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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AC 서보MR-J2S/MR-J2M 시리즈생산중지의안내

평소에, 미쓰비시범용AC 서보및미쓰비시기기제품에대해각별한관심과사랑에대해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발매이래14년동안의장기간에걸쳐관심과사랑을받았던위시리즈에대한전자부품을중심으로한

부자재의입수가매우어려운상황에처해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기종을아래의스케줄에따라생산을중지하기때문에양해를부탁드립니다.

내 용

１．대상기종
대상서보앰프

MR-J2S-10A~37KA, MR-J2S-10A1~40A1, MR-J2S-60A4~55KA4 

MR-J2S-10B~37KB, MR-J2S-10B1~40B1, MR-J2S-60B4~55KB4 

MR-HP30KA, MR-HP55KA4

MR-J2S-10CP~700CP, MR-J2S-10CP1~40CP1 

MR-J2S-10CP-S084~700CP-S084, MR-J2S-10CP1-S084~40CP1-S084 

MR-J2S-10CL~700CL, MR-J2S-10CL1~40CL1 

MR-J2M-P8A, MR-J2M-P8B

MR-J2M-10DU~70 DU

MR-J2M-BU4, BU6, BU8

대상서보모터

HC-KFS, HC-MFS, HC-SFS, HC-LFS, HC-RFS, HC-UFS, HA-LFS 전용량

주 1.  동시리즈전용옵션·주변기기를포함합니다.
2.  대상기종의상세한내용에대해서는부록1을참조하십시오.

２．수주생산화시기
2014년8월말일

수주생산화변경후의대응납기는수주후12~16주간입니다.

３．생산중지시기
2015년8월

2015년8월말일을기준으로수주를마감합니다.

４．수리·부품공급시기
2022년8월

2022년8월말일접수분까지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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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대체기종
대체기종으로서MR-J4·MR-J3시리즈를발매하고있으므로, MR-J4·MR-J3시리즈의채용을검토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부록2, 3 및아래의자료를참조하십시오.

카탈로그·치환안내

６．리뉴얼툴
MR-J4시리즈로의치환을실시할때에, 기존설치배선을그대로활용하기위해,

리뉴얼툴(미쓰비시전기시스템서비스(주) 제품)를준비하고있습니다.

특징·기존설치배선을그대로이용하는것으로써단시간에치환이가능.

리뉴얼툴에대해서는당사또는미쓰비시전기시스템서비스(주)로문의해주십시오.

■MELSERVO-J4 카탈로그
L(명) 03056

MR-J4 시리즈의카탈로그입니다. 

서보앰프·서보모터·옵션등을

기재하고있습니다.

■MELSERVO-J3 카탈로그
L(명) 03015

MR-J3 시리즈의카탈로그입니다. 

서보앰프·서보모터·옵션등을

기재하고있습니다.

■MELSERVO-J2-Super/J2M 시리즈
에서J4시리즈로의치환안내
L(명) 03092

MR-J2S/J2M을사용한시스템을

MR-J4로치환하여리뉴얼하기위해서

필요한치환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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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보앰프
1.1   MR-J2S시리즈

주) 상기제품의파생기종도포함합니다.

주) 상기제품의파생기종도포함합니다.

1.2   MR-J2M시리즈



 

No. 형명 No. 형명 No. 형명 No. 형명

No. 형명 No. 형명 No. 형명 No. 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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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보모터
2.1   HC-KFS시리즈

주) 상기제품의파생기종도포함합니다.

주) 상기제품의파생기종도포함합니다.

2.2   HC-MFS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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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HC-SFS시리즈

No. 형명 No. 형명 No. 형명

No. 형명 No. 형명 No. 형명

주) 상기제품의파생기종도포함합니다.

주) 상기제품의파생기종도포함합니다.

2.4   HC-LFS시리즈



No. 형명 No. 형명 No. 형명 No. 형명

No. 형명 No. 형명 No. 형명

No. 형명

No. 형명 대상 앰프 No.

(주1)

(주1)

대상 앰프 No. 형명 대상 앰프

No. 형명 No. 형명

No. 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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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HC-RFS시리즈

주) 상기제품의파생기종도포함합니다.

주) 상기제품의파생기종도포함합니다.

주) 상기제품의파생기종도포함합니다.

주) 상기제품의파생기종도포함합니다.

2.6   HA-LFS시리즈

2.7   HC-UFS시리즈

3. 옵션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2)

(주2)

(주2)

(주2)

(주2)

(주2)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의사항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AC200V 범용
인터페이스

AC400V 범용
인터페이스

AC100V 범용
인터페이스

상세 사양·기능의 차이는
[부록 2  3. 기능 비교]이후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상세 사양·기능의 차이는
[부록 2  3. 기능 비교]이후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상세 사양·기능의 차이는
[부록 2  3. 기능 비교]이후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8 -

１.  개요
MR-J2S시리즈를사용하고있는시스템을, MR-J4/J3시리즈를사용하는시스템으로치환할때의변경내용에대해설

명합니다. MR-J4/J3시리즈는MR-J2S시리즈에비해기능·성능모두큰폭으로향상되고있습니다.

２.  대체품형명
앰프와모터의세트로치환하는것을전제로한기본대체기종안을나타냅니다.

2.1  서보앰프
2.1.1  서보앰프대체기종과호환성

주) 1. 설치호환은없습니다. 리뉴얼툴의고정판금에서설치홀을그대로이용할수있습니다.

2. 설치호환은없습니다.

주) 1. 설치호환은없습니다. 리뉴얼툴에서고정판금을대응예정입니다.

(리뉴얼툴의발매시기에대해서는미쓰비시전기시스템서비스(주)로문의해주십시오. )

2. 설치호환은없습니다.



(주2)

(주2)

(주2)

(주2)

(주2)

(주2)

(주2)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2)

(주2)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AC400V
SSCNET

인터페이스

AC100V
SSCNET

인터페이스

AC200V
SSCNET

인터페이스

AC200V
위치결정 기능 내장

상세 사양·기능의 차이는
[부록 2  3. 기능 비교]이후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상세 사양·기능의 차이는
[부록 2  3. 기능 비교]이후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상세 사양·기능의 차이는
[부록 2  3. 기능 비교]이후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상세 사양·기능의 차이는
[부록 2  3. 기능 비교]이후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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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설치호환은없습니다. 리뉴얼툴의고정판금에서설치홀을그대로이용할수있습니다.

2. 설치호환은없습니다.

주) 1. 설치호환은없습니다. 리뉴얼툴에서고정판금을대응예정입니다.

(리뉴얼툴의발매시기에대해서는미쓰비시전기시스템서비스(주)로문의해주십시오. )

2. 설치호환은없습니다.

주) 1. 설치는호환이지만, 가로폭이커집니다. 상세한내용은[부록2.2.1  2 서보앰프외형치수비교]를참조해주십시오.

2. 설치호환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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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2)

(주2)

(주2)

(주1)

(주1)

(주1)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AC100V 
위치결정 기능 내장

AC200V 
프로그램 운전

기능 내장

AC200V 
CC-Link

인터페이스

AC100V 
CC-Link

인터페이스

AC100V 
프로그램 운전

기능 내장

상세 사양·기능의 차이는
[부록 2  3. 기능 비교]이후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MR-J2S-CL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위 PLC에서 대응 부탁 드립니다.
상세 사양·기능의 차이는
[부록 2  3. 기능 비교]이후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MR-J2S-CL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위 PLC에서 대응 부탁 드립니다.
상세 사양·기능의 차이는
[부록 2  3. 기능 비교]이후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상세 사양·기능의 차이는
[부록 2  3. 기능 비교]이후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상세 사양·기능의 차이는
[부록 2  3. 기능 비교]이후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주) 1. 설치호환은없습니다.

주) 1. 설치는호환이지만, 가로폭이커집니다. 상세한내용은[부록2.2.1  2 서보앰프외형치수비교]를참조해주십시오.

2. 설치호환은없습니다.

주) 1. 설치는호환이지만, 가로폭이커집니다. 상세한내용은[부록2.2.1  2 서보앰프외형치수비교]를참조해주십시오.

주) 1. 설치는호환이지만, 가로폭이커집니다. 상세한내용은[부록2.2.1  2 서보앰프외형치수비교]를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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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명
MR-J2S시리즈

형명
MR-J4시리즈

형명
MR-J2S시리즈

형명
MR-J3시리즈

세로 가로 깊이 설치 나사 간격

세로

MR-J2S MR-J3 MR-J2S MR-J3 MR-J2S MR-J3 MR-J2S MR-J3

가로 깊이 설치 나사 간격

(주1)

(주1)

(주2)

세로 156
(2개소)

세로 156/가로 42
(3개소)

세로 156/가로 78
(4개소)

세로 235/가로 118
(4개소)

세로 335/가로 160
(4개소)

세로 376/가로 236
(4개소)

세로 376/가로 236
(4개소)

세로 235/가로 93
(4개소)

세로 156/가로 78
(3개소)

세로 156/가로 42
(3개소)

세로 156
(2개소)

세로 380/가로 196
(4개소)

세로 285/가로 160
(4개소)

세로 376/가로 326
(4개소)

세로 480/가로 360
(4개소) 세로 360/가로 260

(4개소)
세로 480/가로 110
(4개소)

2.1.2   서보앰프외형치수비교
■200V계(22kW 이하A/B)

MR-J2S시리즈와MR-J4시리즈의외형치수비교를아래에나타냅니다. 세로폭과가로폭에대해서는

MR-J4시리즈는MR-J2S시리즈에비해동등이하로하고있습니다. 깊이에대해서는400W·600W가

증가하고있기때문에주의해주십시오. 설치치수에대해서는1kW 이하는설치호환입니다. 

2kW와3.5kW에대해서는설치나사의개수를, 5kW~22kW에대해서는설치나사간격을변경하고있기

때문에주의해주십시오. 11kW, 15kW에대해서는나사사이즈를변경하고있기때문에주의해주십시오.

■200V계(30kW 이상A/B)

MR-J2S시리즈와MR-J3시리즈의외형치수비교를아래에나타냅니다. 세로폭과가로폭에대해서는

MR-J3시리즈는MR-J2S시리즈에비해동등이하로하고있습니다. 깊이에대해서는냉각핀이제어반내

가되도록설치했을경우, 치수증가가되기때문에주의해주십시오. 설치치수에대해서는설치나사간격

·나사사이즈를변경하고있기때문에주의해주십시오.

외형치수비교(동일용량으로비교)  단위mm

외형치수비교(동일용량으로비교)  단위mm

주) 1. (     ) 안은냉각핀이제어반내가되도록설치했을경우입니다. 깊이치수의증가에주의해주십시오.

2. 차이가있는치수에대해서음영으로표시하고있습니다.

주) 1. 깊이치수의증가에주의해주십시오.

2. 설치나사의개수·위치를변경하고있습니다.

3. 차이가있는치수에대해서음영으로표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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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명
MR-J2S시리즈

형명
MR-J4시리즈

형명
MR-J2S시리즈

형명
MR-J3시리즈

세로 가로 깊이 설치 나사 간격

세로

MR-J2S MR-J3 MR-J2S MR-J3 MR-J2S MR-J3 MR-J2S MR-J3

MR-J2S MR-J4 MR-J2S MR-J4 MR-J2S MR-J4 MR-J2S MR-J4

가로 깊이 설치 나사 간격

(주1)

세로 480/가로 290
(4개소)

세로 480/가로 360
(4개소)

세로 360/가로 260
(4개소)

세로 360/가로 120
(4개소)

세로 480/가로 110
(4개소)

세로 156/가로 78
(4개소)

세로 235/가로 118
(4개소)

세로 335/가로 160
(4개소)

세로 376/가로 236
(4개소)

세로 376/가로 236
(4개소)

세로 235/가로 93
(4개소)

세로 235/가로 118
(4개소)

세로 156/가로 42
(3개소)

세로 156/가로 78
(3개소)

세로 380/가로 196
(4개소)

세로 285/가로 160
(4개소)

세로 376/가로 326
(4개소)

(주1)

(주1)

■400V계(22kW 이하A/B)

MR-J2S시리즈와MR-J4시리즈의외형치수비교를아래에나타냅니다. 세로폭과가로폭에대해서는

MR-J4시리즈는MR-J2S시리즈에비해동등이하로하고있습니다. 600W, 1kW 및5kW에대해서는설치

호환입니다. 600W~2kW에대해서는설치나사의개수를, 3.5kW 및7kW~22kW에대해서는설치나사간

격을변경하고있기때문에주의해주십시오. 11kW, 15kW에대해서는나사사이즈를변경하고있기때문에

주의해주십시오.

■400V계(30kW 이상A/B)

MR-J2S시리즈와MR-J3시리즈의외형치수비교를아래에나타냅니다. 세로폭과가로폭에대해서는

MR-J3시리즈는MR-J2S시리즈에비해동등이하로하고있습니다. 깊이에대해서는냉각핀이제어반내

가되도록설치했을경우, 치수증가가되기때문에주의해주십시오. 설치치수에대해서는설치나사간격

·나사사이즈를변경하고있기때문에주의해주십시오.

외형치수비교(동일용량으로비교)  단위mm

외형치수비교(동일용량으로비교)  단위mm

주) 1. (     ) 안은냉각핀이제어반내가되도록설치했을경우입니다. 깊이치수의증가에주의해주십시오.

2. 차이가있는치수에대해서음영으로표시하고있습니다.

주) 1. 설치나사의개수·위치를변경하고있습니다.

2. 차이가있는치수에대해서음영으로표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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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명
MR-J2S시리즈

형명
MR-J3시리즈

세로

MR-J2S MR-J3 MR-J2S MR-J3 MR-J2S MR-J3 MR-J2S MR-J3

가로 깊이 설치 나사 간격

형명
MR-J2S시리즈

형명
MR-J3시리즈

세로

MR-J2S MR-J3 MR-J2S MR-J3 MR-J2S MR-J3 MR-J2S MR-J3

가로 깊이 설치 나사 간격

(주1)

(주1)

(주1)

(주2)

(주3)(주1)

(주1)

(주1)

세로 156/가로 42
(3개소)

세로 156/가로 78
(4개소)

세로 235/가로 118
(4개소)

세로 335/가로 160
(4개소)

세로 156/가로 42
(3개소)

세로 156/가로 78
(3개소)

세로 235/가로 118
(4개소)

세로 285/가로 160
(4개소)

세로 156
(2개소)

세로 156
(2개소)

세로 156
(2개소)

세로 156
(2개소)

■100V계(0.4kW이하A/B)

MR-J2S시리즈와MR-J3시리즈의외형치수비교를아래에나타냅니다. 세로폭과가로폭에대해서는

MR-J3시리즈는MR-J2S시리즈에비해동등이하로하고있습니다. 400W만증가하고있기때문에주의해

주십시오. 설치치수에대해서는호환입니다.

■200V계(7kW 이하CP/CL)

MR-J2S시리즈와MR-J3시리즈의외형치수비교를아래에나타냅니다. 세로폭에대해서는MR-J3시리

즈는MR-J2S 시리즈에비해동등이하로하고있습니다. 가로폭에대해서는확장유닛MR-J3-D01이

필요하기때문에, 400 W·600W 이외는MR-J3시리즈에비해서증가하고있기때문에주의해주십시오.

깊이에대해서는400W와600W만증가하고있기때문에주의해주십시오. 설치치수에대해서는1kW 이하는

설치호환입니다. 2kW와3.5kW에대해서는설치나사의개수를, 5kW~7kW에대해서는설치나사간격을

변경하고있기때문에주의해주십시오.

외형치수비교(동일용량으로비교)  단위mm

외형치수비교(동일용량으로비교)  단위mm

주) 1. 가로치수의증가에주의해주십시오.

2. 깊이치수의증가에주의해주십시오.

3. 설치나사의개수·위치를변경하고있습니다.

4. 차이가있는치수에대해서음영으로표시하고있습니다.

주) 1. 깊이치수의증가에주의해주십시오.

2. 차이가있는치수에대해서음영으로표시하고있습니다.



- 14 -

형명
MR-J2S시리즈

형명
MR-J3시리즈

세로
MR-J2S MR-J3 MR-J2S MR-J3 MR-J2S MR-J3 MR-J2S MR-J3

가로 깊이 설치 나사 간격

형명
MR-J2S시리즈

형명
MR-J3시리즈

세로
MR-J2S MR-J3 MR-J2S MR-J3 MR-J2S MR-J3 MR-J2S MR-J3

가로 깊이 설치 나사 간격

(주2)

(주1)

(주1)

세로 156
(2개소)

세로 156
(2개소)

(주2)

�서보앰프�

세로 156(2개소)
�인터페이스 유닛�

세로 156(2개소)

�서보앰프�

세로 335/가로 160
(4개소)
�인터페이스 유닛�

세로 156(2개소)

�서보앰프�

세로 235/가로 118
(4개소)
�인터페이스 유닛�

세로 156(2개소)

�서보앰프�

세로 156/가로 78
(4개소)
�인터페이스 유닛�

세로 156(2개소)

�서보앰프�

세로 156/가로 42
(3개소)
�인터페이스 유닛�

세로 156(2개소)

세로 156
(2개소)

세로 156/가로 42
(3개소)

세로 156/가로 78
(3개소)

세로 235/가로 118
(4개소)

세로 285/가로 160
(4개소)

■100V계(0.4kW이하 CP/CL)

MR-J2S시리즈와MR-J3시리즈의외형치수비교를아래에나타냅니다. 세로폭에대해서는MR-J3시리

즈는MR-J2S시리즈에비해동등으로하고있습니다. 가로폭에대해서는확장유닛MR-J3-D01이필요하

기때문에, 400W 이외는MR-J3시리즈에비해증가하고있기때문에주의해주십시오. 깊이에대해서는

400W만증가하고있기때문에주의해주십시오. 설치치수에대해서는호환입니다.

■200V계(7kW 이하CP-S084)

MR-J2S시리즈와MR-J3시리즈의외형치수비교를아래에나타냅니다. 세로폭과가로폭에대해서는

MR-J3시리즈는MR-J2S시리즈에비해동등이하로하고있습니다. 깊이에대해서는400W와600W만증

가하고있기때문에주의해주십시오. 설치치수에대해서는1kW 이하는설치 호환입니다. 

2kW와3.5kW에대해서는설치나사의개수를, 5kW~7kW에대해서는설치나사간격을변경하고있기때

문에주의해주십시오.

외형치수비교(동일용량으로비교)  단위mm

외형치수비교(동일용량으로비교)  단위mm

주) 1. 가로치수의증가에주의해주십시오.

2. 깊이치수의증가에주의해주십시오.

3. 차이가있는치수에대해서음영으로표시하고있습니다.

주) 1. 가로치수의증가에주의해주십시오.

2. 깊이치수의증가에주의해주십시오.

3. 차이가있는치수에대해서음영으로표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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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명
MR-J2S시리즈

형명
MR-J3시리즈

세로
MR-J2S MR-J3 MR-J2S MR-J3 MR-J2S MR-J3 MR-J2S MR-J3

가로 깊이 설치 나사 간격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주1)

�서보앰프�

세로 156(2개소)
�인터페이스 유닛�

세로 156(2개소)

•◆는 토크 특성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MELSERVO-J2
-Super/J2M시리즈에서 
J4시리즈로의 치환 안내]를
참조 하십시오.

•◇기종으로부터 치환인 경우는 
대응 서보앰프의 용량이 다릅니다.
HG-KR43의 대응 서보앰프는 
MR-J4-40_이 됩니다.

•◆의 감속기는 실감속비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 기어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2  2.2.5 감속기 부착 
서보모터 실감속비 비교]를 
참조하십시오. 

세로 156
(2개소)

소용량·저관성
HC-KFS시리즈
표준/브레이크 부착

(B) : 브레이크 부착

소용량·저관성
HC-KFS시리즈
일반 감속기 부착(G1)

(B) : 브레이크 부착

■100V계(0.4kW이하 CP-S084)

MR-J2S시리즈와MR-J3시리즈의외형치수비교를아래에나타냅니다. 세로폭과가로폭에대해서는

MR-J3시리즈는MR-J2S시리즈에비해동등이하로하고있습니다. 깊이에대해서는400W만증가하고

있기때문에주의해주십시오. 설치치수에대해서는호환입니다.

2.2  서보모터
2.2.1  서보모터대체기종과호환성

호환성은설치호환을의미하고있습니다. 

서보모터외형치수, 감속기사양, 관성모멘트, 커넥터사양, 토크특성의호환성에관해서는카탈로그또는

기술자료집및「MELSERVO-J2-Super/J2M시리즈로부터J4시리즈로의치환안내」를참조하십시오. 

■MR-J2S-_A/B 200V, 400V대응대체기종서보모터형명

외형치수비교(동일용량으로비교)  단위mm

주) 1. 깊이치수의증가에주의해주십시오.

2. 차이가있는치수에대해서음영으로표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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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소용량·저관성
HC-K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플랜지 출력형(G5)

(B) : 브레이크 부착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소용량·저관성
HC-K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G2)

(B) : 브레이크 부착

(주1)

주) 1. 설치부분치수에대해서는[부록2   2.2.4 감속기부착서보모터설치치수비교」를참조하십시오.

2. 전원및엔코더커넥터가변경이됩니다. 기존설치배선으로치환의경우는리뉴얼툴을사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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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소용량·저관성
HC-K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축 출력형(G7)

(B) : 브레이크 부착

소용량·초저관성
HC-MFS시리즈
표준/브레이크 부착

(B) : 브레이크 부착

소용량·초저관성
HC-MFS시리즈
일반 감속기 부착(G1)

(B) : 브레이크 부착

•HG-MR시리즈는 
감속기 부착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HG-KR시리즈로의 대응이
됩니다.

•◆의 감속기는 실감속비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 기어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2  2.2.5 감속기 부착 
서보모터 실감속비 비교]를 
참조하십시오. 

주) 전원및엔코더커넥터가변경이됩니다. 기존설치배선으로치환의경우는리뉴얼툴을사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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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1)

주의사항

소용량·초저관성
HC-M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G2)

(B) : 브레이크 부착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소용량·초저관성
HC-M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플랜지 출력형(G5)

(B) : 브레이크 부착

•HG-MR시리즈는 
감속기 부착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HG-KR시리즈로의 대응이
됩니다.

주) 1. 설치부분치수에대해서는[부록2   2.2.4 감속기부착서보모터설치치수비교」를참조하십시오.

2. 전원및엔코더커넥터가변경이됩니다. 기존설치배선으로치환의경우는리뉴얼툴을사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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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소용량·초저관성
HC-M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축 출력형(G7)

(B) : 브레이크 부착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중용량·중관성
HC-SFS시리즈
표준/브레이크 부착

(4) : 400V 사양
(B) : 브레이크 부착

•HG-MR시리즈는 
감속기 부착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HG-KR시리즈로의 대응이
됩니다.

•모터 전체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모터 커넥터가 
장치측과 간섭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HG-SR 서보모터에는 
오일실이 부착되지 않습니다.
오일실 부착이 필요한 경우, 
HG-SR_J를 지정해 주십시오.

주) 전원및엔코더커넥터가변경이됩니다. 기존설치배선으로치환의경우는리뉴얼툴을사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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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중용량·중관성
HC-SFS시리즈
일반 감속기 부착

(4) : 400V 사양
(B) : 브레이크 부착

G1 : 플랜지 설치
G1H : 풋마운트 설치

중용량·중관성
HC-SFS시리즈
일반 감속기 부착

(4) : 400V 사양
(B) : 브레이크 부착

G1 : 플랜지 설치
G1H : 풋마운트 설치

•모터 전체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모터 커넥터가 
장치측과 간섭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모터 전체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모터 커넥터가 
장치측과 간섭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 전원및엔코더커넥터가변경이됩니다. 기존설치배선으로치환의경우는리뉴얼툴을사용해주십시오.



- 21 -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1)

주의사항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중용량·중관성
HC-S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G2)

(4) : 400V 사양
(B) : 브레이크 부착

중용량·중관성
HC-S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플랜지 출력형(G5)

(4) : 400V 사양
(B) : 브레이크 부착

중용량·중관성
HC-S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플랜지 출력형(G5)

(4) : 400V 사양
(B) : 브레이크 부착

•모터 전체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모터 커넥터가 
장치측과 간섭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모터 전체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모터 커넥터가 
장치측과 간섭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모터 전체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모터 커넥터가 
장치측과 간섭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 1. 설치부분치수에대해서는[부록2   2.2.4 감속기부착서보모터설치치수비교」를참조하십시오.

2. 전원및엔코더커넥터가변경이됩니다. 기존설치배선으로치환의경우는리뉴얼툴을사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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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1)

주의사항

중용량·중관성
HC-S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축 출력형(G7)

(4) : 400V 사양
(B) : 브레이크 부착

•모터 전체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모터 커넥터가 
장치측과 간섭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중용량·초저관성
HC-R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G2)

(B) : 브레이크 부착

중용량·초저관성
HC-RFS시리즈

(B) : 브레이크 부착

•HG-RR시리즈는 감속기 부착에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HG-SR시리즈로의 대응이 됩니다.

•◆는 감속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출력 토크의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기종으로부터 치환인 경우는 
대응 서보앰프의 용량이 다릅니다.
HG-SR102의 대응 서보앰프는 
MR-J4-100_, HG-SR202의 
대응 서보앰프는 MR-J4-200_, 
HG-SR352의 대응 서보앰프는 
MR-J4-350_이 됩니다.

주) 전원및엔코더커넥터가변경이됩니다. 기존설치배선으로치환의경우는리뉴얼툴을사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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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주1)

(주1)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중용량·초저관성
HC-R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플랜지 출력형(G7)

(B) : 브레이크 부착

중용량·저관성
HC-LFS시리즈

(B) : 브레이크 부착

중용량·초저관성
HC-R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플랜지 출력형(G5)

(B) : 브레이크 부착

•HG-RR시리즈는 감속기 부착에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HG-SR시리즈로의 대응이 됩니다.

•◆는 감속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출력 토크의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기종으로부터 치환인 경우는 
대응 서보앰프의 용량이 다릅니다.
HG-SR102의 대응 서보앰프는 
MR-J4-100_, HG-SR202의 
대응 서보앰프는 MR-J4-200_, 
HG-SR352의 대응 서보앰프는 
MR-J4-350_이 됩니다.

•HG-RR시리즈는 감속기 부착에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HG-SR시리즈로의 대응이 됩니다.

•◆는 감속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출력 토크의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기종으로부터 치환인 경우는 
대응 서보앰프의 용량이 다릅니다.
HG-SR102의 대응 서보앰프는 
MR-J4-100_, HG-SR202의 
대응 서보앰프는 MR-J4-200_, 
HG-SR352의 대응 서보앰프는 
MR-J4-350_이 됩니다.

•◇기종으로부터 치환인 경우는 
대응 서보앰프의 용량이 다릅니다.
HG-JR73의 대응 서보앰프는 
MR-J4-70_, HG-JR153의 
대응 서보앰프는 MR-J4-200_, 
HG-JR353의 대응 서보앰프는 
MR-J4-350_이 됩니다.

주) 1. 설치부분치수에대해서는[부록2   2.2.4 감속기부착서보모터설치치수비교」를참조하십시오.

2. 전원및엔코더커넥터가변경이됩니다. 기존설치배선으로치환의경우는리뉴얼툴을사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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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주1)
(주3)

(주1)
(주3)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소용량·플랫형
HC-UFS시리즈

(B) : 브레이크 부착

중용량·플랫형
HC-UFS시리즈

(B) : 브레이크 부착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대용량·저관성
HA-LFS
1000r/min시리즈

(4) : 400V 사양
(B) : 브레이크 부착

대용량·저관성
HA-LFS
1500r/min시리즈

(4) : 400V 사양
(B) : 브레이크 부착

대용량·저관성
HA-LFS
2000r/min시리즈

(4) : 400V 사양
(B) : 브레이크 부착

•◇기종으로부터 치환인 경우는 
대응 서보앰프의 용량이 다릅니다.
HG-JR11K1M의 대응 서보앰프는 
MR-J4-11K_, HG-JR15K1M의 
대응 서보앰프는 MR-J4-15K_, 
HG-JR22K1M의 대응 서보앰프는 
MR-J4-22K_이 됩니다.

•HG-KR 서보모터에는 
오일실이 부착되지 않습니다.
오일실 부착이 필요한 경우, 
HG-KR_J를 지정해 주십시오.

•HG-SR 서보모터에는 
오일실이 부착되지 않습니다.
오일실 부착이 필요한 경우, 
HG-SR_J를 지정해 주십시오.

주) 1. 설치부분치수에대해서는[부록2   2.2.3 서보모터설치상세치수비교] 및[부록2   2.2.4 감속기부착서보모터설치치수비교」를참조하십시오.

2. 전원및엔코더커넥터가변경이됩니다. 기존설치배선으로치환의경우는리뉴얼툴을사용해주십시오.

주) 1. 설치부분치수에대해서는[부록2   2.2.3 서보모터설치상세치수비교]를참조하십시오.

2. 전원및엔코더커넥터가변경이됩니다. 기존설치배선으로치환의경우는리뉴얼툴을사용해주십시오.

HG-JR22K1M(4)는배선방식이다르기때문에리뉴얼툴을사용할수없습니다.

3. HG-JR11kW 이상은HA-LFS11kW 이상과모터서멀배선이다릅니다. 기존설치엔코더케이블을사용하는경우, 당사영업창구로문의해주십시오.



(주1)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소용량·저관성
HC-KFS시리즈
표준/브레이크 부착

(B) : 브레이크 부착

소용량·저관성
HC-KFS시리즈
일반 감속기 부착(G1)

(B) : 브레이크 부착

소용량·저관성
HC-K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G2)

(B) : 브레이크 부착

•◆는 토크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기종으로부터 치환인 경우는 
대응 서보앰프의 용량이 다릅니다.
HG-KP43의 대응 서보앰프는 
MR-J3-40_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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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설치부분치수에대해서는[부록2   2.2.4 감속기부착서보모터설치치수비교」를참조하십시오.

2. 전원및엔코더커넥터가변경이됩니다. 

■MR-J2S-_A/B 100V 대응및MR-J2S-_CP/CL 200V, 100V 대응 대체기종서보모터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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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소용량·저관성
HC-K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플랜지 출력형(G5)

(B) : 브레이크 부착

소용량·저관성
HC-K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축 출력형(G5)

(B) : 브레이크 부착

주) 전원및엔코더커넥터가변경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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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1)

주의사항

소용량·초저관성
HC-MFS시리즈
표준/브레이크 부착

(B) : 브레이크 부착

소용량·초저관성
HC-MFS시리즈
일반 감속기 부착(G1)

(B) : 브레이크 부착

소용량·초저관성
HC-M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G2)

(B) : 브레이크 부착

주) 1. 설치부분치수에대해서는[부록2   2.2.4 감속기부착서보모터설치치수비교」를참조하십시오.

2. 전원및엔코더커넥터가변경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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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소용량·초저관성
HC-M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플랜지 출력형(G5)

(B) : 브레이크 부착

소용량·초저관성
HC-M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축 출력형(G7)

(B) : 브레이크 부착

주) 전원및엔코더커넥터가변경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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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중용량·중관성
HC-SFS시리즈
표준/브레이크 부착

(B) : 브레이크 부착

중용량·중관성
HC-SFS시리즈
일반 감속기 부착

(B) : 브레이크 부착

G1 : 플랜지 설치
G1H : 풋마운트 설치

•모터 전체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모터 커넥터가 
장치측과 간섭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모터 전체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모터 커넥터가 
장치측과 간섭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HF-SP 서보모터에는 
오일실이 부착되지 않습니다.
오일실 부착이 필요한 경우, 
HF-SP_J를 지정해 주십시오.

주) 전원및엔코더커넥터가변경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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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1)

주의사항

중용량·중관성
HC-SFS시리즈
일반 감속기 부착

(B) : 브레이크 부착

G1 : 플랜지 설치
G1H : 풋마운트 설치

중용량·중관성
HC-S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G2)

(B) : 브레이크 부착

중용량·중관성
HC-S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플랜지 출력형(G5)

(B) : 브레이크 부착

•모터 전체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모터 커넥터가 
장치측과 간섭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모터 전체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모터 커넥터가 
장치측과 간섭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모터 전체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모터 커넥터가 
장치측과 간섭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 1. 설치부분치수에대해서는[부록2   2.2.4 감속기부착서보모터설치치수비교」를참조하십시오.

2. 전원및엔코더커넥터가변경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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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중용량·중관성
HC-S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축 출력형(G7)

(B) : 브레이크 부착

중용량·중관성
HC-S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플랜지 출력형(G5)

(B) : 브레이크 부착

•모터 전체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모터 커넥터가 
장치측과 간섭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모터 전체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모터 커넥터가 
장치측과 간섭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 전원및엔코더커넥터가변경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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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1)

주의사항

중용량·초저관성
HC-R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G2)

(B) : 브레이크 부착

중용량·초저관성
HC-R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플랜지 출력형(G5)

(B) : 브레이크 부착

중용량·초저관성
HC-RFS시리즈

(B) : 브레이크 부착

주) 1. 설치부분치수에대해서는[부록2   2.2.4 감속기부착서보모터설치치수비교」를참조하십시오.

2. 전원및엔코더커넥터가변경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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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1)

주의사항

중용량·초저관성
HC-R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플랜지 출력형(G7)

(B) : 브레이크 부착

중용량·저관성
HC-LFS시리즈

(B) : 브레이크 부착

중용량·저관성
HA-LFS시리즈

(B) : 브레이크 부착

소용량·플랫형
HC-UFS시리즈

(B) : 브레이크 부착

중용량·플랫형
HC-UFS시리즈

(B) : 브레이크 부착

•HF-KP 서보모터에는 
오일실이 부착되지 않습니다.
오일실 부착이 필요한 경우, 
HF-KP_J를 지정해 주십시오.

주) 1. 설치부분치수에대해서는[부록2   2.2.3 서보모터설치상세치수비교]를참조하십시오.

2. 전원및엔코더커넥터가변경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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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서보모터설치치수비교

형명

대상품

L LD

대체품

형명 L LD
주의사항

주) 기재없는외형치수에대해서는카탈로그또는기술자료집을참조하십시오.  (    ) : 브레이크[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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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호환 없음
상세는 [부록2  2.2.3 서보모터 
설치 상세 치수 비교]를 
참조 하십시오. 

◆는  설치 호환 없음
상세는 [부록2  2.2.3 서보모터 
설치 상세 치수 비교]를 
참조 하십시오. 

형명

대상품

L LD

대체품

형명 L LD
주의사항

주) 기재없는외형치수에대해서는카탈로그또는기술자료집을참조하십시오.  (    ) : 브레이크[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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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호환 없음
상세는 [부록2  2.2.3 서보모터 
설치 상세 치수 비교]를 
참조 하십시오. 

◆는  설치 호환 없음
상세는 [부록2  2.2.3 서보모터 
설치 상세 치수 비교]를 
참조 하십시오. 

형명

대상품

L LD

대체품

형명 L LD
주의사항

주) 기재없는외형치수에대해서는카탈로그또는기술자료집을참조하십시오.  (    ) : 브레이크[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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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명 형명

대상품 대체품

Z(지정 이외는 4개)

2.2.3  서보모터설치상세치수비교
설치호환이없는기종의상세치수비교를아래와같이나타냅니다.

주) 1. 기재없는외형치수에대해서는카탈로그또는기술자료집을참조하십시오.  (    ) : 브레이크[단위: mm]

2. 차이가있는치수에대해서음영으로표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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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KFS, KC-MFS시리즈(G2) HG-KR, HF-KP, HF-MP시리즈(G7)
출력 (W)

감속비 축 길이 Q 축 지름 S 플랜지 LD 감속비 축 길이 Q 축 지름 S 플랜지 LD

2.2.4  감속기부착서보모터설치치수비교
(고정도대응: HC-KFS, MFS_G2 →HG-KR, HF-KP, MP_G7)

주) 기재없는외형치수에대해서는카탈로그또는기술자료집을참조하십시오.  (    ) : 브레이크[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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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SFS시리즈(G2) HG-SR, HF-SP시리즈(G7)
출력 (W)

감속비 축 길이 Q 축 지름 S 플랜지 LD 감속비 축 길이 Q 축 지름 S 플랜지 LD

(고정도대응: HC-SFS_G2 →HG-SR, HF-SP_G7)

주) 기재없는외형치수에대해서는카탈로그또는기술자료집을참조하십시오.  (    ) : 브레이크[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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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RFS시리즈(G2) HG-SR시리즈(G7)
출력 (W)

감속비 축 길이 Q 축 지름 S 플랜지 LD 감속비 축 길이 Q 축 지름 S 플랜지 LD

(고정도대응: HC-RFS_G2 →HG-SR_G7)

주) 기재없는외형치수에대해서는카탈로그또는기술자료집을참조하십시오.  (    ) : 브레이크[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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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RFS시리즈(G2) HC-RP시리즈(G7)
출력 (W)

감속비 축 길이 Q 축 지름 S 플랜지 LD 감속비 축 길이 Q 축 지름 S 플랜지 LD

(고정도대응: HC-RFS_G2 →HC-RP_G7)

주) 기재없는외형치수에대해서는카탈로그또는기술자료집을참조하십시오.  (    ) : 브레이크[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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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RFS시리즈(G5) HG-SR시리즈(G5)
출력 (W)

감속비 Q S 플랜지 LD 감속비 Q S 플랜지 LD

(고정도대응: HC-RFS_G5 →HG-SR_G5)

주) 기재없는외형치수에대해서는카탈로그또는기술자료집을참조하십시오.  (    ) : 브레이크[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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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RFS시리즈(G7) HG-SR시리즈(G7)
출력 (W)

감속비 축 길이 Q 축 지름 S 플랜지 LD 감속비 축 길이 Q 축 지름 S 플랜지 LD

(고정도대응: HC-RFS_G7 →HG-SR_G7)

주) 기재없는외형치수에대해서는카탈로그또는기술자료집을참조하십시오.  (    ) : 브레이크[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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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KFS, HC-MFS시리즈 HG-KR시리즈
출력 (W) 감속비

실감속비

2.2.5  감속기부착서보모터실감속비비교
HC-KFS, MFS_G1로부터HG-KR_G1로치환할때, 실감속비가다른기종이있기때문에, 전자기어의설정

이필요합니다.

(일반산업기계대응: HC-KFS, MFS_G1 →HG-KR_G1)

주) 차이가있는실감속비에대해서음영으로표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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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소용량
저관성

소용량
초저관성

중용량
중관성

형명 관성모멘트
×10-4kg·m2

권장 부하
관성 모멘트비

15배 이하

15배 이하

15배 이하

15배 이하

15배 이하

25배 이하

25배 이하

22배 이하

22배 이하

32배 이하

32배 이하

32배 이하

32배 이하

32배 이하

30배 이하

30배 이하

30배 이하

30배 이하

30배 이하

17배 이하

17배 이하

17배 이하

15배 이하

15배 이하

15배 이하

26배 이하

24배 이하

17배 이하

17배 이하

17배 이하

15배 이하

30배 이하

24배 이하

22배 이하

형명 관성모멘트
×10-4kg·m2

권장 부하
관성 모멘트비

대상품 대체품

2.2.6  관성모멘트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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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중용량
초저관성

중용량
저관성

소용량
플랫형

중용량
플랫형

형명 관성모멘트
×10-4kg·m2

권장 부하
관성 모멘트비

5배 이하

10배 이하

15배 이하

15배 이하

5배 이하

10배 이하

17배 이하

17배 이하

15배 이하

15배 이하

15배 이하

26배 이하

24배 이하

25배 이하

22배 이하

형명 관성모멘트
×10-4kg·m2

권장 부하
관성 모멘트비

대상품 대체품

주) 기재없는모터사양에대해서는카탈로그또는기술자료집을참조하십시오.  (    ) : 브레이크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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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대용량
저관성

1000r/min

대용량
저관성

1500r/min

대용량
저관성

2000r/min

형명 관성모멘트
×10-4kg·m2

권장 부하
관성 모멘트비

10배 이하

10배 이하

10배 이하

10배 이하

10배 이하

15배 이하

15배 이하

형명 관성모멘트
×10-4kg·m2

권장 부하
관성 모멘트비

대상품 대체품

주) 기재없는모터사양에대해서는카탈로그또는기술자료집을참조하십시오.  (    ) : 브레이크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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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회생옵션
2.3.1  200/100V용

�J2S시리즈, 조합과회생전력�

서보앰프 형명
MR-J2S-

내장 회생 저항기
[W]

서보앰프 형명
MR-J2S-

내장 회생 저항기
[W]

표준 부속품
(외부 부착)

회생 옵션의 허용 회생 전력 [W]  MR-RB

회생 옵션의 허용 회생 전력 [W]  MR-RB

(주1)

(주2)
(주2) (주2) (주2) (주2) (주2) (주2)

(주3)

(주1) (주1)

주) 1. 반드시냉각팬을설치해주십시오.

2. (     ) 안은냉각팬을설치했을경우의값입니다.

3. MR-RB137는3대의합성저항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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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4시리즈(대체기종), 조합과회생전력�

서보앰프 형명
MR-J4-

내장 회생 저항기
[W]

서보앰프 형명
MR-J4-

내장 회생 저항기
[W]

표준 부속품
(외부 부착)

회생 옵션의 허용 회생 전력 [W]  MR-RB

회생 옵션의 허용 회생 전력 [W]  MR-RB

(주1)

(주2)
(주2) (주2) (주2) (주2) (주2) (주2)

(주1) (주1)

주) 1. 반드시냉각팬을설치해주십시오.

2. (     ) 안은냉각팬을설치했을경우의값입니다.

3. 차이가있는조합에대해서음영으로표시하고있습니다.

4. 회생옵션의형명에대응해, 파라미터설정(J4에서는PA02)이필요합니다. 자세한내용은기술자료집을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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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3시리즈(대체기종), 조합과회생전력�

서보앰프 형명
MR-J2S-

내장 회생
저항기
[W]

회생 옵션의 허용 회생 전력 [W]  MR-RB

서보앰프 형명
MR-J3-

내장 회생 저항기
[W]

회생 옵션의 허용 회생 전력 [W]  MR-RB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2)

(주1) (주1) (주1)

주) 1. 반드시냉각팬을설치해주십시오.

2. (     ) 안은냉각팬을설치했을경우의값입니다.

3. 차이가있는조합에대해서음영으로표시하고있습니다.

4. 회생옵션의형명에대응해, 파라미터설정(J3 22kW 이하에서는PA02, 30kW 이상에서는컨버터유닛파라미터PA01)이필요합니다. 
자세한내용은기술자료집을참조해주십시오.

2.3.2  400V용

�J2S시리즈, 조합과회생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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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앰프 형명
MR-J2S-

내장 회생 저항기
[W]

서보앰프 형명
MR-J4-

내장 회생
저항기
[W]

표준 부속품
(외부 부착)

회생 옵션의 허용 회생 전력 [W]  MR-RB

회생 옵션의 허용 회생 전력 [W]  MR-RB

(주2)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2) (주2) (주2) (주3)
(주2)

주) 1. 반드시냉각팬을설치해주십시오.

2. (     ) 안은냉각팬을설치했을경우의값입니다.

3. MR-RB138-4는3대의합성저항값입니다.

�J4시리즈(대체기종), 조합과회생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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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
138-4

서보앰프 형명
MR-J4-

내장 회생 저항기
[W]

표준 부속품
(외부 부착)

회생 옵션의 허용 회생 전력 [W]  MR-RB

(주2) (주2) (주2) (주2)
(주2)

서보앰프 형명
MR-J3-

적용 서보앰프형명

내장 회생 저항기
[W]

표준 부속품
(외부 부착)

회생 옵션의 허용 회생 전력 [W]  MR-RB

(주1)
(주2)

�J3시리즈(대체기종), 조합과회생전력�

주) 1. 반드시냉각팬을설치해주십시오.

2. (     ) 안은냉각팬을설치했을경우의값입니다.

3. 차이가있는조합에대해서음영으로표시하고있습니다.

4. 회생옵션의형명에대응해, 파라미터설정(J4에서는PA02)이필요합니다. 자세한내용은기술자료집을참조해주십시오.

주) 1. MR-RB138-4는3대의합성저항값입니다.

2. 회생옵션의형명에대응해, 파라미터설정(J3에서는컨버터유닛파라미터PA01)이필요합니다. 자세한내용은기술자료집을참조해주십시오.

2.4  다이나믹브레이크옵션

주) 차이가있는조합에대해서음영으로표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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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J2S시리즈 MR-J4시리즈 주의사항용도

B타입

A타입

엔코더 커넥터 세트

컨트롤러-앰프간 케이블

컨트롤러-앰프간 케이블

서보모터 전원 케이블

전자 브레이크 케이블

CN3용 통신 케이블

전자 브레이크 커넥터 세트

전원 커넥터 세트
(서보모터측 전원 커넥터)

서보앰프 전원 커넥터(~1kW)

서보앰프 전원 커넥터(2kW)

서보앰프 전원 커넥터(3.5kW)

CN1용 커넥터 세트

CN1용 커넥터 세트

엔코더 케이블

중계 단자대

커넥터 형상 변경
케이블의 변경이 필요
_M : 케이블 길이
A_ : 인출 방향
-_ : 굴곡 수명

J4에서는 케이블 옵션 라인-업.
_M : 케이블 길이
A_ : 인출 방향
-_ : 굴곡 수명

J4에서는 케이블 옵션 라인-업.
_M : 케이블 길이
A_ : 인출 방향
-_ : 굴곡 수명

커넥터 형상 변경.
_ : 극수 차이

커넥터 형상 변경.
_ : 커넥터 형상

나사 체결 타입에서 커넥터 타입으로 변경.

RS-232C통신에서 USB통신으로 변경.

커넥터 형상 변경
케이블의 변경이 필요
_ : 엔코더측
커넥터 형상

메탈 통신에서 광통신으로 변경에 동반해 
커넥터 변경.
_ : 케이블 길이

커넥터 형상 및 핀 극수 변경.
_ : 케이블 길이

(MTH)는 MR-J4-22K_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_M : 케이블 길이
A_ : 인출 방향

2.5  케이블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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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J2S시리즈 MR-J3시리즈 주의사항용도

B타입

A타입

엔코더 커넥터 세트

컨트롤러-앰프간 케이블

컨트롤러-앰프간 케이블

서보모터 전원 케이블

전자 브레이크 케이블

CN3용 통신 케이블

전자 브레이크 커넥터 세트

전원 커넥터 세트
(서보모터측 전원 커넥터)

서보앰프 전원 커넥터(~1kW)

서보앰프 전원 커넥터(2kW)

서보앰프 전원 커넥터(3.5kW)

CN1용 커넥터 세트

CN1용 커넥터 세트

엔코더 케이블

중계 단자대

커넥터 형상 변경
케이블의 변경이 필요
_M : 케이블 길이
A_ : 인출 방향
-_ : 굴곡 수명

_M : 케이블 길이
A_ : 인출 방향

J3에서는 케이블 옵션 라인-업.
_M : 케이블 길이
A_ : 인출 방향
-_ : 굴곡 수명

J3에서는 케이블 옵션 라인-업.
_M : 케이블 길이
A_ : 인출 방향
-_ : 굴곡 수명

커넥터 형상 변경.
_ : 극수 차이

커넥터 형상 변경.
_ : 커넥터 형상

나사 체결 타입에서 커넥터 타입으로 변경.

RS-232C통신에서 USB통신으로 변경.

커넥터 형상 변경
케이블의 변경이 필요
_ : 엔코더측
커넥터 형상

메탈 통신에서 광통신으로 변경에 동반해 
커넥터 변경.
_ : 케이블 길이

커넥터 형상 및 핀 극수 변경.
_ : 케이블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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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J2S시리즈항목 MR-J4시리즈

용량 범위 (200V계) 0.1k~22kW
(400V계) 0.6k~22kW

내장(0.2k~7kW)
외부 부착(11k~22kW)

내장(0.1k~7kW)
외부 부착(11k~22kW)

(200V계) 0.1k~22kW
(400V계) 0.6k~22kW

내장(0.2k~7kW)
외부 부착(11k~22kW)

내장(0.1k~7kW)
외부 부착(11k~22kW)

활주량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1) 

(200V계) 단상 AC200~230V 
(400V계) 단상 DC24V(~7kW)
단상 AC380~480V(11k~22kW)

(200V계) 단상 AC200~240V 
(400V계) 단상 AC380~480V

(200V계)
단상·3상AC200~230V(~750W)
3상AC200~230V(1k~22kW)
(400V계)
3상AC380~480V

(200V계)
단상·3상AC200~240V(~750W)
3상AC200~240V(1k~22kW)
(400V계)
3상AC380~480V

내장 외부 공급 필요

리얼타임 오토 튜닝 : 15단계 리얼타임 오토 튜닝 : 40단계

원터치 튜닝

차동펄스 500kpps
지령 펄스 : 싱크

차동펄스 4Mpps
지령 펄스 : 싱크

A)범용 인터페이스
      DI : 8점, DO : 6점
(B)SSCNET 대응
      DI : 0점, DO : 2점 

A)범용 인터페이스
      DI : 9점, DO : 6점
(B)SSCNET 대응
      DI : 3점, DO : 3점 

ABZ상(차동)
(A)범용 인터페이스
      Z상(오픈 컬렉터)

ABZ상(차동)
(A)범용 인터페이스
      Z상(오픈 콜렉터)

입력 : 싱크/소스 
출력 : 싱크

입력 : 싱크/소스 
출력 : 싱크/소스 

7점 7점

RS-232C

HC시리즈(17비트 ABS)
HA시리즈(17비트 ABS)

HG시리즈(22비트 ABS)

셋-업 소프트웨어
(SETUP1_ _)
푸시 버턴(Atype) 푸시 버턴(Atype)

(A)범용 인터페이스
     (입력) 2ch
     토크 10bit, 속도 14bit 상당
     (출력) 10bit 상당×2ch
(B)SSCNET 대응
     (출력) 10bit 상당×2ch

(A)범용 인터페이스
     (입력) 2ch
     토크 10bit, 속도 14bit 상당
     (출력) 10bit 상당×2ch
(B)SSCNETⅢ/H 대응
     (출력) 10bit 상당×2ch

(A)범용 인터페이스
     •위치제어 모드(펄스 지령)
     •속도제어 모드(아날로그 지령)
     •토크제어 모드(아날로그 지령)
(B)SSCNET 대응
     •위치제어 모드
     •속도제어 모드

(A)범용 인터페이스
     •위치제어 모드(펄스 지령)
     •속도제어 모드(아날로그 지령)
     •토크제어 모드(아날로그 지령)
(B)SSCNETⅢ/H 대응
     •위치제어 모드 •속도제어 모드
     •토크제어 모드

내부 회생 저항

다이나믹 브레이크

제어 회로 전원

주회로 전원

DC24V 전원

오토 튜닝

제어 모드

최대 입력 펄스

DIO 점수(EM1 제외)

검출기 펄스 출력

DIO 인터페이스

아날로그 입출력

내부 속도 지령수(Atype)

파라미터 설정 방법

셋업 S/W통신

서보모터
(엔코더 분해능)

모터 최대 토크

3.  기능비교

3.1  J2S-J4 비교(A/B)

주) 1. 타주거리는기술자료집의다이나믹특성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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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J2S시리즈항목 MR-J4시리즈

MR-J2S시리즈항목 MR-J3시리즈

버튼(Atype)

LED 표시

어드밴스드 제진제어Ⅱ

어댑티브 필터

노치 필터

터프 드라이브

드라이브 레코더

강제 정지

버튼(Atype)

LED 표시

버튼 4개

(Atype) 7세그 5자릿수

(Btype) 7세그 2자릿수

없음

있음(어댑티브 제진제어)

있음(2개)

없음

없음

EM1(DB정지)

버튼 4개

(Atype) 7세그 5자릿수

(Btype) 7세그 2자릿수

버튼 4개

(Atype) 7세그 5자릿수

(Btype) 7세그 3자릿수

있음

있음(어댑티브 필터Ⅱ기능 UP)

있음(5개)

있음

있음

EM1(DB정지)/EM2(감속 정지)의 선택 가능

유의점 차이가 있는 기능을 음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용량 범위

내부 회생 저항

다이나믹 브레이크

제어 회로 전원

주회로 전원

DC24V 전원

오토 튜닝

제어 모드

최대 입력 펄스

DIO 점수(EM1 제외)

검출기 펄스 출력

DIO 인터페이스

아날로그 입출력

내부 속도 지령수(Atype)

파라미터 설정 방법

셋-업 S/W통신

서보모터
(엔코더 분해능)

모터 최대 토크

(100V계) 0.1k~0.4kW
(200V계) 30k~37kW
(400V계) 30k~55kW

내장(0.2k~0.4kW)
외부 부착(30k~55kW)

내장(0.1k~0.4kW)
외부 부착(30k~55kW)

(100V계) 단상 AC100~120V 
(200V계) 단상 AC200~230V 
(400V계) 단상 AC380~480V

(100V계) 단상 AC100~120V 
(200V계) 3상 AC200~230V 
(400V계) 3상 AC380~480V

내장

리얼타임 오토 튜닝 : 15단계

차동펄스 500kpps
지령 펄스 : 싱크

A)범용 인터페이스
      DI : 8점, DO : 6점
(B)SSCNET 대응
      DI : 0점, DO : 2점 

ABZ상(차동)
(A)범용 인터페이스
      Z상(오픈 컬렉터)

입력 : 싱크/소스 
출력 : 싱크

7점

HC시리즈(17비트 ABS)
HA시리즈(17비트 ABS)

셋-업 소프트웨어
(SETUP1_ _)
푸시 버턴(Atype)

(A)범용 인터페이스
     (입력) 2ch
     토크 10bit, 속도 14bit 상당
     (출력) 10bit 상당×2ch
(B)SSCNET 대응
     (출력) 10bit 상당×2ch

(A)범용 인터페이스
     •위치제어 모드(펄스 지령)
     •속도제어 모드(아날로그 지령)
     •토크제어 모드(아날로그 지령)
(B)SSCNET 대응
     •위치제어 모드
     •속도제어 모드

버튼 4개

(Atype) 7세그 5자릿수

(Btype) 7세그 3자릿수

(100V계) 0.1k~0.4kW
(200V계) 30k~37kW
(400V계) 30k~55kW

내장(0.2k~0.4kW)
외부 부착(30k~55kW)

내장(0.1k~0.4kW)
외부 부착(30k~55kW)
활주량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1) 
(100V계) 단상 AC100~120V 
(200V계) 단상 AC200~230V 
(400V계) 단상 AC380~480V

(100V계) 단상 AC100~120V 
(200V계) 3상 AC200~230V 
(400V계) 3상 AC380~480V

외부 공급 필요

리얼타임 오토 튜닝 : 32단계

차동펄스 1Mpps
지령 펄스 : 싱크

A)범용 인터페이스
      DI : 9점, DO : 6점
(B)SSCNET 대응
      DI : 3점, DO : 3점 

ABZ상(차동)
(A)범용 인터페이스
      Z상(오픈 컬렉터)

입력 : 싱크/소스 
출력 : 싱크/소스 

7점

HF시리즈(18비트 ABS)

푸시 버턴(Atype)

(A)범용 인터페이스
     (입력) 2ch
     토크 10bit, 속도 14bit 상당
     (출력) 10bit 상당×2ch
(B)SSCNETⅢ 대응
     (출력) 10bit 상당×2ch

(A)범용 인터페이스
     •위치제어 모드(펄스 지령)
     •속도제어 모드(아날로그 지령)
     •토크제어 모드(아날로그 지령)
(B)SSCNETⅢ 대응
     •위치제어 모드•속도제어 모드
     •토크제어 모드

3.2  J2S-J3 비교(A/B)

주) 1. 타주거리는기술자료집의다이나믹특성을참조하십시오.



- 57 -

어드밴스드 제진제어

어댑티브 필터

노치 필터

터프 드라이브

드라이브 레코더

강제 정지

없음

있음(어댑티브 제진제어)

있음(2개)

없음

없음

EM1(DB정지)

있음

있음(어댑티브 필터Ⅱ기능 UP)

있음(5개)

있음

있음

EM1(DB정지)/EM2(감속 정지)의 선택 가능

유의점 차이가 있는 기능을 음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의점 차이가 있는 기능을 음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MR-J2S시리즈항목 MR-J3시리즈

MR-J2S시리즈항목 MR-J3시리즈

용량 범위 (100V계) 0.1k~0.4kW
(200V계) 0.1k~7kW

내장(0.2k~7kW)

내장(0.1k~7kW)

(100V계) 단상 AC100~120V 
(200V계) 단상 AC200~230V

(100V계) 단상 AC100~120V 
(200V계) 3상 AC200~230V

내장

리얼타임 오토 튜닝 : 15단계

오픈 컬렉터 200kpps

DI : 8점, DO : 5점
DI/DO병용 : 1점 

(CP/CL)
ABZ상(차동)
Z상(오픈 컬렉터)
(CP-S084)없음

(CP/CL)
(입력) 2ch
토크제한 10bit, 오버라이드 10bit
(출력) 10bit 상당×2ch
(CP-S084)
(입력) 없음 (출력) 없음

입력 : 싱크/소스 
출력 : 싱크

7점 7점

RS-232C

HC시리즈(17비트 ABS)
HA시리즈(17비트 ABS)

셋-업 소프트웨어
(SETUP1_ _)
푸시 버턴(Atype)

(CP)위치결정 기능 내장
(CL)프로그램 운전 기능 내장
(CP-S084)CC-Link대응 위치결정 기능 내장

내부 회생 저항

다이나믹 브레이크

제어 회로 전원

주회로 전원

DC24V 전원

오토 튜닝

제어 모드

수동 펄스 발생기
최대 입력 펄스

DIO 점수(EM1 제외)

검출기 펄스 출력

DIO 인터페이스

아날로그 입출력

내부 속도 지령수(Atype)

파라미터 설정 방법

셋업 S/W통신

서보모터
(엔코더 분해능)

모터 최대 토크

버튼(Atype)

LED 표시

어드밴스드 제진제어Ⅱ

어댑티브 필터

노치 필터

터프 드라이브

드라이브 레코더

강제 정지

버튼 4개

7세그 5자릿수

없음

있음(어댑티브 제진제어)

있음(2개)

없음

없음

EM1(DB정지)

HC-KFS 300%

HC-MFS 300%

HC-SFS 300%

HC-LFS 250%, 300%

(100V계) 0.1k~0.4kW
(200V계) 0.1k~7kW

내장(0.2k~7kW)

내장(0.1k~7kW)
활주량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1) 

(100V계) 단상 AC100~120V 
(200V계) 단상 AC200~230V

(100V계) 단상 AC100~120V 
(200V계) 3상 AC200~230V

외부 공급 필요

리얼타임 오토 튜닝 : 32단계

오픈 컬렉터 200kpps

(T)
DI : 3점, DO : 3점
(MR-J3-D01)
DI : 30점, DO : 16점 

ABZ상(차동)
Z상(오픈 컬렉터) 없음

(T)
(입력) 없음 (출력) 없음
(MR-J3-D01)
(입력) 2ch
토크제한 12bit, 오버라이드 12bit 상당
(출력) 12bit 상당×2ch

입력 : 싱크/소스 
출력 : 싱크/소스 

USB

HF시리즈(18비트 ABS)

파라미터 유닛(MR-PRU03)

(T+MR-J3-D01)위치결정 기능 내장 (주2) 
(T)CC-Link대응 위치결정 기능 내장

없음

7세그 3자릿수

있음

있음(어댑티브 필터Ⅱ기능 UP)

있음(2개)

없음

없음

EM1(DB정지)

HF-KP 350%

HF-MP 300%

HF-SP 300%

HF-JP 300%

주) 1. 타주거리는기술자료집의다이나믹특성을참조하십시오.

2. MR-J2S-CL에서실행하고있는프로그램에대해서는상위PLC에서대응부탁드립니다.

3.3  J2S(CP/CL/CP-S084)-J3(T/T+MR-J3-D01)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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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MR-J2S시리즈 MR-J3/J4시리즈(주1) MR-J4시리즈 (주1)

통신 매체

통신 속도

총연장 30m 【반내용 표준 코드·반외용 표준 케이블】
국간 최대 20m
최대 총연장 320m
(20m×16축)

【장거리 케이블】
국간 최대 50m
최대 총연장 800m
(50m×16축)

【장거리 케이블】
국간 최대 100m
최대 총연장 1600m
(100m×16축)

메탈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전송 거리

4.  네트워크비교
�서보시스템네트워크의사양비교�

주) 1. 공장출하상태에서첫회컨트롤러통신시에SSCNETⅢ/H통신으로접속했을경우는“J4모드”, SSCNETⅢ통신으로접속했을경우는“J3호환모드”로
운전모드가고정됩니다. 재차공장출하상태로되돌리거나임의의모드를선택하려면어플리케이션“MR-J4(W)-B 모드변경”으로설정을변경해
주십시오. 
어플리케이션“MR-J4(W)-B 모드변경”은MR Configurator2의버전1.12N 이후에동봉되고있습니다. 1.12N보다구버전을사용하고있는경우는
업데이트판을미쓰비시전기FA사이트에서다운로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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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설치호환은없습니다.

1. 개요
MR-J2M시리즈를사용하고있는시스템을, MR-J4시리즈를사용하는시스템으로치환할때의변경내용에대해설명

합니다. MR-J4시리즈는MR-J2M시리즈에비해기능·성능모두큰폭으로향상되고있습니다. 설치치수에대해서는

크게차이가나기때문에본지내용을참조부탁드립니다.

2. 대체품형명
앰프와모터세트로치환을전제로한기본대체기종안을제시합니다.

2.1  서보앰프
2.1.1  서보앰프대체기종과호환성

시리즈
베이스 유닛 인터페이스 유닛 드라이브 유닛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AC200V
범용

인터페이스

AC200V
SSCNET

인터페이스

상세 사양·기능의 차이는
[부록 3  3. 기능 비교]
이후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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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명
MR-J2M시리즈

형명
MR-J4시리즈

세로

MR-J2M MR-J4MR-J2M MR-J4MR-J2M MR-J4 MR-J2M MR-J4

가로 깊이 설치 나사 간격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주1)

세로156

(2개소)×4

세로156

(2개소)×8

세로156

(2개소)×2

세로156

(2개소)×2

세로156

(2개소)×1

세로156

(2개소)×2

세로156

(2개소)×3

세로156

(2개소)×4

세로156

(2개소)×6

세로156/가로42

(2개소)×4

세로156/가로42

(3개소)×3

세로156/가로42

(3개소)×4

세로86/가로218

(2개소)

세로86/가로278

(2개소)

세로86/가로338

(2개소)

세로86/가로218

(2개소)

세로86/가로278

(2개소)

세로86/가로338

(2개소)

2.1.2   서보앰프외형치수비교
MR-J2M시리즈와MR-J4시리즈의외형치수비교를아래에나타냅니다. 가로폭에대해서는MR-J4시리

즈는MR-J2M시리즈에비해동등이하로하고있습니다. 깊이에대해서는400W와750W만증가, 세로폭

에대해서는전(全)용량증가하고있기때문에주의해주십시오. 설치치수에대해서는대폭적인변경이있

습니다. 주의해주십시오.

외형치수비교(동일용량으로비교)  단위mm

주) 1. 깊이치수의증가에주의해주십시오.

2. 설치나사의개수·위치를변경하고있습니다.

3. 차이가있는치수에대해서음영으로표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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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1)

주의사항

소용량·저관성
HC-K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G2)

(B) : 브레이크 부착

소용량·저관성
HC-KFS시리즈
일반 감속기 부착(G1)

(B) : 브레이크 부착

소용량·저관성
HC-KFS시리즈
표준/브레이크 부착

(B) : 브레이크 부착

•◆의 감속기는 실감속비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기어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록 2  2.2.5 감속기 부착 
서보모터의 실감속비 비교]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2  서보모터
2.2.1  서보모터대체기종과호환성

호환성은설치호환을의미하고있습니다. 

서보모터외형치수, 감속기사양, 관성모멘트, 커넥터사양, 토크특성의호환성에관해서는카탈로그또는

기술자료집및「MELSERVO-J2-Super/J2M시리즈로부터J4시리즈로의치환안내」를참조하십시오. 

주) 1. 설치부분치수에대해서는[부록2   2.2.4 감속기부착서보모터설치치수비교」를참조하십시오.

전원및엔코더커넥터가변경이됩니다. 기존설치배선으로치환의경우는리뉴얼툴을사용해주십시오.
모터사양및외형치수에대해서는카탈로그또는기술자료집을참조하십시오.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1)

(주1)

주의사항

시리즈 형명 대체 기종 형명 예
설치 호환

(○ : 호환 있음) 주의사항

소용량·초저관성
HC-MFS시리즈
고정도 감속기 부착
(G2)

(B) : 브레이크 부착

소용량·초저관성
HC-MFS시리즈
일반 감속기 부착(G1)

(B) : 브레이크 부착

소용량·플랫형
HC-UFS시리즈

(B) : 브레이크 부착

중용량·플랫형
HC-UFS시리즈

(B) : 브레이크 부착

소용량·초저관성
HC-MFS시리즈
표준/브레이크 부착

(B) : 브레이크 부착

•◆의 감속기는 실감속비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기어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록 2  2.2.5 감속기 부착 
서보모터의 실감속비 비교]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HF-KP 서보모터에는 
오일실이 부착되지 않습니다.
오일실 부착이 필요한 경우, 
HF-KP_J를 지정해 주십시오.

•HG-MR시리즈는 감속기 부착에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HG-KR시리즈로의 대응이 됩니다.

•HG-MR시리즈는 감속기 부착에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HG-KR시리즈로의 대응이 됩니다.

- 62 -

주) 1. 설치부분치수에대해서는[부록2   2.2.4 감속기부착서보모터설치치수비교」를참조하십시오.

전원및엔코더커넥터가변경이됩니다. 기존설치배선으로치환의경우는리뉴얼툴을사용해주십시오.
모터사양및외형치수에대해서는카탈로그또는기술자료집을참조하십시오.

주) 1. 설치부분치수에대해서는[부록2   2.2.3 서보모터설치상세치수비교]를참조하십시오.

전원및엔코더커넥터가변경이됩니다. 기존설치배선으로치환의경우는리뉴얼툴을사용해주십시오.
모터사양및외형치수에대해서는카탈로그또는기술자료집을참조하십시오.



서보앰프 형명

서보앰프 형명

내장 회생 저항기

내장 회생 저항기

회생 전력 [W]

회생 전력 [W]

 항목 MR-J3시리즈

용량 범위(~0.75kW/200V)

내부 회생 저항

다이나믹 브레이크

제어 회로 전원

주회로 전원

DC24V 전원

오토 튜닝

제어 모드

최대 입력 펄스

DIO 점수(EM1 제외)

검출기 펄스 출력

DIO 인터페이스

아날로그 입출력

내장

내장(200W 이상)

내장

외부 부착

단상 AC200~230V 

단상·3상 AC200~230V 
3상 AC200~230V 

리얼타임 오토 튜닝 : 15단계

차동펄스 500kpps
지령 펄스 : 싱크

A)범용 인터페이스
      DI : 4점×8축, DO : 3점×8축
(B)SSCNET 대응
      DI : 0점, DO : 0점 
      ※확장 I/O 유닛 사용시는 
      DI : 32점, DO : 8점이 추가 

ABZ상(차동)
※확장 I/O 유닛(MR-J2M-D01)사용시
(A)범용 인터페이스
      Z상(오픈 컬렉터)

입력 : 싱크
출력 : 싱크

(A)범용 인터페이스
     (입력) 없음
     (출력) 10bit 상당×3ch
(B)SSCNET 대응
     (출력) 10bit 상당×3ch

(A)범용 인터페이스
     •위치제어 모드(펄스 지령)
(B)SSCNET 대응
     •위치제어 모드

내장

활주량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1) 

외부 공급 필요

단상 AC200~240V 

단상·3상 AC200~230V 
3상 AC200~240V 

리얼타임 오토 튜닝 : 40단계

어드밴스드 게인 서치(대응 예정)

원터치 튜닝 

차동펄스 4Mpps
지령 펄스 : 싱크

A)범용 인터페이스
      DI : 9점, DO : 6점
(B)SSCNETⅢ/H 대응
      DI : 3점, DO : 3점 

ABZ상(차동)
(A)범용 인터페이스
      Z상(오픈 컬렉터)

입력 : 싱크/소스
출력 : 싱크/소스

(A)범용 인터페이스
     (입력) 2ch
     토크 10bit, 속도 14bit 상당
     (출력) 10bit 상당×2ch
(B)SSCNETⅢ/H 대응
     (출력) 10bit 상당×2ch

(A)범용 인터페이스
     •위치제어 모드(펄스 지령)
     •속도제어 모드(아날로그 지령)
     •토크제어 모드(아날로그 지령)
(B)SSCNETⅢ/H 대응
     •위치제어 모드
     •속도제어 모드
     •토크제어 모드

MR-J2M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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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회생옵션

�J2M시리즈, 조합과회생전력�

�J4시리즈(대체기종), 조합과회생전력�

주) 회생옵션의형명에대응해, 파라미터설정(J4에서는PA02)이필요합니다. 자세한내용은기술자료집을참조해주십시오.

3.  기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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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J2M시리즈항목 MR-J3시리즈

MR-J2M시리즈항목 MR-J3시리즈

유의점 차이가 있는 기능을 음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7점 7점

RS-232C

HC시리즈(17비트 ABS)

셋-업 소프트웨어(SETUP1_ _)
푸시 버턴(Atype)
(Btype : 인터페이스 유닛  파라미터만 설정 가능)

푸시 버턴(Atype)

내부 속도 지령수(Atype)

파라미터 설정 방법

셋-업 S/W통신

서보모터(엔코더 분해능)

모터 최대 토크

버튼(Atype)

LED 표시

어드밴스드 제진제어Ⅱ

어댑티브 필터

노치 필터

터프 드라이브

드라이브 레코더

강제 정지

버튼 4개 버튼 4개(Atype)

(Atype)7세그 5자릿수

(Btype)7세그 5자릿수

(Atype)7세그 5자릿수

(Btype)7세그 3자릿수

없음

있음(어댑티브 제진제어)

있음(2개)

없음

없음

EM1(DB정지)

HC-KFS 300%

HC-MFS 300%

HG-KR 300%

HG-MR 300%

USB

HG시리즈(22비트 ABS)

있음

있음(어댑티브 필터Ⅱ기능 UP)

있음(5개)

없음

없음

EM1(DB정지)/EM2(감속정지)의 선택 가능

항목
MR-J2S시리즈 MR-J3/J4시리즈(주1) MR-J4시리즈 (주1)

통신 매체

통신 속도

총연장 30m 【반내용 표준 코드·반외용 표준 케이블】
국간 최대 20m
최대 총연장 320m
(20m×16축)

【장거리 케이블】
국간 최대 50m
최대 총연장 800m
(50m×16축)

【장거리 케이블】
국간 최대 100m
최대 총연장 1600m
(100m×16축)

메탈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전송 거리

4.  네트워크비교
�서보시스템네트워크의사양비교�

주) 1. 공장출하상태에서첫회컨트롤러통신시에SSCNETⅢ/H통신으로접속했을경우는“J4모드”, SSCNETⅢ통신으로접속했을경우는“J3호환모드”로
운전모드가고정됩니다. 재차공장출하상태로되돌리거나임의의모드를선택하려면어플리케이션“MR-J4(W)-B 모드변경”으로설정을변경해
주십시오. 
어플리케이션“MR-J4(W)-B 모드변경”은MR Configurator2의버전1.12N 이후에동봉되고있습니다. 1.12N보다구버전을사용하고있는경우는
업데이트판을미쓰비시전기FA사이트에서다운로드해주십시오.

주) 1. 타주거리는기술자료집의다이나믹특성을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