOX에 접속합니다.전원(빨강：+24 V, 흑：0 

V),ILK(차：0 V)를 접속합니다 

(2) 전원의 스위치를 넣어 주십시요. 

(3) 전원의 스위치를 넣고, 4~5 초 정도 지나면, 티칭 BOX의 서보 ON의 LED가 점등해, 액정표시가【겐텐훅키시테크다

사이】(적색의 숫자【0】도 점멸합니다)가 되기 때문에, 원점복귀 완료의 LED가 점등할 때까지, 원점복귀 버튼을 계속 

눌러 주십시요. 

(4) 이 상태에서, 수동 조작 핸들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메카 실린더의 리드가 전진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리드가 

후퇴합니다. 

(5) 포인트 4에 토르크 동작을 설정합니다 

포인트 선택 버튼을 4회 누르고, 적색의 숫자 표시를【4】로 해 주십시요. 포인트 4의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꽉 눌러 포인트 버튼을 누르고, LED가 점등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요. 포인트 4가 꽉 눌러 동작 설정이 되었습니다. 

위치 교시/수동의 LED가 점등하고 있는지 확인해, 수동 조작 핸들을 회전시켜, 액정 표시를【-20.000 mm】로 설정해, 

등록 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워크 직전의 토르크개시 위치의 설정이 되어. 교시 선택 버튼을 2회 눌러, 속도 수치 입력

의 LED가 점등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액정 표시를【200.0mm/sec】로 설정해, 등록 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워크 직전

에의 이동 속도의 설정이 됩니다. 

교시 선택 버튼을 3회 눌러, 토르크력 수치 입력의 LED가 점등하고 있는지 확인후, 액정 표시를【20%】로 설정해, 등록 

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토르크력의 설정이 됩니다. 

이것으로, 포인트 4는 그림과 같은 동작이 설정되었습니다. 

(6) 수동 조작 핸들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리드를 줄이고 나서, 포인트 실행 버튼을 계속 눌러 주십시요. 메카 실린

더가 토르크 동작을 합니다. 

버튼으로부터 손가락을 떼어 놓으면 토르크 동작은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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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PC 설정 툴(TBVST-JP)로 데모 운전 

(1) 3.2.4.항 으로 메카 실린더에 접속한 ADP 케이블의 반대측의 연결기를 연결기 변환기(ADP-2)의 CN2에, PC 설정툴

에 부속의 SIO 케이블도 연결기 변환기(ADP-2)의 CNA 에 접속합니다. 

 

(2) SIO 케이블의 반대측의 연결기를 부속의 RS232/485 변환기(ADP-1)에 접속해, PC의 시리얼 포트(COM 포토)에 접

속해 주십시요. 

 

(3) 메카 실린더의 전원을 넣어 PC 설정 소프트웨어(TBVST-JP)를 시작해 주십시요. 

(4) 통신 설정의 표시가 나오면, 현재사용의 PC의 시리얼 포트 넘버를 선택해, 설정 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아래 그림과 

같은 조작 화면이 나옵니다. 

(5)【원점복귀】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메카 실린더가 원점복귀 동작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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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면 좌측 상단의【파일】을 클릭해 주십시요.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됩니다. 

 

(7)【다운로드(PC→앰프)】를 선택해, 사용 메카 실린더의 스트로크에 맞추고, 파일을 선택해 주십시요. 파일 이름에 선

택한 파일명이 표시되면,【다운로드 스타트】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요. 메카 실린더에 데모 동작용 데이터가 다운로드됩

니다. 

(8) 닫는】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요. 원래의 초기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초기 화면에서, 【스타트】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방금전 다운로드한 데이터에 의하여, 메카실린더가 동작합니다. 데모 동작을 정지시키는 경우는【스톱】버튼을 누르면 

정지합니다. 

 

(9) 상세한 방법은【헬프】를 참조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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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착으로부터 시운전까지 

4.1. 제품의 확인 

제품의 확인과 점검을 실시해 주십시요. 

(1) 제품은, 주문 한 물건인가, 확인해 주십시요. 

(2) 파손한 곳이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3) 나사 등, 체결부가 느슨한지 확인해 주십시요. 

4.2. 실린더의 설치 

실린더는, 설치의 방법이나 설치의 장소가 나쁘면 수명이 짧아지거나 생각하지 않는 사고의 원인이 되어. 주의를 지켜 

올바르게 설치해 주십시요. 

4.2.1. 설치 장소의 주의 

일반의 옥내에서의 사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설치 환경하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①옥내에서, 부식성 또는 폭발성의 가스가 없는 곳  

②통풍이 좋고, 자랑해, 쓰레기나 습기가 없는 곳  

③주위 온도가 0에서 40℃의 범위의 곳  

④습도는 90%RH이하로, 결로 하지 않는 곳  

⑤점검이나, 청소하기 쉬운 곳  

⑥물방울, 기름등이 발생하지 않는 곳 

4.2.2. 추천 설치 방법 

실린더는, 부착면 측의 설치 구멍을 이용하고, 각각 4개의 M5용 와샤, M5용 spring washer 및 M5의 육각구멍  볼트의 

차례로 달아 주십시요. 스프링 와샤와 히라왓샤의 순서가 다르면, 실린더 본체의 부착면에 과대한 상처를 주는 일이 있

습니다. 추천 체결 토르크는 20kg·cm 입니다. 

실린더의 부착은, 푸트 쇠장식을 사용해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7.6항의 쇠장식을 사용해 주십시요. 

4.2.3. 리드 첨단부의 나사의 고정 

실린더의 리드는 내부에 회전 멈춤 기구를 장비하고 있습니다. 리드 첨단의 나사 설치시에 리드에 억압 토르크가 걸리지 

않게 스패너를 이용하여 고정부를 고정해 단단히 조여 주십시요. 추천 체결 토르크는 30kg·cm입니다. 회전 모멘트 부하

가 크고, 한편 회전 방향의 롤링이 문제가 되는 곳에서는, 독립적인 회전 멈춤을 달아 주십시요. 

4.2.4. 메카 실린더와 부하와의 설치 정도 

메카 실린더와 외부 부하와의 부착 

정도는 전 스트로크 범위에 대하고, 

0.1 mm의 평행도내에서 설치해 주십시요. 간

단한 부착 정도 확인으로서는,메카 실린더를 

설치하고 있는 나사를 느슨하게 하고, 외부 

부하와 메카 실린더가 접속되고 있는 상태로, 

리드를 신축시켰을 때에, 메카실린다 본체 뒷

단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요. 움직이는 경우는 메카 실린더의 수명을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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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접속·배선 

접속·배선은, 4.4.항의 외부 접속 예를 참고로 해 접속해 주십시요. 

4.3.1. 접속·배선 

(1) 노이즈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 하려면 , 다음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① 입출력 장치나 노이즈필터는, 메카 실린더에 대해서 가능한 한 가깝게 배치해, 가능한 한 짧게 배선을 해 주십시요. 

② 릴레이, 솔레노이드, 전자 접촉기의 코일에는, 서지 흡수용 회로를 반드시 붙여 주십시요. 

③ 다른 시스템의 파워 라인과 메카 실린더의 배선을 동일 덕트내에 통하거나 함께 배선 하지 마십시요. 

(2) 메카 실린더를 패러럴 인터페이스(접점 신호：PIO)로 시켄서를 짜는 경우 

 24V 전원 입력은, 「서보 알람」이 발생했을 때, 외부 접속도를 참조하고, 24V를 차단할 수 있도록 상위 시스템으로 순

서를 고려하십시요. 

 전원 투입시의 순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해 주십시요. 

 

(3) 입출력 신호의 배선 

 상위 시스템측이 RS232C로 인터페이스 하는 경우, 상위 시스템과 앰프의 사이에 RS232C/RS485 변환기(형명：ADP-

1)가 필요합니다. 변환기는, 7.3.항 을 참조해 주십시요. 

 SIO 케이블을 외부에 배선을 할 때는, 반외용에 다른 종류의 케이블을 선정해 사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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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접속·배선으로 특별히 주의 

4.4.1. 전원을 릴레이로 차단하는 경우 

메카 실린더에의 24V 전원의 공급을 릴레이로 차단하는 경우, 24V 전원의 플러스측과 마이너스측의 양쪽 모두를 차단하

던지, 24V 전원의 플러스측을 차단해 주십시요 

 

24V 전원의 마이너스측 만을 차단했을 경우는, 메카 실린더의 입력 회로가 파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4.2. +24V측을 접지 하고 있는 경우 

시리얼 인터페이스로, 메카 실린더를 운전하는 경우, 그림 1에 나타내는 위험성이 어떤 때에는, DC24V 전원의 접지를 

하지 마십시요. 

메카 실린더에 공급하는 전원은 DC24V 입니다만, 이 전원의 0V 측은, 메카 실린더의 내부 제어 회로 공통의 그라운드

가 되고 있어 시리얼 인터페이스의 그라운드(5G)에도 접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보안을 위해 +24V 

측을 접지 하고 있는 경우, 퍼스널 컴퓨터나 PLC의 어스를 경유한 전원 합선이 생기고, 관련기기를 소실하는 경우가 있

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요. 

 

그림 1.전원 합선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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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메카 실린더의 입력 회로 

메카 실린더의 입력 회로는, 반드시, 0 V측과 쇼트(ON), 또는 오픈(OFF)의 2개 상태로 사용해 주십시요. 

메카 실린더의 입력 회로는, 그림 2에 나타내는 것처럼, 비절연형의 싱크 구동 전용 회로가 되고 있어 싱크형의 출력 회

로를 사용하고, 0 V측과 쇼트(ON), 또는 오픈(OFF)의 2 상태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로로 부터 분명하게, 이 입력 

회로를 그림 3에 나타내듯이, 소스형의 출력 회로로 구동하거나 +24V에 접속하면, 입력회로에 과전류가 흐르고, 내부가 

파손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요. 

 

 

4.4.4. 유도 부하를 구동하는 경우 

메카 실린더의 출력 회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내는 오픈 콜렉트 출력이 되고 있으므로, 유도 부하(코일인)를 구동하는 경

우에, 반드시 외부에 서지 흡수용 다이오드를 붙여 사용해 주십시요. 서지 흡수용 다이오드가 없으면 서지 전압에 의해 

출력 회로가 파괴하는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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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외부 접속 례 

싱크 타입 PLC 메카 실린더 입력 회로 

 

시리얼 인터페이스 접속(SIO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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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시리얼 인터페이스 접속으로, 상위 시스템측이 RS232C로 인터페이스 하는 경우는, 상위 시스템과의 사이에 

RSS232C/RS485 변환기(형명：ADP-1), 연결기 변환기(형명：ADP-2-4), SIO 케이블(RP9041-***), ADP 케이블

(RP9050-***)이 필요합니다. 

또, 상위 시스템측이 RS485의 경우는 변환기는 불필요합니다. 

(주 2) ALM이 OFF가 되었을 때(알람시)에는, 상위 시스템으로 주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회로로 해주십시요. 

(주 3) 주전원의 투입·차단에는 TV정격으로 TV8를 채우는 릴레이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주 4) 전원(DC+24V±10%, 최대 2A)은 고객께서, 준비해 주십시오. 

(주 5) 연결기, 케이블, 변환기등은 첨부품이 아닙니다. 별도, 발주해 주십시오. 

(주 6) 메카 실린더 및 연결기는 방수 사양이 아닙니다. 방수가 필요한 경우는 기계 측에서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주 7) 케이블은, 모두 반외용이 아닙니다. 반외에 포선 하는 경우는, 반외용 케이블을 선정해 주십시요. 

4.6. 시운전 

예기치 못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이하와 같은 순서를 참고로 하여 시운전을 해 주십시요. 

예기치 못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처음에 메카 실린더와 기계를 분리한 상태(메카시린다 단독으로)로 하고 시운전을 

실시해 주십시요. 처음부터 기계에 접속한 상태로, 메카시린다를 동작시키지 말아 주십시요. 

(1) 처음에 메카 실린더를「무부하 상태」(메카 실린더 단독)로 하고, 시운전을 실시해 주십시요. 

(2) 기계에 조립한 후, 배선을 재확인해 주십시요. 

시리얼 인터페이스 접속(SIO 접속)으로 다축의 메카 실린더를 제어하는 경우는, 각 축마다 축번호를 설정해 주십시요. 

메카 실린더 뿐만이 아니라, 폐사의 써보 시스템 및 서보 응용상품을 포함해 고유한 축번호를 설정해 주십시요. 

(3) 각 축 마다 동작하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요. 

각 축 마다 상위 시스템으로부터 지령을 하는지, 티칭 BOX(형명：CTA-23)로부터 JOG기능을 사용하던지, PC 설정 툴

(형명：TBVST-JP)에 의한 JOG 운전 기능을 사용해 실린더를 작동시켜 주세요. PC 설정 툴은, 7.1항을 참조해 주십시요. 

(4) 각 축 마다 동작 확인 후, 시스템으로의 운전을 실시해 주십시요. 

(5) PIO 접속 콘넥터의 배선 상태를 주의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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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카 실린더의 사양 

5.1. 메카 실린더의 사양 

5.1.1. 사양 

 

(주 1) 제품 개량을 위하여, 정격, 사양, 치수등의 일부를 예고없이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 2) 아래 그림은 토르크 설정치에 대한 토르크(type치)을 나타냅니다. 

 

주의 

토르크 설정치는 리드가 진행할 방향으로 (마이너스) 설정치, 줄어들 방향의 경우는, ＋(플러스) 설정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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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외형 치수도 

메카 실린더부의 외형도 

 

6. 전기적 인터페이스 사양 

6.1. 인터페이스 신호의 입출력 회로 

(1) PIO의 입력 회로 

입력 신호의 「ON」은, 입력 신호를 메카 실린더 외부에서 0V 에 합선 하는 것을, 「OFF」는, 입력신호를 메카 실린더 

외부에서 개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ON」전류는 4 mA입니다. 

(2) PIO의 출력 회로 

출력 신호의 「ON」은, 출력 신호가 메카 실린더 내부에서 0V에 합선 되는 것을, 「OFF」는, 출력 신호가 메카 실린더 

내부에서 개방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ON」전류는 MAX 10mA입니다. 

(3) SIO의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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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PIO의 사양 

6.2.1. 입력 신호 

입력 신호의 「ON」은, 입력 신호를 메카 실린더 외부에서 0V에 합선하는 것을, 「OF」는, 입력신호를 개방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번호 기호 기     능 

1 +24V DC24V 전원＋측 입력 

2 0V DC24V 전원-측 입력 

3 PC1 목표 위치 번호 입력(목표 위치 번호 :PC1, PC2, PC4, PC8의 합계)ON으로 1, OFF로 0을 나

타낸다 

4 PC2 목표 위치 번호 입력(목표 위치 번호 :PC1, PC2, PC4, PC8의 합계)ON으로 2, OFF로 0을 나

타낸다 

5 PC4 목표 위치 번호 입력(목표 위치 번호 :PC1, PC2, PC4, PC8의 합계)ON으로 4, OFF로 0을 나

타낸다 

6 PC8 목표 위치 번호 입력(목표 위치 번호 :PC1, PC2, PC4, PC8의 합계)ON으로 8, OFF로 0을 나

타낸다 

7 CSTR 목표 위치 번호 입력용 스트로브 입력 

1. OFF→ON(0V와 합선)으로 목표 위치 번호 PC1~8 의 합계를 읽어 들여, 그 목표 위치에 이

동합니다(포인트 지령과 같다) 

2. 원점 미확인의 경우의 최초의 OFF→ON(0V와 합선)에서는, 원점복귀 동작을 실시한 후에 

목표 위치에 이동합니다 

8 ILK 축이동 인터락 입력 

일시정지 입력 모드(출하 설정치) 

1. 이동시에 OFF가 되었을 경우, 최대로의 감속을 실시해, 정지한 위치를 임의의 정지 목표 

위치로 해, 정규의 정지 목표 위치는 별도 보관 유지합니다 

2. ILK 신호가 ON으로 돌아오면, 임의의 정지 목표 위치는 소멸해, 정지 목표 위치는 정규의 

값에 되돌려져서 이동합니다 

이동 지령 캔슬 정지 입력 모드 

1. 이동시에 OFF가 되었을 경우, 최대로의 감속을 실시해, 정지한 위치를 목표 

위치로 합니다. ON이 되어도 정지한대로 입니다. 현재 위치 번호 출력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참고：목표 위치 번호 편성표 

목표위치번호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PC1 0 1 0 1 0 1 0 1 0 1 1 0 1 0 1 1 

PC2 0 0 1 1 0 0 1 1 0 0 0 1 1 0 0 1 

PC4 0 0 0 0 1 1 1 01 0 0 0 0 0 1 1 1 

PC8 0 0 0 0 0 0 0 0 1 1 01 1 1 1 1 1 

CSTR 0 V에의 바이너리 조합으로 PC1~PC8 의 데이터 읽기 

 

 

파모테크(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국제유통 555-9번지 23동 311호
http://www.famotech.com   http://www.apexgear.co.kr  Tel:031-468-2400  Fax:031-468-6900  Mobile:010-8289-2400



6.2.2. 입력 신호의 상세 설명 

【+24V】 

메카 실린더의 전원 입력 + 전압입니다. 메카 실린더의 제어 전원 +5V는, 이 +24V 전원으로부터 메카 실린더 내부에서 

생성됩니다. 알람등의 리셋은, 알람 요인을 제거 후, 이 전원의 오프/온으로 리셋을 해주십시요. 

【0V】 

메카 실린더의 전원 입력 – 전압입니다. 제어 전원 회로의 - 전압측(그라운드), 시리얼 인터페이스의 - 전압측(그라운드)

과 공통이 되어 있습니다. 

【PC1】【PC2】【PC4】【PC8】 

목표 위치 번호 입력입니다. CSTR 신호의 OFF→ON 의 엣지를 검출하면, PC1~PC8를 4 비트의 바이너리코드(각 비트의 

중량감은, PC1이 20, PC2가 21, PC4가 22, PC8가 23)에 의한 목표 위치 번호 입력으로서 읽어 들입니다. CSTR 신호의 

OFF→ON시에는, PC1~PC8 는 확정하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CSTR가 ON한 후, PC1~PC8 상태를 변경해도, 동작에 

영향은 없습니다. 

정지 지점이 2개소인 경우, 어떤 것이나 1개의 입력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끝납니다. 예를 들면, 

【PC1】의 ON/OFF 의 경우：포인트 0 으로 포인트 1 

【PC2】의 ON/OFF 의 경우：포인트 0 으로 포인트 2 

【PC4】의 ON/OFF 의 경우：포인트 0 으로 포인트 4 

【PC8】의 ON/OFF 의 경우：포인트 0 으로 포인트 8 

【CSTR】 

목표 위치 번호 입력용 스트로브 입력입니다. 이 신호의 OFF→ON 의 엣지를 검출(내부 필터의 관계로, 4ms 이상의 ON 

시간이 필요)하면, PC1~PC8 의 바이너리코드에 의한 목표 위치 번호를 읽어들여, 위치 결정 합니다만, 전원 투입 후, 

한번도 원점복귀 동작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ZFIN 출력이 OFF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원점복귀를 실행한 후에, 목표 위

치 번호에 위치 결정 합니다. 

CSTR 신호와 PC1~PC8의 ON의 타이밍입니다만, 규격상은 동시라도 해도 문제 없습니다, 콘트롤러(PLC등)의 출력 회

로 불균형에 의한, 시간 지연등도 고려해, 반드시 CSTR 신호의 OFF→ON시에는, PC1~ PC8는 확정해 주십시요. 

CSTR 신호를 ON하면, PFIN 신호는 OFF합니다. 또, CSTR 신호가 ON의 상태로는, 목표 위치에 도달해도 PFIN 신호는 

ON 하지 않습니다. 

【ILK】 

「일시정지 입력 모드」와「이동 지령 취소 정지 입력 모드」가 있습니다. 

티칭 BOX나 PC 설정 소프트웨어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덧붙여 출하 설정은 일시정지 입력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일시정지 입력 모드(출하 설정 모드) 

이동시에 OFF가 되었을 경우, 최대로 감속을 실시해, 정지한 위치를 임의의 정지 목표 위치로 해, 정규의 정지목표 위치

는 별도 보관 유지합니다 

ILK 신호가 ON으로 돌아오면, 임의의 정지 목표 위치는 소멸해, 정지 목표 위치는 정규의 값에 되돌려져서 이동합니다 

ILK 신호가 OFF가 되고, 정지하고 있는 상태로, 새로운 이동 지령이 있었을 경우, ILK 신호가 ON후, 새로운 이동 지령에 

따라 동작합니다. 

ILK 신호가 OFF가 되고,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PFIN 신호는 ON 되지 않습니다만 ILK 신호가 ON후, 목표 위치에 

도달하면, PFIN 신호는 ON이 됩니다. 

이동 지령 취소 정지 입력 모드 

ILK 신호가 OFF되고,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이동 지령이 있었을 경우에서도, 새로운 이동 지령은 무시 합니다. 

ILK 신호가 OFF되고,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PFIN 신호는 ON 됩니다(ILK 신호가 ON 된 후, PFIN 신호는 ON 대로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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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출력 신호 

출력 신호의 「ON」은 출력 신호가 메카 실린더 내에서 0V 에 합선 되는 것을, 「OFF」는 메카 실린더 내에서 개방되

는 것을 가리킵니다. 

 

번호 기호 기    능 

9 PFIN 위치 결정 완료 출력 출력 

① ON：목표 위치 번호에서 지정한 정지 목표 위치에 위치 결정 완료했을 때, ON이 됩니다. 

단, CSTR 신호에 의해 목표 위치를 입력했을 경우, CSTR 신호가 오프로 돌아올 때까지는 PFIN 

신호는 ON이 되지 않습니다. 

② OFF：목표 위치 번호를 새롭게 설정했을 때, 전원이 OFF때, PFIN는 OFF가 됩니다. 단, 전

원이 ON으로 돌아오면 위치 결정 완료를 새롭게 판단해, ON/OFF를 출력합니다. 

10 ZFIN 원점복귀 완료 출력 

① ON：원점복귀 완료 후, ON이 된다. 

② OFF：전원 투입 직후 및 엔코더 관련의 알람 발생시에 OFF가 되어, 원점복귀 할 때까지 

ON이 되지 않는다. 

11 ZONE 존 신호 출력 

① ON：지정한 영역내에 들어가 있을 때, ON을 출력한다 

② OFF：원점 미확인의 경우 OFF를 출력한다. 또 지정한 영역외에 있을 때 OFF를 출력한다 

12 ALM, 앰프 경보 출력 

① ON：정상시에 ON을 출력한다 

② OFF：알람 발생시에 OFF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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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출력 신호의 상세 설명 

【PFIN】 

위치 결정 완료 출력입니다. 

전원 투입 후, 써보 앰프가 동작 준비를 완료한 시점에서, ON 됩니다. 

CSTR 신호를 ON로서 위치 결정 동작을 지령하면, PFIN 신호는 OFF가 되어, CSTR 신호가 OFF가 된 후에, 위치 결정 

목표 위치와의 위치 편차가 위치 결정 완료 검출폭 이내가 된 시점에서 ON가 됩니다. CSTR 신호가 ON인 채의 상태에

서는, PFIN 신호는 ON 되지 않고, CSTR 신호가 OFF가 된 후에 ON가 됩니다. 

PFIN 신호는, 일단 ON 되면, 그 후, 위치 편차가 위치 결정 완료 검출폭을 넘어도 OFF 되지 않습니다. 

PFIN 신호는, 소프트웨어 스트로크 리밋트 기능에 의해서 인터락 되었을 경우에 OFF가 됩니다. 

【ZFIN】 

원점복귀 완료 출력으로, 전원 투입 직후 및 엔코더 관련의 알람 발생시에 OFF 되며, 원점복귀 완료후, ON 됩니다. 

ZFIN 신호가 일단 ON 되면, 그 후 위치 피드백 비정상이나, 제어 전원 차단까지 OFF 되지 않습니다 

【ZONE】 

존 신호 출력으로, 지정한 영역내에 들어가 있을 때, ON을 출력합니다. 

원점복귀전(ZFIN 신호가 OFF 상태), 및 지정한 영역외에 있을 때, OFF 되어, 원점복귀 완료 후는 상시 유효하고 알람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LM】 

알람 경보 출력으로, 정상시에 ON을 출력해, 이상 발생시에 OFF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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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타이밍 

패러럴 인터페이스 접속(PIO 접속)을 사용해 기동하는 경우의 타이밍을 나타냅니다. 

 

 

명칭 최소치 최대치 적  용 

twcs1 4 msec  CSTR ON 최소 시간폭 

twcs0 4 msec  CSTR OFF 최소 시간폭 

thcs 0 msec  PFIN OFF → CSTR 홀드 시간 

tspc 0 msec  CSTR ON → PC1 ～ PC8 셑업 시간

thcspc 4 msec  CSTR ON → PC1 ～ PC8 홀드 시간 

thpfpc 0 msec  PFIN OFF → PC1 ～ PC8 홀드 시간 

tdpf  4 msec CSRT ON → PFIN OFF 지연 시간 

tdip  4 msec CSTR ON → INP OFF 지연 시간 

 

(주 1) 상기 타이밍은, 출력 회로에 대한 부하 저항이 10kΩ이하의 경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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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SIO의 사양 

SIO가 사용할 때는, 별지“Termi-BUS 인터페이스 기능 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6.3.1. 개요 

전기적 사양 ： RS485 의거 

전송 속도 ： 9.6Kbps~115.2Kbps 까지 선택 가능 

(보드레이트 지령 후는 9.6 Kbps) 

동기방식： 조 보동기식 

데이터(1 캐릭터)길이 ： 8비트 

패리티 비트 ： 없음 

스타트/스톱비트t ： 1비트 

Xon/Xoff ： 없음 

패킷길이 ： 16 캐릭터 

(구성：STX+데이터 12 캐릭터+체크 섬 2 캐릭터+ETX) 

접속 형태 ： 버스 연결 

(멀티 포인트 접속：최대 16 축의 접속 가능) 

연결기 ： AMP 사제 연결기(4 pin) 

 

전동 실린더 콘넥터 핀 배열 

 

No Name Function 

1 +5V Inpu Power 

2 TRx+ Transmitter/Receiver + 

3 5G Signal Ground 

4 TRx- Transmitter/Recei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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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변기기 

7.1.PC 설정 툴(형명：TBVST-CTC-JP-SET) 

PC 설정 툴은, PC에서 화면을 보면서, JOG 운전, 각종 설정등을 할 수 있는 단축용 소프트웨어로, 제공 매체는 CD-

ROM입니다. 

(1) 제품번호：TBVST-CTC-P-SET 

아래와 같이 제품(적색원형)이 세트가 됩니다. 

 PC 설정 소프트웨어 ： TBVST-JP (Windows95,98,200,NT4, XP에 대응합니다) 

 RS232/RS485 변환기 ： ADP-1 (PC의 시리얼 포트에 접속합니다) 

 연결기 변환기 ： ADP-2 (케이블의 중계에 사용합니다) 

 ADP 케이블(1m) ： RP9050-010 (실린더와 ADP-2의 사이를 접속합니다) 

 SIO 케이블(1m) ： RP9041-010 (ADP-1으로 ADP-2의 사이를 접속합니다) 

 

(2) 인스톨 방법 

PC 설정 툴은, PC에서 화면을 보면서, JOG 운전, 각종 설정등을 할 수 있는 단축용 소프트웨어로, 제공 매체는 CD-

ROM입니다. 사용되는 PC는, 아래의 시스템으로 사용해 주십시요. 

WINDOWS 95, 98, 2000, NT 4.0 

인스톨 방법은, 스타트를 클릭하고, 파일명을 지정해 실행하는 방법으로 인스톨 합니다.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해 주

십시요. 

① CD-ROM를 세트 해 주십시요. 

② 다음에 메세지에 따라서 진행하고 인스톨을 진행시켜 주십시요. 

(3) 구체적인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헬프】를 참조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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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티칭 BOX 툴(형명：CTA-23-SET) 

CTA-23의 패널상의 플로우에 따라서 조작하는 것만으로, 교시 포인트(최대 16 포인트)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CTA-23은, 실제 기계의 동작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데이터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제품번호：CTA-23-SET 

아래와 같이 제품(적색원형)이 세트가 됩니다. 

 티칭 BOX ：CTA-23 (실린더에 접속해 사용합니다) 

 ADP 케이블(1m) ：RP9100-010 (실린더와 CTA-23을 접속합니다) 

 

(2) 외형도 

 

(3) 구체적인 사용법에 대해서는, 티칭 BOX 의 취급 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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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RS232C/RS485 변환 회로(ADP1) 

(1) 제품번호：ADP-1 

(2) 외형도 

 

연결기와의 접속은, 4.4. 항의 외부 접속도를 참조해 주십시요. 접속 케이블은 6심 SIO 케이블을 사용해 주십시요. 

7.4. 연결기 변환기：ADP-2 

(1) 제품번호：ADP-2-4 

(2) 외형도와 내부 접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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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케이블 

(1) 패러럴 접속용 케이블(형명：RP9100-030) 

 

소켓의 핀 배열  

(2) 시리얼 접속용 케이블(형명：RP9050-030) 

 

7.6. 푸트 쇠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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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수·점검 

(1) 보수·점검 

아래 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해 주십시요. 표의 「점검 시기」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사용 상황· 환경에따라 판단해 

「점검시기」를 증감해 주십시요.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손질요령 비고 

진동과 소리의 

확인 
필요한 때 촉감 및 청각 

평상시에 비해 레벨의 

변화가 없는 것 

외관의 점검 더러운 상태에 따라 부직포나 에어로 청소  

장비부품의 청소 필요한 때  
먼지, 기름등의 묻어있

지 않을것 
에어, 부직포로 청소 

실린더 본체 

나사의 풀림 필요한 때  
앰프 부착 나사 등에

풀림이 없는 것 
재조임을 한다 

 

 

(주) 실린더의 주위 온도는, 동작 보증 온도 이하로 해 주십시요. 주위 온도가 높으면 사용하고 있는 부품의 수명이 짧아

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위 온도를 내려 주십시요. 

(2) 보증 기간 

기기 납품 후 1년입니다. 제조사의 설계·제작 불량이라고 인정되었을 경우는, 제작 범위이내 라도 수리, 또는 교환 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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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상 진단 

9.1. 알람 코드에 의한 이상 진단 

알람이 검출되었을 경우,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고 원인을 조사해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해 주십시요. SIO를 경유해 상위 

시스템에 알람 내용을 코드(아래 표의 알람 코드)로서 전송 합니다. 

알람 명칭 
알람 

코드
알람시의 상황 원  인 조치사항 

뱅크30 에러 B0 

뱅크31 에러 B1 
데이터 설정시에 발생 

사양 이외의 데이터

를 전송 했다 
데이터 수정 

콘트롤러 불량 실린더 교환 
전원 ON시 때에 발생 

모터 불량 실린더 교환 
엔코타 정지

판정에러 
B8 

상기 이외 때에 발생 콘트롤러 불량 실린더 교환 

콘트롤러 불량 실린더 교환 
전원 ON시 발생 

모터 불량 실린더 교환 
엔코더  

카운터이상 
B9 

상기 이외에 발생 콘트롤러 불량 실린더 교환 

타임아웃 시간이적다 데이터 수정 기준위치 

검출 불가 
BE 원점 내밀기시에 발생 

모터 불량 실린더 교환 

전원 ON시에 발생 콘트롤러 불량 실린더 교환 
과속도 C0 

실린더 운전중에 발생 모터의 엔코더 불량 실린더 교환 

서보 이상 C1 전원 온시에 발생 콘트롤러 불량 실린더 교환 

전원 ON시 발생 콘트롤러 불량 실린더 교환 

전원 ON시 발생 입력전압이 높다 전압을 사양범위로 한다 
주전원 

과전압 
D0 

실린더 운전시 발생 부하가 크다 부하를 사양범위로 한다. 

콘트롤러 불량 실린더 교환 
전원 ON시 발생 

입력전압이 높다 전압을 사양범위로 한다 

부하가 크다 
부하를 사양 이내로 하고 

가속도를 줄인다 

회생전압이상 D1 

실린더 운전시 발생 

파라메터 불량 파라메터 확인 

전원 ON시 발생 콘트롤러 불량 실린더 교환 

부하가 크다 부하를 다시 확인 
편차  

카운터 이상 
D8 

실린더 운전시 발생 
실린더가 LOCK상태. 실린더의 LOCK을 해제 

전원 ON시 발생 콘트롤러 불량 콘트롤러 교환 

부하가 크다 부하를 다시 확인 
실린더 운전시 발생 

주변온도가 높다 주변온도를 40℃ 이하로 

실린더는 동작하지만,

힘이 잠시후에 발생 
부하가 크다 부하를 다시 확인 

과열 E0 

저추진력으로 해도발생 부하가 크다 부하를 다시 확인 

E2PROM  

체크섬 에러 
F8 

전원 ON시 또는 운전

중에 발생 
콘트롤러 불량 

전원을 재 투입시 발생하

는 경우는 콘트롤러 교환

 

 

파모테크(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국제유통 555-9번지 23동 311호
http://www.famotech.com   http://www.apexgear.co.kr  Tel:031-468-2400  Fax:031-468-6900  Mobile:010-8289-2400



9.2. 이상 동작에서 본 이상 진단 

알람 표시가 나오지 않고, 이상 동작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표에 따라서 원인을 조사해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해 주십시

요. 

이상한점 원인 점검 방법 조치사항 

전원이 투입되어 있지 않다
·전원의 출력을 체크 

·전원의 배선을 체크 

전원 투입회로를 올바르게 한

다 

접속부가 느슨해졌다. 연결기부를 체크 느슨한 부분을 올바르게 한다

연결기의 외부 배선이 잘못

되어 있다. 
외부 배선을 체크 외부 배선을 올바르게 한다 

실린더가 움직이

지 않을때 

과부하가 되어 있는 경우 실린더를 단독으로 운전 부하를 가볍게 한다 

배선이 잘못  올바른 배선으로 한다 

배선의 접속이 불량 
접속(단자, 연결기외) 및 

배선 경로를 체크한다 
배선을 올바르게 한다 

서보 게인이 너무 높다 게인을 내려본다 게인을 내린다 

실린더가 일순간 

움직이지만 그 

다음 움직이지 

않는 경우, 실린

더의 움직임이 

불안정하거나  

진동한다 

케이블이 노이즈의 영향을 

받고 있다 

케이블을 외로부터 분리후

시험 
케이블을 외로부터 분리 

주위 온도가 너무 높다 실린더의 주위온도를 측정 주위온도를 40℃이하로 한다

실린더의 표면이 더러워져 

있다 
육안으로 체크한다 

실린더 표면의 먼지나 기름을 

제거한다 
실린더가 가열한

다 

과부하가 되어 있다 무부하로 운전해 본다 
부하를 가볍게 하는지, 추진

력이 큰 실린더로 바꾼다 

기계적 부착 불량 
실린더와 기계측과의 접속

부를 체크한다 
접속부를 고친다 

상대 기계에 진동원이 있다 기계측의 가동부를 체크 기계 메이커에 상담한다 

실린더 불량 실린더를 교환해 본다 실린더 교환 

이상음이 발생한

다 

스트로크의 사점으로 오버

슈트에 의해 벽에 충돌한다

가속도를 낮추어 재설정해 

본다 
가속도를 재설정한다 

통신 방식이 맞지않다 
상위 시스템의 출력이 

RS485인지 확인한다 

RS232C의 경우 레벨 변환 

회로로 변경한다 

출력 포토의 설정이 맞지 

않았다 
 

출력 포토번호 및 설정을 맞

춘다 

축번호가 맞지 않다  축번호의 지정을 맞춘다 

SIO 통신을 할 

수 없다 

콘트롤러로부터의 응답 시

간이 상위 시스템의 타임 

아웃 시간보다 길다 

타임아웃 시간을 늘리고 

통신할수 있는지 확인한다

콘트롤러로부터의 답신 시간

을 짧게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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