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션 일체형 SERVO
MDA7000

표준 고속 I/O (CN4)

MDA7000-H

RS485/422 통신포트
LAN 통신포트

• 입력 : 10점 출력 :8점
• 고속 카운터 1CH (2.5MHz)

확장 I/O 포트
( In 64, Out 48)

RS232C 통신포트
표준
일반 I/O
(CN 1)

국번 설정 S/W
표준 일반 I/O (CN1)
표준 고속 I/O
(CN 4)

ABS 전용 엔코더
17bit ,131072ppr
*절대치 엔코더 기능 (BATTERY 추가 시)

• 입력 : 12점 출력 :10점
• 고속 카운터 1Ch 500KHz
• Load cell용 A/D 컨버터 2Ch
16bit, ±12V
• 모니터용 D/A 컨버터 2Ch
12bit, ± 5V

MDA7000-L
RS485/422 통신포트

RS232C 통신포트

표준
일반 I/O
(CN 1)
표준 일반 I/O (CN1)
• 입력 : 12점 출력 :10점
• 고속 카운터 1Ch 500KHz
• Load cell용 A/D 컨버터 2Ch
16bit, ±12V
• 모니터용 D/A 컨버터 2Ch
12bit, ± 5V

ABS 전용 엔코더
17bit ,131072ppr
*절대치 엔코더 기능 (BATTERY 추가 시)

MDA7000 독립 운전

PC LAN 연결
RS485/422 HMI 연결

RS232C
티칭 펜던트, PC 연결

I/O MPG 연결

A/D, D/A CONVERTER
기능 내장

절대 위치 운전(ABS)
PLC 기능 내장

PC 기반 Ethernet Network 운전

최대 255대 연결

MDA7000 Specifications
MDA-7000H

MDA-7000L

정격

50W ~ 3.5KW

50W ~ 3.5KW

서보 전원

3상 200~230V, 50/60 Hz ±5%

3상 200~230V, 50/60 Hz ±5%

모션 전원

DC 24V, 1A

DC 24V 불 필요

적용
엔코더

17bit 시리얼 엔코더 (131,072pulse)
절대치 엔코더 기능 (배터리 추가 시 )

제어 주기
표준
고속

I/O

확장

펄스
입력
포트

입력 : 32점 + 32점
출력 : 24점 + 24점
MCU-EL 최대 2개 확장 가능
최대 500KHz 입력 1Ch
(A상/B상, 펄스/방향, 정방향/역방향)

고속

최대 2.5MKHz 입력 1Ch
(A상/B상, 펄스/방향, 정방향/역방향)

아날로그
입력 포트
아날로그
출력 포트
통
신
포
트

0.4msec
0.8msec
입력 : 12점
입력 : 12점
출력 : 10점
출력 : 10점
입력 : 10점 (0.5u ~ 110us 응답성 조절)
출력 : 8점

표준

펄스 출력
포트

17bit 시리얼 엔코더(131,072pulse)
절대치 엔코더 기능 (배터리 추가 시)

X

X

최대 500KHz 입력 1Ch
(A상/B상, 펄스/방향, 정방향/역방향)
X

1회전당 펄스 수 설정 1Ch
(A상/B상)

1회전당 펄스 수 설정 1Ch
(A상/B상)

Load Cell 용 A/D 컨버터 2Ch
16Bit (-12V ~ +12V)
Min/Max 파라미터에서 설정
모니터 용 D/A 컨버터 2Ch
12Bit (-5V ~ +5V)
Min/Max 파라미터에서 설정

Load Cell 용 A/D 컨버터 2Ch
16Bit (-12V ~ +12V)
Min/Max 파라미터에서 설정
모니터 용 D/A 컨버터 2Ch
12Bit (-5V ~ +5V)
Min/Max 파라미터에서 설정

RS232C

1EA

1EA

RS422

1EA

1EA

Ethernet

1EA
100/10 Base-T

X

위치 또는 속도 모드
토크 제한

위치 모드
토크 제한

구동 방식
Latch 기능

실시간 Latch 메모리 가능

일부 데이터 Latch 메모리 불가능

사용자 편의 인터 페이스(GUI)
Graphic User Interface 제공

SERVO DRIVE 설정 파라미터

시퀀스 운전 작성 프로그램

통합 GUI PROGRAM TOOL

모션 운전 설정 파라미터

외부 통신 설정 파라미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