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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변경 내용 요약
본 매뉴얼에는 새롭게 추가되었거나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습니다 .

문서 정보
실린더 서보 모터 액추에이터 및 액세서리 공급업체의 변경으로 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 MPAR-B1xxx 및 MPAR-B2xxx ( 시리즈 C) 실린더 서보 
모터와 MPAR-B3xxx ( 시리즈 B) 실린더 서보 모터가 변경되었습니다 .

MPAR-B1xxx 및 MPAR-B2xxx ( 시리즈 A) 실린더 서보 모터와 MPAR-B3xxx ( 시리즈 B) 
실린더 서보 모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 시리즈 A 및 B) 
설치 매뉴얼 (MPAR-IN003) 을 참조하십시오 .

내용 페이지

시리즈 B 및 C의 설치 지침 업데이트 전체

실린더 서보 모터 및 Kinetix 5500, 5700, 6500 서보 드라이브 구성 추가 29

실린더 서보 모터 및 Kinetix 6500, 5500, 5700 서보 드라이브 튜닝 추가 31

상호연결도를 개별 서보 드라이브 사용자 매뉴얼로 재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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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카탈로그 넘버 설명 
카탈로그 넘버는 여러 문자로 구성되고 , 각 문자는 해당 구성요소의 버전이나 옵션을 
나타냅니다 . 액추에이터 구성을 이해하려면 이 카탈로그 넘버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

모터 장착 (1)

A = 축 방향 (인라인 )
B = 상단 (병렬 )
D = 좌측 (병렬 )
E = 우측 (병렬 ) 
정지 유지 브레이크 (1)

2 = 브레이크 없음
4 = 24V DC 브레이크
피드백 (1)

M = 멀티 턴 , 절대 고분해능 엔코더 , 프레임 크기 63만 해당
V = 멀티 턴 , 절대 고분해능 엔코더 , 프레임 크기 32 및 40만 해당
기계식 드라이브 / 스크류 리드 , 모터 유형 
B = 3.0 mm/rev (0.118 in./rev)
C = 5.0 mm/rev (0.197 in./rev)
E = 10.0 mm/rev (0.394 in./rev)
F = 12.7 mm/rev (0.50 in./rev)
H = 20.0 mm/rev (0.787 in./rev)
로드 스트로크 길이
100 = 100 mm (3.94 in.)
200 = 200 mm (7.87 in.)
300 = 300 mm (11.81 in.)
400 = 400 mm (15.75 in.)
600 = 600 mm (23.62 in.)
800 = 800 mm (27.56 in.)
액추에이터 프레임 크기
1 = 32
2 = 40
3 = 63
전압 등급
A = 200V
B = 400V
X = 액추에이터 실린더 교체 부품 (주문 방법은 43페이지 액추에이터 실린더 
참조 )
액추에이터 유형
AR = 액추에이터 로드
Bulletin Number
MP = MP-Series

(1) 이 필드는 액추에이터 실린더 교체 부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MP AR - xx  xxx  x - x x x

MP AR - xx xxxxxx

액세서리 품목 번호
액세서리 유형
NA = 축 방향 ( 인라인 ) 장착 액세서리
NP = 병렬 장착 액세서리
NE = 로드 엔드 엑세서리
액추에이터 유형
AR = 액추에이터 로드
Bulletin Number

MP = MP-Series 액추에이터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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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정보
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에는 멀티 턴 고분해능 엔코더가 장착되어 있고 24V DC 
브레이크를 지원합니다 . MP-Series 모터는 로터리 모션을 리니어 운동으로 변환하는 
볼스크류 드라이브를 회전시킵니다 . 이 리니어 운동을 통해 실린더 서보 모터 하우징으로
부터 피스톤 로드가 확장 / 수축됩니다 .

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는 고속에서 정확한 위치 결정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중   요 MP-A/Bxxxxx-x2x 실린더 서보 모터는 비제동식입니다 . 입력 토크가 없으면 피스톤
로드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 통합 브레이크나 높은 자동 제동 토크를 
지원하는 모터를 사용해 모션 시스템의 자동 잠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항목 설명

1 전원 커넥터

2 피드백 커넥터

3 MP-Series 모터

4 모터 장착 볼트

5 액추에이터 실린더

6 브리더 포트

7 체결용 내부 나사가 있는 중공 볼트

8 피스톤 로드 

9 피스톤 로드의 토크를 상쇄시키는 렌치 플랫

10 액세서리 장착 홀 

8

7 (x4)

5

9

6

4 (x4)

1

3

MPAR-A1100E-V2A 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2

MPAR-A1100E-V2B 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10 (x4)
4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MPAR-IN001E-KO-P – 2017년 11월



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시작하기 전에 
제품 내부 및 주위에서 모든 포장재 , 웨지 및 브레이스를 제거하십시오 . 포장을 푼 다음 
명판 카탈로그 넘버가 구매 주문서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

1. 폴리에틸렌 포일과 판지를 제거하십시오 .

폐기물인 유지를 제외하고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2. 운반 컨테이너에서 실린더 서보 모터를 조심스럽게 꺼내십시오 .

실린더 서보 모터의 중량을 고려하십시오 . 설계에 따라 실린더 서보 모터의 
중량이 최대 20.6 kg (45.4 lb) 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

3. 실린더 서보 모터가 손상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하십시오 .

4. 실린더 서보 모터 프레임 , 피스톤 샤프트 및 중공 볼트에 결함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

5.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운송 회사에 통보하십시오 .

설치 계획
이 섹션에서 언급하는 사양과 추가 제품은 Kinetix® 모션 컨트롤 제품 선정 가이드
(Publication KNX-SG001) 를 참조하십시오 .

• 이 제품은 최대 부하 제한을 지킬 때만 관련 안전 규정을 준수하면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 실린더 서보 모터를 수직 방향이나 경사진 위치에 설치할 경우 , 스핀들 너트가 
고장 났을 때 작업 부하를 제어하는 안전 조치를 마련하십시오 .

• 부식 환경에서는 실린더 서보 모터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

주의 : 12페이지에서 설명한 대로 모터 커넥터 방향을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 
실린더 서보 모터를 열고 개조하지 마십시오 . 인가된 Allen-Bradley® 직원만 
실린더 서보 모터의 내부 동작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상이나 장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실린더 서보 모터는 측면 부하가 발생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하는 안내되고 지지되어야 합니다 . 부하가 피스톤 로드의 모션 
라인과 정렬됩니다 . 
측면 부하는 실린더 서보 모터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

주의 : 제어되지 않은 모션의 질량은 부상이나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마모 때문에 액추에이터 실린더 내부에 스핀들 너트 균열이 발생하면 작업 
질량이 떨어집니다 .
스핀들 너트 균열이 발생한 경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외부 안전 
대책이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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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 작업 부하에 따라 피스톤 로드가 휠 수 있습니다 . 제한 사항은 Kinetix 리니어 
모션 사양 기술 데이터 (Publication KNX-TD002) 에서 피스톤 로드 휨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

• 모터 피드백 , 보조 피드백 및 I/O 커넥터 키트는 포함되지 않지만 , 별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 피드백 및 전원 케이블은 표준 케이블 길이로 제공되고 , 환경적 밀봉과 쉴드 
종단을 제공합니다 . Allen-Bradley 대리점으로 문의하거나 케이블 제품 선정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실린더 서보 모터과 브레이크 옵션
이 서보 모터의 브레이크 옵션은 전압이 브레이크 코일에 공급될 때 해제되는 스프링 
세트 정지 유지 브레이크입니다 . 브레이크를 해제하려면 별도의 전원이 필요합니다 . 
서보 모터 컨트롤러나 수동 작업자 제어를 통해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전원이 고장 날 경우 때때로 정지 유지 브레이크를 정지 브레이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회전하는 기계적 백래쉬가 생성되어 시스템을 손상시키고 브레이크를 
마모시키고 브레이크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실린더 서보 모터는 액추에이터의 힘이 Kinetix 리니어 모션 사양 
기술 데이터 (Publication KNX-TD002) 에 명시된 Back Drive Force 를 넘을 경우 
브레이크가 위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수직 애플리케이션에서 브레이크를 사용해 액추에이터의 백드라이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브레이크를 안전을 위해 사용하거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때 액추에이터의 위치를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   요 정지 유지 브레이크는 모터 샤프트의 회전을 멈추거나 안전 장비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 정지 유지 브레이크는 정격 브레이크 정지 유지 토크까지 
모터 샤프트를 0 rpm으로 유지합니다 .

모터 사프트의 회전을 방지하는 권장 방법은 4단계 프로세스입니다 . 
1. 서보 드라이브를 0 rpm으로 명령합니다 .
2. 모터가 0 rpm인지 확인합니다 .
3. 브레이크를 작동합니다 .
4. 드라이브를 비활성화합니다 .
비활성화된 드라이브는 서보 시스템의 튜닝이 불량할 때 샤프트 진동이 유발하는 

브레이크 마모의 가능성을 제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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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전기 노이즈 방지
일반적으로 전기 노이즈라고 불리는 전자파 장해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 는 
모터 성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효과적인 EMI 방지 기술로는 AC 전원 필터링 , 쉴드 
케이블 사용 , 전원 배선에서 신호 케이블 분리 , 효과적인 접지 기술의 적용 등이 있습니다 .

EMI 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모든 AC 입력 전원 라인에서 전원 변압기를 절연하거나 라인 필터를 설치하십시오 .

• 모터 케이블과 전원 배선에서 신호 케이블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십시오 . 
신호케이블을 모터 및 전원 전선과 함께 배선하거나 서보 드라이브의 통풍구 위로 
배선하지 마십시오 .

• 접지 버스 바나 대형 스트랩을 사용하는 단일 지점 병렬 접지 시스템을 사용해 
모든 장비를 접지하십시오 . 필요 시 추가적인 전기 노이즈 감소 기술을 이용해 
노이즈 발생 환경에서 EMI 를 감소시키십시오 .

EMI 감소에 관한 추가 정보는 전기 노이즈 제어를 위한 시스템 설계 레퍼런스 매뉴얼
(Publication GMC-RM001) 을 참조하십시오 .

케이블 구성 및 배선
적절한 케이블 배선과 신중한 케이블 구성을 통해 시스템 전자파 적합성 (EMC) 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

케이블을 구성하고 배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선 길이를 물리적으로 최대한 짧게 유지하십시오 .

2. 신호 케이블 ( 엔코더 , 시리얼 , 아날로그 ) 을 모터 및 전원 배선으로부터 멀리 
배선하십시오 .

3. 병렬 배선의 9 m (30 ft) 마다 케이블을 최소 0.3 m (1 ft) 분리하십시오 .

4. 엔코더 케이블 쉴드의 양 종단을 접지하고 신호선을 꼬아서 다른 장비로부터의 
전자파 장해 (EMI) 를 방지하십시오 .

주의 :쉴드를 접지하지 않으면 전원 케이블 쉴드에 고전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전원 케이블 쉴드에 접지 연결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러한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상이나 장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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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실린더 서보 모터 설치
설치 시 모든 현지 규정을 준수하고 전자기 적합성과 안전을 증진하는 장비 및 설치 관행을 
따라야 합니다 .

실린더 서보 모터를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실린더 서보 모터가 지정된 작동 온도 범위에 머무를 수 있도록 실린더 서보 모터의 
구역에 충분한 여유를 두십시오 .

작동 온도 범위는 사양 (43 페이지 ) 을 참조하십시오 . 냉각을 위해 실린더 서보 
모터 전체에 걸쳐 강제 통풍이 되지 않으면 실린더 서보 모터를 외함에 넣지 
마십시오 . 열을 발생시키는 장비를 실린더 서보 모터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

2. 기계적 응력과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착 표면이 실린더 서보 모터를 
균등하게 지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주의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 미장착된 실린더 서보 모터 , 분리된 기계식 커플링 및 
분리된 케이블은 위험합니다 .
분해된 장비 (태그아웃 )와 제한된 전력 액세스 (록아웃 )를 적절히 파악하십시오 . 
이러한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케이블 커넥터에서 불균일한 장력이나 구부러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케이블을 
설치하고 제어하십시오 .
케이블 커넥터에 과도하고 불균일한 횡력이 가해지면 케이블이 구부러질 때 커넥터의 
밀봉이 열릴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실린더 서보 모터와 구성요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설치 중에 피스톤 로드가 큰 충격을 받으면 실린더 서보 모터 베어링과 피드백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설치 또는 제거 중에 공구로 피스톤 로드를 치지 마십시오 .
설치 중에 피스톤 로드를 회전하지 마십시오 . 피스톤 로드가 회전하면 실린더 서보 
모터를 확장 /수축시키는 메커니즘이 손상됩니다 .
이러한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실린더 서보 모터와 구성요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중   요 모든 작동 부품에 접근할 수 있고 브리더 포트가 덮이지 않도록 실린더 서보 
모터를 위치시키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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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지지 표면의 균등도는 0.2 mm (0.008 in.) 여야 합니다 .

3. 장착 액세서리를 실린더 서보 모터에 부착하는 방법은 액세서리 (40 페이지 ) 를 
참조하십시오 .

조임 스크류를 균등하게 조이십시오 .

4. 로드 엔드 액세서리와 작업 부하를 부착하십시오 .

작업 부하의 무게 중심이 피스톤 로드의 중심에 오게 하십시오 .

로드 엔드 액세서리나 작업 부하를 피스톤 로드에 고정할 때 2 개의 렌치를 
사용하십시오 . 한 렌치는 장착 너트나 로드 엔드 액세서리를 조이는 데 사용하고 
다른 렌치는 적용된 토크를 상쇄시키기 위해 피스톤 로드 렌치 플랫에서 
사용하십시오 . 토크가 피스톤 로드에 적용되지 않고 피스톤 로드가 회전하지 
않게 하십시오 .

주의 : 스크류와 나사 핀의 세팅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
고부하와 함께 사용할 때 앞 커버만으로 실린더 서보 모터를 고정하지 마십시오 .
높은 인장 변형률로 인해 커버의 스크류가 빠질 수 있습니다 .

항목 프레임 32 프레임 40 프레임 63

커버 스크류의 내부 나사 M6 M6 M8

최대 토크 (1)

(1)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토크 값의 오차는 ±20%입니다 .

5 N•m
(3.69 lb•ft) 

5 N•m
(3.69 lb•ft)

9 N•m
(5.90 lb•ft)

주의 : 설치 중에 피스톤 로드가 큰 충격을 받으면 실린더 서보 모터 베어링과 
피드백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설치 또는 제거 중에 공구로 피스톤 로드를 
치지 마십시오 .

이러한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실린더 서보 모터와 구성요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중   요 피스톤 로드를 비틀거나 회전하지 마십시오 . 피스톤 로드가 회전하면
실린더 서보 모터의 절대 위치가 손실되고 절대 홈 위치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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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트러니언 마운트 키트 ( 카탈로그 넘버 MPAR-NA1635xx) 를 사용할 경우
42 페이지에서 토크 값을 확인하십시오 .

로드 가이드 액세서리 ( 카탈로그 넘버 MPAR-NE34xxx 또는 MPAR-NE150xxx) 를 
사용할 경우 작업 부하와 실린더 서보 모터의 가이드가 정확하게 평행하도록 
조정하십시오 . 이 정렬을 통해 가이드의 과도한 마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실린더 서보 모터 장착

1. 스테인리스 스틸 파스너를 사용해 실린더 서보 모터를 장착하십시오 .

2. 실린더 서보 모터를 장착한 후 전원 및 피드백 케이블을 부착하고 , 
액체가 커넥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케이블에서 드립 루프를 사용하십시오 .

프레임 크기 피스톤 로드 나사 렌치 플랫 폭

32 M10 x 1.25 10 mm

40 M12 x 1.25 13 mm

63 M16 x 1.5 17 mm

주의 : 설치 중에 피스톤 로드를 회전하지 마십시오 . 
피스톤 로드가 회전하면 실린더 서보 모터를 확장 /수축
시키는 메커니즘이 손상됩니다 . 
2개의 렌치를 사용해 작업 부하를 설치하십시오 .
이러한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실린더 서보 모터와 
구성요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화상 위험 : 실린더 서보 모터가 작동할 때 모터의 외부 표면이 매우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 : 65 °C (149 °F)). 우발적으로 뜨거운 표면과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십시오 . 이러한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모터에 맞는 연결부와 케이블을 선택할 때 실린더 서보 모터 표면 온도를 
고려하십시오 . 이러한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상이나 장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키잉된 커넥터를 적절히 정렬하고 손으로 권장 바퀴만큼 조여야 합니다 . 
커넥터를 완전히 고정하기 위해 공구를 사용해야 할 만큼 과도한 힘이 필요하면 
커넥터가 부적절하게 정렬되었다는 뜻입니다 .
이러한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모터 및 케이블과 구성요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렌치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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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모터 케이블 부착
실린더 서보 모터를 장착한 후 전원 및 피드백 케이블을 부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다음 그림처럼 각 케이블 커넥터와 해당 모터 커넥터를 조심스럽게 정렬하십시오 .

2. 피드백 커넥터와 전원 / 브레이크 커넥터를 완전히 고정하고 칼라를 1/4 바퀴 
손으로 조이십시오 .

3. 액체가 커넥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케이블에서 드립 루프를 형성하십시오 .

4. 열 스위치 신호 TS+ 및 TS- 의 연속성과 기능성을 확인하십시오 .

이 신호는 모터를 제어 장비에 연결하는 피드백 케이블을 통해 전송됩니다 .

주의 : 모터에 맞는 연결부와 케이블을 선택할 때 실린더 서보 모터 표면 온도를 
고려하십시오 .
이러한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상이나 장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키잉된 커넥터를 적절히 정렬하고 손으로 권장 바퀴만큼 조여야 합니다 .
커넥터를 완전히 고정하기 위해 공구를 사용해야 할 만큼 과도한 힘이 필요하면 
커넥터가 부적절하게 정렬되었다는 뜻입니다 .
이러한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중   요 모터 커넥터에서 O링을 제거하십시오 .

주의 : 케이블 커넥터에서 불균일한 장력이나 구부러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케이블을 설치하고 제어하십시오 . 케이블 커넥터에 과도하고 불균일한 횡력이 
가해지면 케이블이 구부러질 때 커넥터의 밀봉이 열릴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실린더 서보 모터 모터와 구성요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플랫 표면
상단에 로고 표시

커넥터 상단은 모터 방향에 
비례합니다 .

피드백 커넥터 

드립 루프 

전원 커넥터

플랫 표면 
상단에 로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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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커넥터 방향 변경
원형 DIN 커넥터 하우징을 어느 방향으로든 최대 180° 회전할 수 있습니다 .

DIN 커넥터를 회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연결 케이블을 커넥터에 장착하고 완전히 고정하십시오 .

2. 커넥터와 케이블 플러그의 하우징을 잡고 모터 밖으로 천천히 돌리십시오 .

필요한 경우 각 커넥터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 피드백 또는 전원 / 브레이크 ).

주의 : 실린더 서보 모터의 설치 중에 커넥터를 고정 위치로 돌리고 추가 조정 없이 
해당 위치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 커넥터가 실린더 서보 모터의 모터 부분에 대한 
IP66 요건을 충족하도록 가해지는 힘과 커넥터를 돌리는 횟수를 엄격히 제한하십시오 . 
이러한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모터와 구성요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주의 : 커넥터에만 힘을 가하고 케이블에는 가하지 마십시오 . 예를 들어 , 
커넥터를 돌리기 위해 플라이어나 바이스 그립 같은 공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이러한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상이나 장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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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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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MP 시리즈 실린더 서보 모터 치수 ( 인라인 구성 , 프레임 32)

실린더 서보 모터 
카탈로그 넘버

L7(1)

mm (in.)

(1) 브레이크가 있는 MPAR-x1xxxx-V4x 액추에이터를 주문할 경우 , L7 및 LB 치수에 36.1 mm (1.42 in.)를 더하십시오 .

LB (1)

mm (in.)
LE (2)

mm (in.)

(2) 브레이크가 있는 MPAR-x1xxxx-V4x 액추에이터를 주문할 경우 , LE 치수에 33.4 mm (1.31 in.)를 더하십시오 .

MPAR-x1100B-V2A 445.7 (17.55)

126.5 (4.98) 52.4 (2.06)
MPAR-x1200B-V2A 545.7 (21.48)

MPAR-x1300B-V2A 645.7 (25.42)

MPAR-x1400B-V2A 745.7 (29.36)

MPAR-x1100E-V2A 470.7 (18.53)

151.5 (5.96) 77.2 (3.04)
MPAR-x1200E-V2A 570.7 (22.47)

MPAR-x1300E-V2A 670.7 (26.41)

MPAR-x1400E-V2A 770.7 (30.34)

MP 시리즈 실린더 서보 모터 치수 ( 병렬 구성 , 프레임 32) (1)

(1) 병렬 구성 실린더 서보 모터의 전체 치수는 로드 스트로크 길이가 동일한 
실린더 서보 모터의 인라인 치수와 이 표의 치수를 참조하십시오 .

실린더 서보 모터
카탈로그 넘버

L71 
mm (in.)

MPAR-x1100B-V2B/D/E 326.3 (12.8)

MPAR-x1200B-V2B/D/E 426.3 (16.8)

MPAR-x1300B-V2B/D/E 526.3 (20.7)

MPAR-x1400B-V2B/D/E 626.3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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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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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액추에이터는 미터식 치수로 설계되었습니다 . 인치식 치수는 밀리미터 치수를 변환한 
대략적인 값입니다 . 오차가 없는 치수는 참조용입니다 .

MP 시리즈 실린더 서보 모터 치수 ( 인라인 , 프레임 40)

실린더 서보 모터 
카탈로그 넘버

L7 (1)

mm (in.)
LB (1)

mm (in.)
LE (2)

mm (in.)
P
mm (in.)

AD
mm (in.)

HD
mm (in.)

MPAR-x2100C-V2A 501.2 (19.73)

151.5
(5.96)

77.2
(3.04)

55.0
(2.17)

66.5
(2.62)

94.0
(3.70)

MPAR-x2200C-V2A 601.2 (23.67)

MPAR-x2300C-V2A 701.2 (27.61)

MPAR-x2400C-V2A 801.2 (31.54)

MPAR-x2600C-V2A 1001.2 (39.42)

MPAR-x2100F-V2A 489.8 (19.28)

140.1
(5.52)

65.1
(2.56)

70.0
(2.76)

74.0
(2.91)

109.0
(4.29)

MPAR-x2200F-V2A 589.8 (23.22)

MPAR-x2300F-V2A 689.8 (27.16)

MPAR-x2400F-V2A 789.8 (31.09)

MPAR-x2600F-V2A 989.8 (38.97)

(1) 브레이크가 있는 MPAR-x2xxxC-V4x 액추에이터를 주문할 경우 , L7 및 LB 치수에 36.1 mm (1.42 in.)를 더하십시오 .

브레이크가 있는 MPAR-x2xxxF-V4x 액추에이터를 주문할 경우 , L7 및 LB 치수에 39.0 mm (1.54 in.)를 더하십시오 .

(2) 브레이크가 있는 MPAR-x2xxxC-V4x 액추에이터를 주문할 경우 , LE 치수에 33.4 mm (1.31 in.)를 더하십시오 .

브레이크가 있는 MPAR-x2xxxF-V4x 액추에이터를 주문할 경우 , LE 치수에 24.7 mm (0.97 in.)를 더하십시오 .

MP 시리즈 실린더 서보 모터 치수 ( 병렬 , 프레임 40) (1)

실린더 서보 모터 
카탈로그 넘버

L71
mm (in.)

LC
mm (in.)

HC
mm (in.)

C (2) 
mm (in.)

CG 
mm (in.)

PW
mm (in.)

MPAR-x2100C-V2B/D/E 356.8 (14.05)

56.3
(2.22)

157.0
(6.18)

90.0
(3.54)

27.0
(1.06)

60.0
(2.36)

MPAR-x2200C-V2B/D/E 456.8 (17.98)

MPAR-x2300C-V2B/D/E 556.8 (21.92)

MPAR-x2400C-V2B/D/E 656.8 (25.86)

MPAR-x2600C-V2B/D/E 856.8 (33.73)

MPAR-x2100F-V2B/D/E 369.8 (14.56)

69.3
(2.73)

188.5
(7.42)

100.0
(3.94)

38.0
(1.50)

86.0
(3.39)

MPAR-x2200F-V2B/D/E 469.8 (18.50)

MPAR-x2300F-V2B/D/E 569.8 (22.43)

MPAR-x2400F-V2B/D/E 669.8 (26.37)

MPAR-x2600F-V2B/D/E 356.8 (14.05)

(1) 병렬 구성 실린더 서보 모터의 전체 치수는 로드 스트로크 길이가 동일한 실린더 서보 모터의 인라인 치수와 이 표의 
치수를 참조하십시오 .

(2) 이 치수의 오차는 ±1.0 mm (0.04 in.)입니다 .
16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MPAR-IN001E-KO-P – 2017년 11월



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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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MP 시리즈 실린더 서보 모터 치수 ( 인라인 , 프레임 63)

실린더 서보 모터 
카탈로그 넘버

L7 (1)

mm (in.)

(1) 브레이크가 있는 MPAR-x3xxxE-M4x 액추에이터를 주문할 경우 , L7 및 LB 치수에 34.5 mm (1.36 in.)를 더하십시오 .

브레이크가 있는 MPAR-x3xxxH-M4x 액추에이터를 주문할 경우 , L7 및 LB 치수에 48.5 mm (1.91 in.)를 더하십시오 .

LB (1)

mm (in.)
LE (2)

mm (in.)

(2) 브레이크가 있는 MPAR-x3xxxE-M4x 액추에이터를 주문할 경우 , LE 치수에 34.5 mm (1.36 in.)를 더하십시오 .

브레이크가 있는 MPAR-x3xxxH-M4x 액추에이터를 주문할 경우 , LE 치수에 48.5 mm (1.91 in.)를 더하십시오 .

P
mm (in.)

AD
mm (in.)

HD
mm (in.)

MPAR-x3100E-M2A 595.9 (23.46)

178.8
(7.04)

121.5
(4.78)

89.4
(3.52)

80.9
(3.19)

125.7
(4.95)

MPAR-x3200E-M2A 695.9 (27.40)

MPAR-x3300E-M2A 795.9 (31.33)

MPAR-x3400E-M2A 895.9 (35.27)

MPAR-x3600E-M2A 1095.9 (43.15)

MPAR-x3800E-M2A 1295.9 (51.02)

MPAR-x3100H-M2A 574.8 (22.63)

149.8
(5.90)

92.5
(3.64)

98.3
(3.87)

83.9
(3.30)

132.8
(5.23)

MPAR-x3200H-M2A 674.8 (26.57)

MPAR-x3300H-M2A 774.8 (30.50)

MPAR-x3400H-M2A 874.8 (34.44)

MPAR-x3600H-M2A 1074.8 (42.31)

MPAR-x3800H-M2A 1274.8 (50.19)

MP 시리즈 실린더 서보 모터 치수 ( 병렬 , 프레임 63)

실린더 서보 모터 
카탈로그 넘버

L71
mm (in.)

MPAR-x3100x-M2B/D/E 428.3 (16.86)

MPAR-x3200x-M2B/D/E 528.3 (20.80)

MPAR-x3300x-M2B/D/E 628.3 (24.74)

MPAR-x3400x-M2B/D/E 728.3 (28.67)

MPAR-x3600x-M2B/D/E 928.3 (36.55)

MPAR-x3800x-M2B/D/E 1128.3 (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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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커넥터 데이터
다음 표는 실린더 서보 모터의 피드백 , 전원 및 브레이크 커넥터 핀의 신호 설명입니다 .

피드백 전원 및 브레이크

핀
신호 이름 MPAR-
Axxxxx (200V 
Class)

신호 이름 MPAR-
Bxxxxx (400V 
Class)

핀 신호 이름

1 SIN+ SIN+ A U상 (1)

(1) 전원 핀 A, B, C, D는 각각 U, V, W, GND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브레이크 핀 F 및 G는 각각 + 와 –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예비 핀 E 및 H는 1 또는 2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2 SIN- SIN- B V상 (1)

3 COS+ COS+ C W상 (1)

4 COS- COS- D/ 접지 (1)

5 DATA+ DATA+ E 예비 (1)

6 DATA- DATA- F MBRK+ (1) (2)

(2) Brake+ 및 Brake- 는 브레이크가 있는 실린더 서보 모터에만 있습니다 .

7
예비

예비

G MBRK- (1) (2)

8 H
예비

9 +5V DC l

10 커먼
케이스 케이블 쉴드 및 

GND11
예비

+9V DC

12 커먼 

13 TS+ TS+

14 TS- TS+

15

예비 예비16

17

케이스 쉴드 쉴드

주의 : 케이블 커넥터에서 불균일한 장력이나 구부러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케이블을 
설치하고 제어하십시오 . 케이블 커넥터에 과도하고 불균일한 힘이 가해지면 케이블이 
구부러질 때 하우징과 접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모터와 구성요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A

CB

D

EHL
F
G

Intercontec P/N 
BEDC0091NN00000217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15

16

17

Intercontec P/N
AEDC113NN00000222000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MPAR-IN001E-KO-P – 2017년 11월 19



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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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케이블

시운전
이 섹션에서는 Studio 5000 Logix Designer®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실린더 서보 모터 서보 
드라이브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실린더 서보 모터 구성
이 섹션에서 설명하는 기본 파라미터 설정을 사용해 실린더 서보 모터를 구성하십시오 . 
모션 축에 적합한 절차를 이용하십시오 .

커넥터 케이블 유형 케이블 카탈로그 넘버

피드백

프리몰드
2090-CFBM7DD-CEAAxx (표준 ) 또는
2090-CFBM7DD-CEAFxx (연속 자속 )

플라잉 리드
2090-CFBM7DF-CEAAxx (표준 ) 또는
2090-CFBM7DF-CEAFxx (연속 자속 )

전원

브레이크 전선 포함
2090-CPBM7DF-xxAAxx (표준 ) 또는
2090-CPBM7DF-xxAFxx (연속 자속 )

브레이크 전선 미포함
2090-CPWM7DF-xxAAxx (표준 ) 또는
2090-CPWM7DF-xxAFxx (연속 자속 )

드라이브 참조

Kinetix 350
 2000
 6000
 6200

실린더 서보 모터 및 Kinetix 350, 2000, 6000, 6200 서보 드라이브 구성 (21페이지 ) 및 
실린더 서보 모터 및 Kinetix 350, 2000, 6000, 6200 서보 드라이브 튜닝 (26페이지 )

Kinetix 5500
 5700
 6500

실린더 서보 모터 및 Kinetix 5500, 5700, 6500 서보 드라이브 구성 (29페이지 ) 및 
실린더 서보 모터 및 Kinetix 6500, 5500, 5700 서보 드라이브 튜닝 (31페이지 )

Ultra™ 3000  Ultraware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실린더 서보 모터 구성 (32페이지 )

Kinetix 300  실린더 서보 모터를 위한 Kinetix 300 드라이브 구성 (34페이지 )

주의 : 작동하는 부품은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실린더 서보 모터를 작동하기 전에 
모든 구성요소가 안전하고 작동 중인 장비의 경로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
안전 조치를 통해 모든 모션이 정지할 때까지 실린더 서보 모터로의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
실린더 서보 모터에 이물질이 있거나 공구가 남겨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 움직이
는 피스톤 로드에 부딪힌 물체가 튕겨 나와 부상이나 장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중   요 서보 제어 시스템이 최대 힘 , 가속 및 속도 측면에서 실린더 서보 모터를 안전하게
제어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



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실린더 서보 모터 및 Kinetix 350, 2000, 6000, 6200 서보 드라이브 구성

이 단계에서는 실린더 서보 모터 및 Kinetix 350, Kinetix 2000, Kinetix 6000, Kinetix 6200 
서보 드라이브가 모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축으로 설치 및 배선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

실린더 서보 모터를 위해 드라이브를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Logix Designer 애플리케이션의 Axis Properties( 축 속성 ) 탭에 실린더 서보 모터를 
위해 다음 파라미터를 입력하십시오 .

주의 : 파라미터를 잘못 설정하면 모션이 제어되지 않아 실린더 서보 모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위치 모드 설정이 잘못된 상태로 실린더 서보 모터에서 모션 명령을 실행하면 실린더 
서보 모터와 모터가 설치된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축 속성 탭 파라미터 입력 / 선택

Drive/Motor

Motor Catalog 
Number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MPAR-A1xxxB-V2x
MPAR-A1xxxB-V4x
MPAR-A1xxxE-V2x
MPAR-A1xxxE-V4x
MPAR-A2xxxC-V2x
MPAR-A2xxxC-V4x
MPAR-A2xxxF-V2x
MPAR-A2xxxF-V4x
MPAR-A3xxxE-M2x
MPAR-A3xxxE-M4x
MPAR-A3xxxH-M2x
MPAR-A3xxxH-M4x

MPAR-B1xxxB-V2x
MPAR-B1xxxB-V4x
MPAR-B1xxxE-V2x
MPAR-B1xxxE-V4x
MPAR-B2xxxC-V2x
MPAR-B2xxxC-V4x
MPAR-B2xxxF-V2x
MPAR-B2xxxF-V4x
MPAR-B3xxxE-M2x
MPAR-B3xxxE-M4x
MPAR-B3xxxH-M2x
MPAR-B3xxxH-M4x

Drive Resolution 200,000

Drive Counts per Motor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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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축 속성 탭 파라미터
입력 / 선택 ( 해당 거리 단위 설정 )

미터식 인치식

Conversion

Positioning Mode
Linear 
Positioning Mode를 Rotary로 설정하면 잘못된 위치 결정 때문에 
실린더 서보 모터나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Conversion Constant
66,666.667 drive cnts/1.0 mm 1,693,333.3 drive cnts/1.0 in.

MPAR-x1xxxB-V2x
MPAR-x1xxxB-V4x

Conversion Constant

20,000 drive cnts/1.0 mm 508,000 drive cnts/1.0 in.

MPAR-x1xxxE-V2x
MPAR-x1xxxE-V4x
MPAR-x3xxxE-M2x
MPAR-x3xxxE-M4x

Conversion Constant
40,000 drive cnts/1.0 mm 1,016,000 drive cnts/1.0 in.

MPAR-x2xxxC-V2x
MPAR-x2xxxC-V4x

Conversion Constant
15,748.0315 drive cnts/1.0 mm 400,000 drive cnts/1.0 in.

MPAR-x2xxxF-V2x
MPAR-x2xxxF-V4x

Conversion Constant
10,000 drive cnts/1.0 mm 254,000 drive cnts/1.0 in.

MPAR-x3xxxH-M2x
MPAR-x3xxxH-M4x

Dynamics

Maximum Speed(1)

(1) 기본값은 액추에이터 정격 최대 속도보다 5% 높습니다 . 애플리케이션에서 정격 속도를 넘는 최대 속도를 명령하지 
마십시오 .

150 mm/s (기본값 157.5 mm/s) 5.91 in/s (기본값 6.20 in/s)

MPAR-x1xxxB-xxx

500 mm/s (기본값 525 mm/s) 19.68 in/s (기본값 20.67 in/s)

MPAR-x1xxxE-xxx

250 mm/s (기본값 262.5 mm/s) 9.82 in/s (기본값 10.33 in/s)

MPAR-x2xxxC-xxx

640 mm/s (기본값 672 mm/s) 24.61 in/s (기본값 25.84 in/s)

MPAR-x2xxxF-xxx

500 mm/s (기본값 525 mm/s) 19.68 in/s (기본값 20.67 in/s)

MPAR-x3xxxE-xxx

1000 mm/s (기본값 1050 mm/s) 41.34 in/s (기본값 43.41 in/s)

MPARx3xxxH-xxx

Maximum Acceleration (2)

(2) 이 값을 넘는 가속은 액추에이터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6000 mm/s/s 236.22 in/s/s

Maximum Deceleration (2) 6000 mm/s/s 236.22 in/s/s

Maximum Acceleration Jerk 기본값을 사용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조정하십시오 .

Maximum Deceleration Jerk 기본값을 사용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조정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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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2. Homing( 원점복귀 ) 탭을 클릭하십시오 .

3. 이 표에 나오는 대로 절대 원점복귀나 토크 레벨 - 마커 원점복귀를 위해 
파라미터를 설정하십시오 .

4. 절대 원점복귀를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a. 모션 직접 명령을 사용해 10 mm/s (0.4 in/s) 를 넘지 않도록 축을
애플리케이션의 홈 위치로 천천히 조그하십시오 .

b. 모션 직접 명령 (MAH) 을 사용해 축에서 홈 위치를 설정하십시오 .

5. Limits( 제한 ) 탭을 클릭하십시오 .

6. 다음 파라미터를 입력하십시오 .

파라미터 절대 원점복귀 값 토크 레벨 - 마커 원점복귀 값

Mode Absolute Active

Position 0, typical 0, typical

Offset N/A 0 mm (0 in.)

Sequence Immediate Torque level-to-marker

Direction N/A Reverse bidirectional

Torque Level N/A
30%, min 
모션 범위의 모든 지점에서 시스템 마찰 , 힘 또는 중량이 
연속 힘 정격의 30%를 넘으면 증가 

Speed N/A 10 mm/s (1.97 in/s)

Return Speed N/A 10 mm/s (0.39 in/s)

주의 : 실린더 서보 모터가 원점복귀하는 동안 과도한 힘을 피하십시오 . 
원점복귀 루틴 중에 10 mm/s (0.4 in/s)를 넘지 마십시오 . 
속도가 10 mm/s (0.4 in/s)를 넘으면 피스톤 로드가 이동의 끝에 도달할 때 
실린더 서보 모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파라미터 입력 / 선택 ( 해당 거리 단위 설정 )

Hard Travel Limits
하드웨어 제한이 사용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 Motion Analyz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애플리케이션에서 최대 정지 거리를 결정하여 + 및 - 제한을 
설정하십시오 .

Soft Travel Limits
소프트웨어 제한이 사용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 Motion Analyz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애플리케이션에서 최대 정지 거리를 결정하여 + 및 - 제한을 
설정하십시오 .

Maximum Positive 피스톤 로드의 기계적 이동 내의 값을 입력하십시오 .

Maximum Negative 피스톤 로드의 기계적 이동 내의 값을 입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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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7. 서보 드라이브 시스템의 최대 속도와 애플리케이션의 페이로드에 따라 
오버트래블 제한을 설정하십시오 .

피스톤 로드가 이동의 끝에 도달하기 전에 감속 거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거리는 부하의 감속률과 모터 / 볼스크류 조합으로부터의 가용 최대 추력 기준
입니다 . Motion Analyz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애플리케이션의 최대 속도에서 
최소 감속 거리를 계산하십시오 .

중   요 피스톤 로드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이동 제한과 튜닝 이동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 튜닝하는 동안 이동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피스톤 로드 
이동을 유지하십시오 .

주의 : 튜닝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오버트래블을 설정해야 
합니다 . 피스톤 로드의 시작 지점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동을 허용하십시오 .
오토 튜닝 중에 이동이 불충분하면 소프트웨어 오버트래블이 트리거되거나 
엔드 -스톱 충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실린더 서보 모터의 물리적인 이동 한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넘을 경우 실린더 서보 모터가 스트로크의 기계적 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스트로크의 끝에 충격이 가해지면 실린더 서보 모터의 스크류와 내부 구성
요소가 물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중   요 이동 끝 충격에 지정된 최대 에너지를 넘지 마십시오 .

카탈로그 넘버 최대 충격 에너지 

MPAR-x1xxxx-xxx 0.0001 J

MPAR-x2xxxx-xxx 0.0002 J

MPAR-x3xxxx-xxx 0.0004 J

무부하 상태에서 엔드 - 스톱 충격의 최대 속도

카탈로그 넘버
확장 질량
g (oz)

최대 충격 속도 
mm/s (in/s)

MPAR-x1100B-xxx 239 (8.4) 28.9 (1.14)

MPAR-x1200B-xxx 308 (10.8) 25.5 (1.00)

MPAR-x1300B-xxx 377 (13.9) 23.0 (0.91)

MPAR-x1400B-xxx 446 (15.7) 21.2 (0.83)

MPAR-x1100E-xxx 269 (9.5) 27.3 (1.07)

MPAR-x1200E-xxx 338 (11.9) 24.3 (0.96)

MPAR-x1300E-xxx 407 (14.36) 22.2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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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MPAR-x1400E-xxx 476 (16.8) 20.5 (0.81)

MPAR-x2100C-xxx 399 (14.1) 31.7 (1.25)

MPAR-x2200C-xxx 488 (17.2) 28.6 (1.12)

MPAR-x2300C-xxx 577 (20.4) 26.3 (1.03)

MPAR-x2400C-xxx 666 (23.5) 24.5 (0.96)

MPAR-x2600C-xxx 844 (29.8) 21.8 (0.86)

MPAR-x2100F-xxx 469 (16.5) 29.2 (1.15)

MPAR-x2200F-xxx 558 (19.7) 26.8 (1.05)

MPAR-x2300F-xxx 647 (22.82) 24.9 (0.98)

MPAR-x2400F-xxx 736 (26.0) 23.3 (0.92)

MPAR-x2600F-xxx 914 (32.2) 20.9 (0.82)

MPAR-x3100E-xxx 938 (33.1) 29.2 (1.15)

MPAR-x3200E-xxx 1066 (37.6) 27.4 (1.08)

MPAR-x3300E-xxx 1194 (42.1) 25.9 (1.02)

MPAR-x3400E-xxx 1322 (46.6) 24.6 (0.97)

MPAR-x3600E-xxx 1578 (55.7) 22.5 (0.86)

MPAR-x3800E-xxx 1834 (64.7) 20.9 (0.82)

MPAR-x3100H-xxx 938 (33.1) 29.2 (1.149)

MPAR-x3200H-xxx 1066 (37.6) 27.4 (1.08)

MPAR-x3300H-xxx 1194 (42.1) 25.9 (1.02)

MPAR-x3400H-xxx 1322 (46.6) 24.6 (0.97)

MPAR-x3600H-xxx 1578 (55.7) 22.5 (0.88)

MPAR-x3800H-xxx 1834 (64.7) 20.9 (0.82)

중   요 모터 피드백 케이블이 드라이브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절대 위치가 유지됩니다 . 
케이블이 분리되거나 드라이브가 모터 폴트를 보고하면 절대 홈 위치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

무부하 상태에서 엔드 - 스톱 충격의 최대 속도 ( 계속 )

카탈로그 넘버
확장 질량
g (oz)

최대 충격 속도 
mm/s (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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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실린더 서보 모터 및 Kinetix 350, 2000, 6000, 6200 서보 드라이브 튜닝
이 섹션에서는 Logix Designer 애플리케이션 버전 16 을 사용해 실린더 서보 모터를 
튜닝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 실린더 서보 모터를 튜닝하려면 실제 측정 관성을 기준으로 루프 게인을 계산하고 
구성해야 합니다 .

• 이동 제한을 설정해 애플리케이션 최소 감속을 정의합니다 .

실린더 서보 모터를 튜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Axis Properties( 축 속성 ) 대화 상자에서 Fault Actions( 폴트 동작 ) 탭을 
클릭하십시오 .

2. Set Custom Stop Action( 사용자 지정 정지 동작 설정 ) 을 클릭하십시오 .

3. Custom Stop Action Attributes( 사용자 지정 정지 동작 속성 ) 대화 상자에서 
Brake Engage( 브레이크 작동 ) 및 Brake Release( 브레이크 해제 ) 지연 시간을 
Kinetix 리니어 모션 사양 기술 데이터 (Publication KNX-TD002) 의 값으로 
설정하십시오 .

4. 기본 Stopping Time Limit( 정지 시간 제한 ) 을 10 초에서 0.5 초로 줄이십시오 .

추가  정보 실린더 서보 모터를 수평 (테이블 상단 ) 또는 벽걸이 (수직 ) 방향으로 
설치한 경우에 이 파라미터 설정이 가장 잘 작동합니다 .

중   요 수직 방향으로 설치했을 때 로드가 움직이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정지 시간 제한을 0.99초 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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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une( 튜닝 ) 탭을 클릭하고 다음 파라미터를 입력하십시오 . 

• Travel Limit( 이동 제한 ) – 소프트웨어 제한 이내로 설정

• Speed( 속도 )

• Torque/Force( 토크 / 힘 )

6. Start Tuning( 튜닝 시작 ) 을 클릭해 Motion Initiation( 모션 개시 ) 대화 상자를 
여십시오 .

중   요 피스톤 로드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이동 제한과 튜닝 이동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 튜닝하는 동안 이동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피스톤 로드 
이동을 유지하십시오 .

주의 : 튜닝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오버트래블을 설정해야
합니다 . 피스톤 로드의 시작 지점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동을 허용하십시오 .
오토 튜닝 중에 이동이 불충분하면 소프트웨어 오버트래블이 트리거되거나 
엔드 -스톱 충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중   요 실린더 서보 모터가 비수평 방향으로 설치된 경우에만 여기에 나오는 대로 
토크 옵셋을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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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린더 서보 모터 튜닝을 시작하려면 Yes( 예 ) 를 클릭하십시오 .

Tune Servo( 서보 튜닝 ) 대화 상자가 열리면 튜닝이 완료됩니다 .

8. 튜닝을 종료하려면 OK( 확인 ) 를 클릭하십시오 .

Tune Results( 튜닝 결과 )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

9. 튜닝 결과에 만족하면 OK( 확인 ) 를 클릭하십시오 .

주의 : Yes(예 )를 클릭하면 모션이 즉시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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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 서보 모터 및 Kinetix 5500, 5700, 6500 서보 드라이브 구성
이 단계에서는 실린더 서보 모터 및 Kinetix 5500, 5700, 6500 서보 드라이브가 모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축으로 설치 및 배선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

드라이브를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Axis Properties( 축 속성 ) 에서 Motor( 모터 ) 카테고리를 선택하십시오 .

2. Data Source( 데이터 소스 ) 풀다운 메뉴에서 Catalog Number( 카탈로그 넘버 ) 를 
선택하십시오 .

3. Change Catalog( 카탈로그 넘버 변경 ) 를 클릭하십시오 .

4. 해당하는 MPAR 실린더 서보 모터 카탈로그 넘버를 선택하고 OK( 확인 ) 를 
클릭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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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pply( 적용 ) 를 클릭하십시오 .

6. Axis Properties( 축 속성 ) 에서 Scaling( 스케일링 ) 카테고리를 선택하십시오 .

7. Scaling( 스케일링 ) 에서 Units( 단위 ) 에 mm( 밀리미터 ) 을 입력하십시오 .

주의 : 파라미터를 잘못 설정하면 모션이 제어되지 않아 실린더 서보 모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위치 모드 설정이 잘못된 상태로 실린더 서보 모터에서 모션 명령을 실행하면 
실린더 서보 모터와 모터가 설치된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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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 서보 모터 및 Kinetix 6500, 5500, 5700 서보 드라이브 튜닝

1. Axis Properties( 축 속성 ) 에서 Autotune( 오토 튜닝 ) 을 선택하십시오 .

2. Tune Control Loop by Measuring Load Characteristics( 부하 특성 측정에 의한 튜닝 
제어 루프 ) 아래에서 , 풀다운 메뉴에서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

a. Application Type( 애플리케이션 유형 ) 은 Basic( 기본 ) 을 선택하십시오 .

b. Loop Response( 루프 응답 ) 는 Medium( 중간 ) 을 선택하십시오 .

c. Load Coupling( 부하 커플링 ) 은 Rigid( 리지드 ) 를 선택하십시오 .

3. Measure Inertia by using Tune Profile( 튜닝 프로필을 사용한 관성 측정 ) 을 
선택하십시오 .

4. Motor with Load( 모터 및 부하 ) 나 Uncouple Motor( 모터 커플링 해제 )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클릭하십시오 .

5. 다음 값을 입력하십시오 .

실린더 서보 모터 이동 길이와 정격 속도는 Kinetix 리니어 모션 사양 기술 데이터
(Publication KNX-TD002) 를 참조하십시오 .

파라미터 값

Travel Limit 실린더 이동 길이보다 작은 값

Speed 실린더 정격 속도보다 느린 속도

Torqu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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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irection( 방향 ) 풀다운 메뉴에서 Forward Bi-directional( 양방향 정방향 ) 을 
선택하십시오 .

7. Perform Tune( 튜닝 실행 ) 에서 Start( 시작 ) 를 클릭하십시오 .

오토 튜닝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

8. 값을 적용하려면 Accept Tune Values( 튜닝 값 수락 ) 를 클릭하십시오 .

Ultraware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실린더 서보 모터 구성
이 단계에서는 실린더 서보 모터와 Ultra3000 드라이브가 모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축으로 설치 및 배선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

Ultraware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실린더 서보 모터를 구성하는 방법은 참고 자료
(45 페이지 ) 를 참조하십시오 .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Ultraware 소프트웨어에 
익숙하다고 가정합니다 .

1. 시리얼 케이블 ( 카탈로그 넘버 2090-DAPC-D09xx) 을 Ultra3000 드라이브의 
CN3 커넥터에 연결하십시오 .

2. Ultra3000 드라이브에 AC 입력 전원을 공급하십시오 .

Ultra3000 드라이브와 통신이 수립되면 Ultra3000 Motor Database(Ultra3000 모터 
데이터베이스 )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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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ncel( 취소 ) 을 클릭하십시오 .

Ultraware 소프트웨어가 온라인 드라이브를 찾기 시작합니다 . 드라이브를 찾으면 
Online Drive( 온라인 드라이브 ) 아이콘이 Workspace 에 열립니다 .

4. 주 Drive Set-up( 드라이브 설정 ) 대화 상자를 보려면 Online Drive( 온라인 
드라이브 )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십시오 .

5. Model( 모델 ) 필드의 데이터가 실린더 서보 모터에 대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

6. Displayed Units( 표시 단위 ) 풀다운 메뉴에서 User( 사용자 ) 를 선택하십시오 .

그러면 Ultraware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단위 (mm 또는 in.) 로 거리 이동을 하도록 
프로그램됩니다 .

7. Motor Encoder Units( 모터 엔코더 단위 ) 메뉴를 펼치고 표에서 적절한 값을 입력
하십시오 .

드라이브 기본 사용자 단위는 모터 회전수입니다 . 표는 표시된 사용자 단위를 
리니어 모션에 사용되는 단위로 변환합니다 (mm 또는 in.).

6000 mm/s/s (236.2 in/s/s) 을 넘는 가속은 액추에이터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이 표의 값을 사용해 액추에이터의 가속 및 감속을 6000 mm/s/s 
(236.2 in/s/s) 로 제한하십시오 .

카탈로그 넘버 스크류
mm/rev (in./rev)

엔코더 
periods/rev

속도 스케일
mm/s (in/s)

위치 스케일
mm (in.)

가속 스케일
mm/s/s (in/s/s)

MPAR-x1xxxB 3.0
(0.12) 128 43690.67

(1109742.93)
43960.67
(1116601.02)

43960.67
(1116601.02)

MPAR-x1xxxxE 10.0
(0.39) 128 13107.20

(332922.88)
13107.20
(332922.88)

13107.20
(332922.88)

MPAR-x2xxxC 5.0
(0.20) 128 26214.40

(665845.76)
26214.40
(665845.76)

26214.40
(665845.76)

MPAR-x2xxxF 12.7
(0.50) 128 10320.63

(262144.00)
10320.63
(262144.00)

10320.63
(262144.00)

MPAR-x3xxxE 10.0
(0.39) 1024 104857.60

(2663383.04)
104857.60
(2663383.04)

104857.60
(2663383.04)

MPAR-x3xxxH 20.0
(0.79) 1024 52428.80

(1331691.52)
52428.80
(1331691.52)

52428.80
(13316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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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 서보 모터를 위한 Kinetix 300 드라이브 구성 
이 단계에서는 실린더 서보 모터와 Kinetix 300 드라이브가 모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
의 축으로 설치 및 배선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

Kinetix 300 드라이브를 사용해 실린더 서보 모터를 구성하는 방법은 참고 자료
(45 페이지 ) 를 참조하십시오 .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Kinetix 300 드라이브에 
익숙하다고 가정합니다 .

1. MotionView Onboard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십시오 .

2. Drive Organizer 에서 Motor( 모터 ) 를 클릭하십시오 .

3. 실린더 서보 모터 모델이 Motor Model(모터 모델 ) 필드에 표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4. Change Motor( 모터 변경 ) 를 클릭하십시오 .

모터 모델이 올바른 모델 번호로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5. Yes( 예 ) 를 두 번 클릭하십시오 .

6. 모터 모델이 드라이브에 연결된 실린더 서보 모터 모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7. OK( 확인 ) 를 클릭하십시오 .

8. Drive Organizer 에서 General( 일반 ) 을 클릭하십시오 .

9. 다음 표의 값을 사용해 Accel Limit( 가속 제한 ), Decel Limit( 감속 제한 ) 및 
User Units( 사용자 단위 ) 을 입력하십시오 .

사용자 단위는 rev/mm 또는 rev/in. 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이 선택이 축의 측정 
단위를 결정합니다 .

카탈로그 넘버 가속 / 감속 제한 
rpm/s

사용자 지정 단위 
rev/mm (rev/in.)

MPAR-x1xxxB-Vxx 120000 0.33333 (8.46667)

MPAR-x1xxxE-Vxx 36000 0.10000 (2.54000)

MPAR-x2xxxC-Vxx 72000 0.20000 (5.08000)

MPAR-x2xxxF-Vxx 28346 0.07874 (2.00000)

MPAR-x3xxxE-Mxx 36000 0.10000 (2.54000)

MPAR-x3xxxH-Mxx 18000 0.05000 (1.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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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rive Organizer 에서 Homing( 원점복귀 ) 을 클릭하십시오 .

11. 다음 표의 값을 입력하십시오 .

다음 값을 권장합니다 .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른 값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2. 권장 원점복귀 방법 ID = 33, Home to marker( 홈 - 마커 ), Reverse( 역방향 ) 를 
선택하십시오 .

13. 서보 드라이브 시스템의 최대 속도와 애플리케이션의 페이로드에 따라 오버트래블 
제한을 설정하십시오 .

파라미터 미터식 인치식

Home Accel/Decel 10.0000 mm/s² 0.3937 in/s²

Home Offset 0.0000 mm 0.0000 in.

Home Velocity Fast 10.0000 mm/s 0.3937 in/s

Home Velocity Slow 10.0000 mm/s 0.3937 in/s

Home Switch 입력 B1

중   요 피스톤 로드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이동 제한과 튜닝 이동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 튜닝하는 동안 이동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피스톤 로드 
이동을 유지하십시오 .

주의 : 튜닝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오버트래블을 설정해야 
합니다 . 피스톤 로드의 시작 지점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동을 허용하십시오 . 
오토 튜닝 중에 이동이 불충분하면 소프트웨어 오버트래블이 트리거되거나 
엔드 -스톱 충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실린더 서보 모터의 물리적인 이동 한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넘을 경우 실린더 서보 모터가 스트로크의 기계적 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스트로크의 기계적 끝에 충격이 가해지면 실린더 서보 모터의 스크류와 내부 
구성요소가 물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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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톤 로드가 이동의 끝에 도달하기 전에 감속 거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거리는 부하의 감속률과 모터 / 볼스크류 조합으로부터의 가용 최대 추력 기준
입니다 . Motion Analyz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애플리케이션의 최대 속도에서 
최소 감속 거리를 계산하십시오 .

MotionView OnBoard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실린더 서보 모터 튜닝

1. Drive Organizer 에서 General( 일반 ) 을 선택하십시오 .

2. Drive Mode( 드라이브 모드 ) 풀다운 메뉴에서 Autotune( 오토 튜닝 ) 을 선택하십
시오 .

3. 모터를 활성화하십시오 .

4. Drive Organizer 에서 Dynamics( 다이내믹스 ) 를 선택하십시오 .

5. Autotune( 오토 튜닝 ) 을 클릭하십시오 .

Autotune( 오토 튜닝 )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 기본값은 Velocity Tuning( 속도 
튜닝 ) 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6. Velocity Tuning( 속도 튜닝 ) 또는 Position Tuning( 위치 튜닝 ) 또는 둘 다를 
선택하십시오 .

7. 대화 상자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

중   요 + 방향 이동 명령은 로드 확장 동작을 나타내고 , - 방향 이동 명령은 
수축 동작을 나타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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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실린더 서보 모터를 유지보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실린더 서보 모터의 전원을 제거하고 전원을 록아웃 / 태그아웃하십시오 .

2. 스핀들 너트에 마모가 있는지 피스톤 로드의 축 방향 틈을 확인하십시오 .

실린더 서보 모터가 마모되면 소음이 증가합니다 .

3. 부드러운 천으로 실린더 서보 모터를 닦고 , 필요 시 비마모성 세척액을 
사용하십시오 .

4. 부드러운 천을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살짝 적신 다음 피스톤 로드와 씰을 
닦으십시오 .

5. 피스톤 로드를 Klüeber(http://www.klueber.com/) 의 Centroplex 2 EP 그리스로 
얇게 윤활하십시오 .

보관
실린더 서보 모터를 43 페이지의 사양 내에서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보관하십시오 .

주의 : 수직 또는 대각선으로 설치된 실린더 서보 모터에서 마모된 스핀들 
너트가 손상되면 작업 부하가 떨어집니다 . 모션에서 제어되지 않은 질량이 
부상이나 장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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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문제 해결
이 표는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문제 해결

설명 가능한 원인 수정 조치

축 방향 틈이 너무 큽니다 . 마모
액추에이터 실린더를 교체하십시오 .

로크웰 오토메이션에 수리를 맡기십시오 .

삐꺽거리는 소음 또는 진동

뒤틀림

실린더 서보 모터에 응력이 없고
 0.2 mm (0.008 in.)로 균일하게 지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피스톤 로드를 윤활하십시오 .
37페이지 유지보수를 참조하십시오 .

위치 결정 속도를 변경하십시오 .

튜닝 필요 제어 파라미터를 변경하십시오 .

스핀들 서포트 작동 소음
(스트로크 300 mm (11.81 in.) 및 
높은 위치 결정 속도 )

정상 , 기능 손상 없음

피스톤 로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

과도한 속도로 이동 또는 
끝 위치로 이동 후 
기계적 끝 위치에 걸림 발생

손으로 걸림을 푸십시오 .
1. 전원 공급 장치를 끄십시오 .
2.모터와 커플링 하우징을 제거하십시오 .
3.드라이브 샤프트를 돌리십시오 .

기준 이동을 위해 속도를 줄이십시오 .

기계적 끝 위치 (스톱 )로부터 
최소 0.25 mm (0.01 in.)에 소프트웨어 끝 
위치를 제공하십시오 .

부하가 너무 큼

부하 질량을 줄이십시오 .

위치 결정 속도를 줄이십시오 .

수리를 맡기십시오 .

주변 온도가 너무 낮음 (스핀들 
시스템에서 윤활유의 점성 증가 
때문에 초기 실행에서 개방 토크 
증가 )

부하 질량을 줄이십시오 .

위치 결정 속도를 줄이십시오 .

필요 시 서보 모터의 전류를 증가시키십시오
(모터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주변 온도를 높이십시오 .

실린더 서보 모터로부터 응답이
없습니다 .

컨트롤러 /드라이브가 
활성화되지 않음 컨트롤러 /드라이브를 활성화하십시오 .

컨트롤러 /드라이브 폴트 발생 컨트롤러 /드라이브를 리셋하십시오 .

부적절한 배선 /배선 오류 배선을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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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실린더 서보 모터가 
활성화되었지만 작동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으로 작동합니다 .

피드백 케이블 손상 피드백 케이블을 테스트하십시오 .

잘못된 피드백 배선 피드백 배선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

실린더 서보 모터가 작동하지만 
최대 정격 속도 /힘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

모터 위상이 잘못 배선되었거나 
잘못된 순서로 배선됨 모터 전원 배선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

부적절한 드라이브 튜닝 게인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

사용 중인 실린더 서보 모터에 
대해 부적절하게 드라이브 구성

극 수 , 전압 , 전류 , 저항 , 인덕턴스 , 관성 및 
기타 모터 설정과 관련해 앰프 설정을 확인
하십시오 .

액추에이터가 부하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

실린더 서보 모터의 용량에 비해 
힘이 너무 크거나 마찰이 너무 큼 힘 요구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피스톤 로드와 부하의 정렬 불량 부하 정렬을 확인하십시오 .

드라이브의 전류 용량이 너무 
낮거나 너무 낮은 전류 용량으로 
제한됨

앰프와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

피스톤 로드가 모션 중일 때 
실린더 서보 모터가 움직이거나 
떨립니다 .

헐거운 장착 액추에이터 장착을 확인하십시오 .

드라이브가 부적절하게 
튜닝되었거나 게인 설정이 
잘못됨

앰프를 튜닝하십시오 .

액추에이터가 과열됩니다 .

듀티 사이클이 액추에이터 
정격보다 높음

부하 힘과 실린더 서보 모터 정격을 
확인하십시오 .

액추에이터가 연속 정격을 
벗어나 작동 중임 연속 작동 정격 이내로 조정하십시오 .

드라이브의 튜닝이 불량하고 
과도한 전류가 모터로 공급됨 게인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

문제 해결 ( 계속 )

설명 가능한 원인 수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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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액세서리
다음 그림과 표는 사용 가능한 액세서리와 액세서리의 중량을 보여줍니다 . 치수는 
Kinetix 모션 컨트롤 제품 선정 가이드 (Publication GMC-SG001) 를 참조하십시오 .

액세서리

액세서리 품목

시
리
즈

프
레
임

카탈로그 넘버 중량
g (oz)

1 풋 마운트
어태치먼트

A

32 MPAR-NP622640 90 (3.17)

40 MPAR-NP622641 110 (3.53)

63 MPAR-NP622642 250 (8.82)

2 플랜지 
마운트

B

32 MPAR-NA174376 240 (8.46)

40 MPAR-NA174377 280 (9.88)

63 MPAR-NA174379 690 (24.34)

3 트러니언 
플랜지

A

32 MPAR-NA622625 190 (6.70)

40 MPAR-NA622626 450 (15.87)

63 MPAR-NA622627 1130 (39.86)

1
5

6

4

7

8

3

4

2
12

1

1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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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4 트러니언 
서포트

A

32 MPAR-NA622628 280 (9.88)

40 MPAR-NA622629 460(16.23)

63 MPAR-NA622630 620 (21.87)

5
스위블 
플랜지 (핀 , 
좁은 형태 )

B

32 MPAR-NP174383 90 (3.17)

40 MPAR-NP174384 140 (4.94)

63 MPAR-NP174386 320 (11.29)

6
스위블 
플랜지
(구면 베어링 )

A

32 MPAR-NP622637 90 (3.17)

40 MPAR-NP622638 130 (4.58)

63 MPAR-NP622639 280 (9.88)

7 트러니언 
마운트 키트

B

32 MPAR-NA163525 230 (8.11)

40 MPAR-NA163526 400 (14.11)

63 MPAR-NA163528 920 (32.45)

8 풋 마운트 
키트

A

32 MPAR-NA174991 240 (8.47)

40 MPAR-NA174992 310 (10.93)

63 MPAR-NA174993 510 (17.99)

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로드 엔드 액세서리

액세서리 품목

시
리
즈

프
레
임

카탈로그 넘버 중량
g (oz)

9 로드 아이 A

32 MPAR-NE622631 100 (3.53)

40 MPAR-NE622632 150 (5.29)

63 MPAR-NE622633 300 (10.58)

10 로드 
클레비스

A

32 MPAR-NE622634 80 (2.82)

40 MPAR-NE622635 140 (4.94)

63 MPAR-NE622636 340 (11.99)

11 자동 조심 
로드 커플러

A

32 MPAR-NE6140 210 (7.41)

40 MPAR-NE6141 220 (7.76)

63 MPAR-NE6142 650 (22.93)

액세서리 ( 계속 )

액세서리 품목
시
리
즈

프
레
임

카탈로그 넘버 중량
g (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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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로드 가이드 ( 품목 12) 액세서리

카탈로그 넘버
시
리
즈

프
레
임 스트로크 길이

mm (in.)
중량
kg (lb)

MPAR-NE34494

A

32

100 (3.9) 1.7 (3.75) 

MPAR-NE34496 200 (7.9) 1.9 (4.19) 

MPAR-NE34497 320 (12.6) 2.1 (4.63) 

MPAR-NE150290 400 (15.7) 2.3 (5.07) 

MPAR-NE34500

40

100 (3.9) 2.7 (5.95) 

MPAR-NE34502 200 (7.9) 3.0 (6.61) 

MPAR-NE34504 320 (12.6) 3.4 (7.50) 

MPAR-NE150291 400 (15.7) 3.7 (8.16) 

MPAR-NE34505 500 (19.7) 4.0 (8.82)

MPAR-NE34514

63

100 (3.9) 5.9 (13.01)

MPAR-NE34516 200 (7.9) 6.4 (14.11)

MPAR-NE34518 320 (12.6) 7.0 (15.43)

MPAR-NE34519 400 (15.7) 7.4 (16.31)

MPAR-NE34520 500 (19.7) 7.9 (17.42)

트러니언 마운트 키트

카탈로그 넘버
프레임 
크기

토크
N•m (lb•ft)

MPAR-NA163525 32 4…5 (2.9…3.7)

MPAR-NA163526 40 8…9 (5.9…6.6)

MPAR-NA163528 63 18…20 (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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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액추에이터 실린더 서보 모터 ( 교체 실린더 서보 모터의 중량 )

실린더 서보 모터 부품의 교체 방법과 다른 교체 부품 카탈로그 넘버는 MP-Series 교체 
부품 설치 매뉴얼 (Publication MPAR-IN002) 을 참조하십시오 .

사양 

이 섹션에서는 환경 사양을 제공합니다 . 다른 모든 사양은 Kinetix 리니어 모션 사양 기술 
데이터 (Publication KNX-TD002) 를 참조하십시오 .

환경 사양

액추에이터 실린더 (1)

카탈로그 넘버

(1) 교체 액추에이터 실린더 예 . 실린더 서보 모터 카탈로그 넘버 MPAR-A2100C-V2A의 교체 실린더를 주문할 경우 교체 액추에이터 
실린더는 카탈로그 넘버 MPAR-X2100C입니다 .

중량
kg (lb)

액추에이터 실린더 (1)

카탈로그 넘버
중량
kg (lb)

액추에이터 실린더 (1)

카탈로그 넘버
중량
kg (lb)

MPAR-X1100B 1.1 (2.43) MPAR-X2100C 1.7 (3.75) MPAR-X3100E 3.8 (8.38)

MPAR-X1200B 1.4 (3.09) MPAR-X2200C 2.2 (4.85) MPAR-X3200E 4.6 (10.14)

MPAR-X1300B 1.7 (3.75) MPAR-X2300C 2.6 (5.73) MPAR-X3300E 5.4 (11.90)

MPAR-X1400B 2.1 (4.63) MPAR-X2400C 3.1 (6.83) MPAR-X3400E 6.3 (13.89)

MPAR-X1100E 1.1 (4.63) MPAR-X2600C 4.0 (8.82) MPAR-X3600E 7.9 (17.46)

MPAR-X1200E 1.4 (3.09) MPAR-X2100F 1.8 (3.97) MPAR-X3800E 9.5 (20.94)

MPAR-X1300E 1.8 (3.97) MPAR-X2200F 2.3 (5.07) MPAR-X3100H 3.8 (8.38)

MPAR-X1400E 2.1 (4.63) MPAR-X2300F 2.8 (6.17) MPAR-X3200H 4.6 (10.14)

MPAR-X2400F 3.2 (7.05) MPAR-X3300H 5.4 (11.90)

MPAR-X2600F 4.2 (9.26) MPAR-X3400H 6.3 (13.89)

MPAR-X3600H 7.9 (17.42)

MPAR-X3800H 9.5 (20.94)

항목 값

주변 온도 0…40 °C (32…104 °F)

보관 온도 -25…60 °C (-13…140 °F)

상대 습도 (불응축 ) 5…95%

충격 20 g peak, 6 ms duration

진동 2.5 g peak @ 30…200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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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시리즈 B 및 C) 
실린더 서보 모터 ( 비 브레이크 모터형 실린더의 중량 )

실린더 서보 모터
카탈로그 넘버

중량 (1)

kg (lb)
실린더 서보 모터
카탈로그 넘버

중량
kg (lb)

실린더 서보 모터
카탈로그 넘버

중량
kg (lb)

MPAR-x1100B-V2A 2.6 (5.73) MPAR-x2100C-V2A 3.7 (8.16) (1) MPAR-x3100E-M2A 9.5 (20.94) (3)

MPAR-x1100B-V2B/D/E 3.5 (7.72) MPAR-x2100C-V2B/D/E 4.4 (9.70) (1) MPAR-x3100E-M2B/D/E 13.6 (29.98) (3)

MPAR-x1200B-V2A 2.9 (6.39) MPAR-x2200C-V2A 4.1 (9.04) (1) MPAR-x3200E-M2A 10.3 (22.71) (3)

MPAR-x1200B-V2B/D/E 3.8 (8.377) MPAR-x2200C-V2B/D/E 4.9 (10.80) (1) MPAR-x3200E-M2B/D/E 14.4 (31.75) (3)

MPAR-x1300B-V2A 3.2 (7.05) MPAR-x2300C-V2A 4.6 (10.14) (1) MPAR-x3300E-M2A 11.1 (24.47) (3)

MPAR-x1300B-V2B/D/E 4.1 (9.04) MPAR-x2300C-V2B/D/E 5.3 (11.68) (1) MPAR-x3300E-M2B/D/E 15.2 (33.51) (3)

MPAR-x1400B-V2A 3.5 (7.72) MPAR-x2400C-V2A 5.0 (11.02) (1) MPAR-x3400E-M2A 11.9 (26.23) (3)

MPAR-x1400B-V2B/D/E 4.5 (9.92) MPAR-x2400C-V2B/D/E 5.8 (12.79) (1) MPAR-x3400E-M2B/D/E 16.1 (35.49) (3)

MPAR-x1100E-V2A 3.0 (6.61) MPAR-x2600C-V2A 6.0 (11.02) (1) MPAR-x3600E-M2A 13.5 (29.76) (3)

MPAR-x1100E-V2B/D/E 3.8 (8.377) MPAR-x2600C-V2B/D/E 6.7 (14.77) (1) MPAR-x3600E-M2B/D/E 17.7 (39.02) (3)

MPAR-x1200E-V2A 3.3 (7.27) MPAR-x2100F-V2A 4.2 (9.26) (2) MPAR-x3800E-M2A 15.2 (33.51) (3)

MPAR-x1200E-V2B/D/E 4.1 (9.04) MPAR-x2100F-V2B/D/E 6.5 (14.33) (2) MPAR-x3800E-M2B/D/E 19.3 (42.55) (3)

MPAR-x1300E-V2A 3.6 (7.94) MPAR-x2200F-V2A 4.7 (10.36) (2) MPAR-x3100H-M2A 9.3 (20.50) (4)

MPAR-x1300E-V2B/D/E 4.5 (9.92) MPAR-x2200F-V2B/D/E 7.0 (15.43) (2) MPAR-x3100H-M2B/D/E 13.2 (29.10) (4)

MPAR-x1400E-V2A 4.0 (8.82) MPAR-x2300F-V2A 5.2 (11.46) (2) MPAR-x3200H-M2A 10.1 (22.27) (4)

MPAR-x1400E-V2B/D/E 4.8 (10.58) MPAR-x2300F-V2B/D/E 7.5 (16.53) (2) MPAR-x3200H-M2B/D/E 14.0 (30.86) (4)

MPAR-x2400F-V2A 5.6 (12.34) (2) MPAR-x3300H-M2A 10.9 (24.03) (4)

MPAR-x2400F-V2B/D/E 7.9 (17.42) (2) MPAR-x3300H-M2B/D/E 14.8 (32.63) (4)

MPAR-x2600F-V2A 6.6 (14.55) (2) MPAR-x3400H-M2A 11.7 (25.79) (4)

MPAR-x2600F-V2B/D/E 8.9 (19.62) (2) MPAR-x3400H-M2B/D/E 15.7 (34.61) (4)

MPAR-x3600H-M2A 13.4 (29.54) (4)

MPAR-x3600H-M2B/D/E 17.3 (38.14) (4)

MPAR-x3800H-M2A 15.0 (33.07) (4)

MPAR-x3800H-M2B/D/E 18.9 (41.67) (4)

(1) 브레이크가 있는 MPAR-x1xxxx-V4x 또는 MPAR-x2xxxC-V4x 실린더 서보 모터를 주문할 경우 0.2 kg (0.4 lb)을 더하십시오 .

(2) 브레이크가 있는 MPAR-x2xxxF-V4x 실린더 서보 모터를 주문할 경우 0.4 kg (0.9 lb)을 더하십시오 .

(3) 브레이크가 있는 MPAR-x3xxxE-V4x 실린더 서보 모터를 주문할 경우 1.0 kg (2.2 lb)을 더하십시오 .

(4) 브레이크가 있는 MPAR-x3xxxH-M4x 실린더 서보 모터를 주문할 경우 1.7 kg (3.7 lb)을 더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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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아래의 자료에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관련 제품에 대한 추가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literature-library/overview.page 에서 자료를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기술 문서 인쇄본의 신청은 가까운 Allen-Bradley 
대리점이나 로크웰 오토메이션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

자료 설명

Kinetix 리니어 모션 사양 기술 데이터
(Publication KNX-TD002)

Allen-Bradley® 리니어 모션 제품의 전원 , 성능 , 환경 , 인증 , 
치수 도면 및 액세서리를 포함해 카탈로그 넘버와 제품 사양을 
제공합니다 .

Kinetix 서보 드라이브 사양 기술 데이터
(Publication KNX-TD003)

Allen-Bradley® 서보 드라이브의 전원 , 성능 , 환경 , 인증 , 치수 
도면 및 액세서리를 포함해 카탈로그 넘버와 제품 사양을 
제공합니다 .

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교체 부품 설치 매뉴얼
(Publication MPAR-IN002)

액추에이터 실린더 , 모터 , 커플링 및 벨트의 교체 정보를 
제공합니다 .

MP-Series 브러시리스 서보 모터 설치 매뉴얼
(Publication MP-IN001) 

100…165 mm 프레임 크기 MP-Series 저관성 모터의 설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

MP-Series 브러시리스 서보 모터 설치 매뉴얼
(Publication MP-IN006) 

소형 프레임 (<75 mm) MP-Series 저관성 모터의 설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

Kinetix 2000 다축 서보 드라이브 사용자 매뉴얼
(Publication 2093-UM001) 

실린더 서보 모터 및 Kinetix 2000 드라이브와 함께 서보
드라이브 시스템을 설치 , 구성 , 시작 및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Ultra3000 디지털 서보 드라이브 설치 매뉴얼
(Publication 2098-IN003) Ultra3000 드라이브를 설치 , 구성 및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Ultra3000 디지털 서보 드라이브 통합 매뉴얼
(Publication 2098-IN005) 

Kinetix 6000 다축 서보 드라이브 사용자 매뉴얼
(Publication 2094-UM001) 

실린더 서보 모터 및 Kinetix 6000 드라이브와 함께 서보 
드라이브 시스템을 설치 , 구성 , 시작 및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Kinetix 300 EtherNet/IP 인덱싱 서보 드라이브 사용자 
매뉴얼 (Publication 2097-UM001) 

실린더 서보 모터 및 Kinetix 300 드라이브와 함께 서보 
드라이브 시스템을 설치 , 구성 , 시작 및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Kinetix 6200 및 Kinetix 6500 모듈형 다축 서보 
드라이브 사용자 매뉴얼 (Publication 2094-UM002)

실린더 서보 모터 및 Kinetix 6200 또는 Kinetix 6500 드라이브와 
함께 서보 드라이브 시스템을 설치 , 구성 , 시작 및 문제 해결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Motion Analyzer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http://www.rockwellautomation.com/en/e-tools)

드라이브 및 모터 크기 결정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분석 
소프트웨어입니다 .

SERCOS 및 아날로그 모션 구성 및 스타트업 사용자 
매뉴얼 (Publication MOTION-UM001) 

ControlLogix® 및 CompactLogix™ SERCOS 인터페이스 모듈을 
구성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과 홈 -토크 레벨 시퀀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전기 노이즈 제어를 위한 시스템 설계 레퍼런스 
매뉴얼 (Publication GMC-RM001) 

전기 노이즈로 인한 시스템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 
예제 및 방법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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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td/knx-td002_-en-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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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b.rockwellautomation.com/Motion-Control/Motion-Analyzer-Software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um/motion-um001_-en-p.pdf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rm/gmc-rm001_-en-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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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웰 오토메이션은
http://www.rockwellautomation.com/rockwellautomation/about-us/sustainability-ethics/product-environmental-compliance.page에서

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
다음 리소스에서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 의견
고객의 의견은 관련 문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본 문서의 개선 방법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
documents/du/ra-du002_-en-e.pdf 의 양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 지원 센터
Knowledgebase 자료 , 
사용 방법 동영상 , FAQ, 
채팅 , 사용자 포럼 , 제품 
알림 업데이트

https://rockwellautomation.custhelp.com/ 

현지 기술 지원 
전화번호

각국의 전화번호를 제공
합니다 .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get-support-
now.page 

직통 전화 코드

제품 직통 전화 코드를 
제공합니다 . 이 코드를 
사용해 기술 지원 
엔지니어와 직접 통화할 
수 있습니다 .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direct-dial.page 

자료 라이브러리 설치 매뉴얼 , 매뉴얼 , 
브로슈어 , 기술 데이터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literature-library/
overview.page 

제품 호환성 및
다운로드 센터
(PCDC: Product 
Compatibility and 
Download Center)

제품의 상호작용 방식 , 
기능 및 성능 , 관련 
펌웨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pcdc.page 
Allen-Bradley, ControlLogix, CompactLogix, Kinetix, MP-Series, Rockwell Software, Rockwell Automation, Studio 5000 Logix Designer 및 Ultra3000은 Rockwell Automation, Inc.의 
상표입니다 .

Rockwell Automation, Inc.의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

최신 제품 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Publication MPAR-IN001E-KO-P – 2017년 11월 Copyright © 2017 Rockwell Automation, Inc. All rights reserved.

http://www.rockwellautomation.com/rockwellautomation/about-us/sustainability-ethics/product-environmental-compliance.page

	MPAR-IN001E-KO-P, 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시리즈 B 및 C)
	변경 내용 요약
	문서 정보
	카탈로그 넘버 설명
	MP-Series 실린더 서보 모터 정보
	시작하기 전에
	설치 계획
	실린더 서보 모터과 브레이크 옵션
	전기 노이즈 방지
	케이블 구성 및 배선

	실린더 서보 모터 설치
	실린더 서보 모터 장착
	모터 케이블 부착

	커넥터 방향 변경
	치수
	커넥터 데이터
	연결 케이블

	시운전
	실린더 서보 모터 구성
	실린더 서보 모터 및 Kinetix 350, 2000, 6000, 6200 서보 드라이브 구성
	실린더 서보 모터 및 Kinetix 350, 2000, 6000, 6200 서보 드라이브 튜닝
	실린더 서보 모터 및 Kinetix 5500, 5700, 6500 서보 드라이브 구성
	실린더 서보 모터 및 Kinetix 6500, 5500, 5700 서보 드라이브 튜닝
	Ultraware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실린더 서보 모터 구성
	실린더 서보 모터를 위한 Kinetix 300 드라이브 구성
	MotionView OnBoard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실린더 서보 모터 튜닝

	유지보수
	보관

	문제 해결
	액세서리
	사양
	참고 자료

	Back Cover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6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true
  /MaxSubsetPct 1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fals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fals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Remo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Average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2.0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fals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Average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2.0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fals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Average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