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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범용  AC서보

용량 선정 소프트웨어
형명

취급설명서

용량 선정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사용하시기 전에 

이 취급 설명서를 끝까지 읽어 주십시오. 읽으신 뒤에는 반드시 보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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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운전, 보수, 점검중에반드시본기술자료집·취급설명서·서보모터기술자료집및부속서류를
모두숙독하고바르게사용하십시오. 기기의지식, 안전정보그리고주의사항등을완전히숙지하신후
사용하십시오.
본기술자료집에서는안전주의사항의등급을「위험」과「주의」로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주의에기재한사항에서도상황에따라서중대한결과를초래할가능성이있습니다. 
모두중요한내용을기재하고있으므로반드시지키시기바랍니다.

금지, 강제그림표시의설명을다음에제시하였습니다.

이기술자료집에서는물적손해에미치지않는수준의주의사항이나다른기능등주의사항을「포인트」로서
구분하였습니다.

읽으신후사용자가언제나볼수있는장소에보관하십시오.

•Windows는미국Microsoft Corporation의상표입니다.
•「미쓰비시범용AC서보MELSERVO 용량선정소프트웨어」는미쓰비시전기주식회사의저작물입니다.
이소프트웨어에걸리는저작권, 그외의권리는모두미쓰비시전기주식회사에귀속합니다.
•이취급설명서의일부또는전부를미쓰비시전기주식회사의허가없이복사·복제하는것을금지합니다.
•그외, 기재되어있는회사명, 제품명은각사의등록상표또는상표입니다.

금지(해서는안되는것)를나타냅니다. 

예를들어「화기엄금」의경우는 가됩니다.

강제(반드시해야하는것)를나타냅니다. 

예를들어어스(earth)접지의경우는 가됩니다.

취급을잘못한경우, 위험한상황이발생하여사망또는중상을입을가능성이
예상되는경우

취급을잘못한경우, 위험한상황이발생하여중상과경상을입을가능성이
예상되는경우및물적손해발생이예상되는경우

●용량선정소프트웨어는논리식에근거하여계산을실시하는것으로용량선정
결과를보증하는것이아닙니다. 귀사의기계에본계산식이적합하고있는가
충분히검토, 이해하신후에계산결과에여유를두시고최종적인용량결정은
귀사에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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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선정소프트웨어는기계구성에필요한서보모터의용량을적절히선정하는것입니다.

사용하는기계의제원데이터·서보앰프시리즈·서보모터시리즈를입력하는것으로써

최적인서보모터의용량을선정합니다.

(1) 서보앰프와서보모터의조합

서보모터
시리즈

MR-J2S-A
MR-J2S-B
MR-J2S-CP

MR-J2S-A1
MR-J2S-B1
MR-J2S-CP1

MR-J2S-A4
MR-J2S-B4

MR-J2M

MR-J3-A
MR-J3-B

MR-J3-B-RJ006
MR-J3-T

MR-J3-A1
MR-J3-B1

MR-J3-B1-RJ006
MR-J3-T1

MR-J3-A4
MR-J3-B4

MR-J3-B4-RJ006
MR-J3-T4

MR-J3-B-RJ004 MR-J3-B4-RJ004

HC-KFS 

HC-MFS

HC-SFS

HC-RFS

HC-UFS

HC-LFS

HA-LFS

HF-KP

HF-MP

HF-SP

HA-LP

HC-UP

HC-RP

HC-LP

LM-H2

LM-F

LM-U2

○

○

○

○

○

○

(주1)○

○

○

○

○

○

○

○

○

○

○

○

(주2) ○

○

○

○

○

○

○

(주3) ○

○

○

○

○

서보앰프시리즈

(주) 1. MR-J2S-CP에서는7kW까지의서보모터가대응이됩니다.

2. MR-J3-B-RJ006/MR-J3-T에서는25kW까지의서보모터가대응이됩니다.

3. MR-J3-B4-RJ006/MR-J3-T4에서는22kW까지의서보모터가대응이됩니다.

항목

형명

기계구성요소의종류

결과출력

항목

인쇄

데이터보존

관성모멘트계산기능

MRZJW3-MOTSZ111

볼스크류수평·볼스크류수직·랙＆피니언·롤피드·회전테이블·대차·승강기·컨베이어·

그외(관성직접입력)·리니어서보

선정서보앰프형명·선정서보모터형명·선정회생저항형명·부하관성모멘트·부하관성모멘트비·

피크토크·피크토크비·실효토크·실효토크비·회생전력(주)·회생전력비

입력제원, 운전패턴, 계산과정, 선정과정의전송속도(서보모터회전속도)와토크의그래프및선정결과를

인쇄

입력제원, 운전패턴, 선정결과에파일명을붙여보관

원통·중심있는각주·변속·직선운동·매달음(Hanging)·감속기·원추·원추대

사양

(2) 사양일람

(주) MR-J2M에서는회생에너지를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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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선정소프트웨어를사용하기위해서는다음의것이필요합니다. 

각기기의취급설명서에따라시스템을구성해주십시오.

기기

(주2, 3)

퍼스널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OS

프로세서

메모리

하드디스크

WindowsⓇ 98，WindowsⓇMe，WindowsⓇ 2000 Professional，WindowsⓇ XP Professional，
WindowsⓇ XP Home Edition，Windows VistaⓇHome Basic，Windows VistaⓇ Home Premium，
Windows VistaⓇ Business，Windows VistaⓇ Ultimate，Windows VistaⓇ Enterprise의
IBM PC/AT 호환기

PentiumⓇ 133MHz 이상(WindowsⓇ 98，WindowsⓇ 2000 Professional)
PentiumⓇ 150MHz 이상(WindowsⓇMe)
PentiumⓇ 300MHz 이상(WindowsⓇ XP Professional，WindowsⓇ XP Home Edition)
1GHz 이상의32비트(x86) 프로세서(Windows VistaⓇHome Basic，Windows VistaⓇ Home
Premium，Windows VistaⓇ Business，Windows VistaⓇUltimate，Windows VistaⓇ Enterprise)

24MB 이상(WindowsⓇ 98)
32MB 이상(WindowsⓇMe，WindowsⓇ 2000 Professional)
128MB 이상(WindowsⓇ XP Professional，WindowsⓇ XP Home Edition)
512MB 이상(Windows VistaⓇ Home Basic)
1GB 이상(Windows VistaⓇ Home Premium，Windows VistaⓇ Business，Windows VistaⓇUltimate，
Windows VistaⓇ Enterprise)

40MB이상의빈용량

Internet Explorer 4.0 이상

해상도800×600 이상, High Color(16bit) 표시가가능한것. 상기퍼스널컴퓨터에접속가능한것.

상기퍼스널컴퓨터에접속가능한것.

상기퍼스널컴퓨터에접속가능한것.

상기퍼스널컴퓨터에접속가능한것.

(주1) 내용

(주) 1. Windows, Windows Vista는미국Microsoft Corporation의미국및그외의나라에있어서의등록상표입니다. 

Pentium는Intel Corporation의등록상표입니다.

2. 사용하는퍼스널컴퓨터에의해용량선정소프트웨어가정상적으로동작하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

3. 64비트판Windows XP 및64비트판Windows Vista는미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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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마우스포인터(Mouse pointer)

화면상에서마우스에연동하여움직이는화살표입니다.

②포인트(Point)

조작하고싶은곳에마우스포인터를이동하는것입니다.

③클릭(Click)

마우스의왼쪽버튼을1번눌러재빠르게놓는것입니다.

④더블클릭(Double-click)

클릭을2회계속해실시하는것입니다.

⑤드래그(Drag)

마우스의왼쪽버튼을누른채로마우스를작동시키는것입니다.

⑥포커스(Focus)

메뉴나버튼이마우스나키보드에서의입력을받아들이는상태에있을때,

문자나버튼등을반전표시합니다.

⑦텍스트박스(Text box)

문자를입력하기위한박스입니다.

⑧리스트박스(List box)

몇개의항목중에서1개를선택하기위한박스입니다.

⑨콤보박스(Combo box)

몇개의항목중에서1개를선택하기위한박스입니다.

⑩체크박스(Check box)

몇개의항목중에서1개이상을선택하기위한박스입니다. 

선택하면박스안에표시가붙습니다.

⑪옵션버튼(Option button)

몇개의항목중에서1개만을선택하기위한버튼입니다. 

선택하는대상이완전히교체되면 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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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윈도우를닫습니다
윈도우오른쪽위에있는닫는버튼을클릭합니다.

(2) 복수의윈도우로포커스를이동합니다
사용하는윈도우에대응하는태스크-바의버튼을클릭합니다.

(3) 윈도우를이동합니다
타이틀-바를포인트하여윈도우를이동하고싶은위치까지드래그해놓습니다.

클릭

클릭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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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클릭

클릭

클릭

(4) 도구모음에포커스를이동합니다
도구모음을클릭합니다. 윈도우에포커스를옮길때는윈도우를클릭해주십시오.

(5) 윈도우내에서포커스를이동합니다
조작하고싶은오브젝트(텍스트박스등)를클릭합니다. 조작대상이버튼일때는

클릭하면그처리를실행합니다.

＜단축키＞
다음의단축키를사용해, 키보드에서도조작할수있습니다.

조작의목적
프로그램종료

스타트메뉴의표시

윈도우의변경

오브젝트의변경

헬프의표시

“Alt”＋“F4”

“Ctrl”＋“Esc”

“Alt”＋“Tab”

“Tab”

“F1”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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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타이틀

설정한타이틀을표시합니다.

ⓑ타이틀-바

ⓒ메뉴타이틀

ⓓ도구모음

메뉴타이틀을표시합니다.

ⓔ메뉴

제1계층의커멘드메뉴

ⓕ서브메뉴

제2계층의커멘드메뉴

ⓖ파일명

선택중인파일명을표시합니다.

ⓗ기계구성요소명

선택한기계구성요소명을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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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구성일러스트레이션영역

기계구성의그림을표시합니다.

ⓙ데이터설정영역

기계제원과항목과데이터를표시합니다.

ⓚ기계제원입력영역

기계제원에데이터를입력합니다.

ⓛ단위영역

기계제원데이터의단위를선택합니다.

ⓜ계산모드선택영역

자동계산또는용량지정계산(리니어서보를선택했을경우에는추력지정계산)을

설정합니다.

ⓝ용량계산버튼

이버튼을클릭하면용량선정계산을실행합니다.

ⓞ기계구성요소선택콤보박스(Combo box)

기계구성요소를선택합니다.

ⓟ 커플링과외부감속기선택콤보박스(Combo box)

커플링의유무, 외부감속기의유무를선택합니다.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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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제어모드선택콤보박스(Combo box)

서보앰프의제어모드를선택합니다.

ⓡ선정·계산결과표시영역

서보모터·서보앰프·회생옵션의선정결과와부하관성·피크토크·실효토크

회생전력(MR-J2M에서는회생에너지)의계산결과를표시합니다.

ⓢ메시지표시영역

코멘트나에러메시지를표시합니다. 정상시는청색입니다만에러메시지를표시할

때는적색이됩니다.

ⓣ계산결과그래프표시버튼

계산결과를그래프로표시합니다.

ⓤ계산과정표시버튼

계산과정을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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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용량선정조작의순서를아래표의조작플로우로나타냅니다.

포인트

●MR-J2M에서는1축마다서보앰프(드라이브유닛), 서보모터를선정하여

전체축선정후에“툴”의“MR-J2M 회생옵션선정”커멘드로회생옵션을
선정합니다.

순서 조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시스템의기동

초기값읽기

기계구성요소선택

계산모드의선택

서보앰프시리즈선택

서보모터시리즈선택

모터옵션선택

커플링·외부부착감속기의

선택

기계제원입력

운전패턴의입력

선정실행

결과의확인

회생옵션의선정

인쇄

데이터의보존

종료

Windows를시작해용량선정소프트웨어를기동합니다.

신규로입력하는것“Open Project”를클릭하여데이터읽기를실시합니다.

10종류의기계구성요소중에서기계의종류를선택합니다.

“자동계산”또는“용량지정(리니어서보를선택했을경우, “추력지정계산”)”을선택합니다.

1. 자동계산

기계제원입력을기본으로계산을실시하여서보앰프및서보모터의용량선정을실시합니다.

선정한용량의서보앰프형명·서보모터형명·회생옵션형명과함께각종계산결과가표시

됩니다.

2. 용량지정(리니어서보를선택했을경우, “추력지정계산”)
서보모터의용량을지정하는계산입니다.

(리니어서보의경우, 리니어서보모터의추력을지정하는계산입니다.)

선정하는서보앰프의시리즈명을선택합니다.

선정하는서보모터의시리즈명을선택합니다.

모터선택을실시하면, 모터옵션선택윈도우가표시됩니다.

회전속도·감속기의유무·감속비·전자브레이크의유무를선택합니다.

서보모터와기계의연결부에있어서의커플링과외부부착감속기의유무를선택합니다.

선택된기계구성요소의기계제원의각수치를입력합니다.

각종툴윈도우에서계산하여대입할수도있습니다.

서보모터의운전패턴을입력합니다.

“용량계산”버튼을클릭해, 용량선정을실행합니다.

선정의결과를확인합니다.

기계구성요소, 혹은기계제원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부분만큼변경해, 재차계산할수가

있습니다.

MR-J2M의경우, 회생옵션의선정을실시합니다. 

MR-J2M 이외의서보앰프의경우, 이조작은필요없습니다.

운전패턴, 기계구성요소, 기계제원과선정결과를인쇄합니다.

운전패턴, 기계구성요소, 기계제원(단위포함)·선정결과에파일명을붙여보존할수있습니다.

용량선정소프트웨어를종료합니다.

설명



0.3s 0.3s

0.5s 0.5s 0.5s

0.5s

이송량 : -200mm

이송 속도 
2000mm/min

이송 속도 
3000mm/min

이송량 : 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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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예로서어느제원의기계에대해용량을선정합니다.

항목

기계구성요소

볼스크류수평

기계의제원

운전패턴

서보응답성

서보앰프

서보모터

서보모터옵션

데이터파일

타이틀명

테이블질량

부하질량

부하반항력

테이블안내면의고정력

감속비(NL/NM)

감속기관성

커플링관성

그외의출력축환산관성

볼스크류리드

볼스크류직경

볼스크류길이

구동부효율

마찰계수

고응답

MR-J2S-A/B/CP 시리즈

HC-MFS3000r/min 시리즈

1/5고정도감속기부착

전자브레이크없음

test1.svm

테스트1

WT

WL

FC

FG

1/n

JG

JC

J0

PB

DB

LB

η

μ

： 250.000 kg

： 20.00 kg

： 350.000 N

： 1.000 N

： 1/3

： 0.700 kg·cm2

： 0.400 kg·cm2

： 0.500 kg·cm2

： 10.000 mm

： 10.000 mm

： 600.000 mm

： 0.900

： 0.100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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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2.2.1항의제원데이터를바탕으로용량선정을실시해갑니다. 

다른조작방법은1.4절·3.2절을참조해주십시오.

(1) 용량선정소프트웨어의기동
①태스크-바의“스타트”버튼을클릭해, 메뉴를엽니다.

②“프로그램”을포인트해, “MELSERVO”를포인트하고, “용량선정S_W”를포인트
합니다.

③“MOTSZ111”을클릭합니다.

(2) 기계구성요소선택
①설정정보영역내의기계구성요소콤보박스(Combo box)의 를클릭하면,

다음과같은메뉴가열립니다.

②“볼스크류수평”을클릭합니다.

(3) 타이틀설정
①도구모음(메뉴-바)의“파일”을클릭해, 메뉴를엽니다.

②“타이틀”을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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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을클릭하면다음과같은윈도우가표시됩니다.

③신규의타이틀란에“테스트1”을입력합니다.

④“설정완료”버튼을클릭합니다.

(4) 커플링·외부감속기선택
①설정정보영역내의커플링·외부감속기선택콤보박스(Combo box)의 를

클릭하여메뉴를엽니다.

②“커플링[있음(有)]＋외부감속기[있음(有)]”을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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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보제어모드
①설정정보영역내의서보제어모드콤보박스(Combo box)의 를클릭하여

메뉴를엽니다.

②“위치제어모드”를클릭합니다.

(6) 계산모드선택
계산모드선택영역의“자동계산”의옵션버튼을클릭하여자동계산모드를
선택합니다.

(7) 서보앰프시리즈선택
①설정정보영역내의“앰프(Amplifier)”버튼을클릭합니다.



MELSERVO

2 - 6

클릭하면다음과같은윈도우가표시됩니다.

②“MR-J2S-A/B/CP”버튼을클릭합니다.

선택하면설정정보영역내의선정앰프시리즈란에서보앰프시리즈를표시합니다.

선택한서보앰프시리즈를변경하는경우에는“설정조건클리어(Delete conditions)”버튼
을클릭합니다.

“설정조건클리어(Delete conditions)”버튼을클릭하면설정되어있던앰프시리즈와
모터시리즈는클리어되기때문에재차설정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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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보모터선택
(a) 서보모터시리즈선택

①설정정보영역내의“모터(Motor)”버튼을클릭합니다.

클릭하면다음과같은윈도우가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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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HC-MFS”버튼을클릭합니다.
선택한서보앰프시리즈를변경하는경우에는“설정조건클리어(Delete
conditions)”버튼을클릭합니다.
“설정조건클리어(Delete conditions)”버튼을클릭하면설정되어있던
앰프시리즈와모터시리즈는클리어되기때문에재차설정해주십시오.

(b) 정격회전속도·서보모터옵션선택

모터선택을실시한후다음과같은윈도우가표시됩니다.

여기서, 감속기·전자브레이크·정격회전속도를선택합니다.

①정격회전속도를선택합니다. 정격회전속도의 를클릭하여콤보박스(Combo

box)를열어, “3000r/min”을클릭합니다.(HC-MFS 시리즈의경우,
3000r/min 밖에없습니다.)

②감속기를선택합니다. 감속기선택의 를클릭하면다음과같은메뉴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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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메뉴에서“고정도감속기부착”을클릭합니다.

④감속비를선택합니다. 감속비선택의 를클릭하면다음과같은메뉴가

열립니다.

⑤메뉴에서“1/5”을클릭합니다.

⑥브레이크를선택합니다. 브레이크선택의콤보박스(Combo box)의 를

클릭하면다음과같은메뉴가열립니다.

⑦메뉴에서“브레이크옵션없음”을클릭합니다.

⑧“설정완료(Setting completed)”버튼을클릭하여정격회전속도·서보모터옵션
선택윈도우를종료합니다.

설정완료하면설정정보영역내의선정모터시리즈란에서보모터시리즈·정격

회전속도·서보모터옵션을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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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계제원입력
(a) 기계제원데이터입력

2.2.1항의기계제원데이터를입력합니다.

데이터설정영역의항목에포커스를이동해, 기계제원입력영역에수치를입력해

주십시오.

예：감속비를입력하는경우

①데이터설정영역의“감속비(NL/NM)”를클릭합니다.
기계제원입력영역이다음과같이됩니다.

②키보드로“1/3”을입력합니다.

③“Enter”를눌러설정합니다.

설정하면데이터설정영역의수치가옮겨집니다. 위와같이모든기계제원

데이터를설정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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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운전패턴
①설정정보영역내의“운전패턴(Operation pattern)”버튼을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다음과같은윈도우가표시됩니다.

② 각각의항목에포커스를이동해, 운전패턴의수치를입력합니다.

이번예에서는“위치결정시간(Pos. Time)”은입력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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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치제어모드운전패턴윈도우내의응답성설정의콤보박스(Combo box)의 를

클릭하면다음과같은메뉴가열립니다.

④“고(高)응답(High Response)”을클릭하면다음과같은윈도우를표시합니다.
고응답에서의정지정정(整定)시간은“0.012s”입니다.

⑤정지정정(整定)시간확인윈도우내의“확인(Confirm)”버튼을클릭합니다.
선택하면위치제어모드운전패턴윈도우내의정지정정(整定)시간란에

“0.012”라고표시되어위치결정시간이계산됩니다.

⑥“패턴계산(Calculate Pattern)”버튼을클릭하여운전패턴을확정시켜주십시오.



MELSERVO

2 - 13

⑦“그래프표시(Show Graph)”버튼을클릭하여운전패턴그래프를표시합니다.

⑧“설정종료(Exit from Entry)”버튼으로위치제어모드운전패턴윈도우를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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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정연산실행
“용량계산(Calculate capacity)”버튼을클릭하여용량선정을실행합니다. 
다음의화면이표시되면“OK”버튼을클릭합니다.

용량선정결과영역에선정결과와계산결과가표시됩니다.

이기계에는HC-MFS053G2(1/5고정도감속기부착)를사용할수가있습니다.

이기계의서보모터축에둘수있는부하관성은0.143[kg·㎠] 있어, 서보모터축

관성의7.5배입니다. 필요한피크토크는0.149[N·m], 실효토크는0.116[N·m]

으로각각정격토크의93.1%·72.3%입니다.

또한, 이기계에는회생옵션은필요없습니다.

서보모터

서보앰프

부하관성

피크토크

실효토크

회생전력

HC-MFS053(1/5고정도감속기부착)[50W]

MR-J2S-10A/B/CP 회생옵션불필요

0.143[kg·cm2] 7.5배

0.149[N·m] 93.1%

0.116[N·m] 72.3%

0.000[W] 0.0%

선정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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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쇄
①메뉴-바(도구모음)의“파일(File)”을클릭하여메뉴를엽니다.

②“인쇄(Print)”를포인트해, “인쇄(Print)”를클릭합니다.

③화면을인쇄하는경우에는인쇄윈도우의“데이터설정값과계산결과
(표준양식)”을클릭합니다. 체크박스가 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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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인쇄개시(Start printing)”버튼을클릭합니다.
실행하면다음과같이결과를인쇄합니다.

[데이터 설정값과 계산 결과(표준 양식)] [Data Set and Calc Result(Stnd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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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데이터의보존
①메뉴-바(도구모음)의“파일(File)”을클릭하여메뉴를엽니다.

②“보존(Save project)”을클릭합니다.

③파일명“test1.svm”을입력합니다.

④“보존(Save)”버튼을클릭하여보존을실행합니다.

(14) 종료
①메뉴-바(도구모음)의“파일(File)”을클릭하여메뉴를엽니다.

②“종료(Exit)”를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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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항에서는리니어서보의용량선정으로2.2.2항기재의내용과다른화면·조작에대해

기재합니다.

기본적인용량선정순서에대해서는2.2.2항을참조해주십시오.

(1) 서보앰프시리즈선택
①설정정보영역내의“앰프(Amplifier)”버튼을클릭하면다음과같은윈도우가
표시됩니다.

②시리즈를선택해주십시오.

선택하면설정정보영역내의선정앰프시리즈란에서보앰프시리즈를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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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니어서보모터선택
(a) 리니어서보시리즈의선택

①설정정보영역내의“모터(Motor)”버튼을클릭하면다음과같은윈도우가
표시됩니다.

②시리즈를선택해주십시오.

(b) 냉각방식선택

모터선택을실시한후다음과같은윈도우가표시됩니다. 

여기서최대속도·냉각방식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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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R-J2M 회생옵션선정윈도우의표시
①메뉴-바(도구모음)의“툴(Tools)”을클릭하여메뉴를엽니다.

②“MR-J2M 회생옵션선정(MR-J2M Regenerative Option Selection)”을클릭합니다.

(1) 축마다의용량계산
미리2.2.2항을모방해각축마다의용량을계산하여계산결과를보존해주십시오.

2.2.2(7)항의서보앰프시리즈선택으로MR-J2M을선정해계산했을경우에다음과

같은메시지가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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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J2M 회생옵션선정”을선택하면다음과같은윈도우를표시합니다.

(3) 구성의입력
축구성란에축수를입력합니다. 4~8축까지선택할수있습니다.

다음에전원전압란에주회로입력전원의전압을입력합니다. 

전원전압의입력범위는170V~253V입니다.

(4) 각축설정의입력
①설정하는축번호의 를클릭합니다. 다음그림은제1축을선택했을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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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MR-J2M 회생옵션선정윈도우내의메뉴-바(도구모음)의“파일(File)”을클릭하여
“축읽기(Loaded axis)”를클릭합니다.

③“축읽기(Loaded axis)”를클릭하면다음의윈도우가열립니다.

④설정하는파일(이경우는j2m1.svm)을선택해“열음(Open)”버튼을클릭해주십시오.
파일을선택하면다음과같이됩니다.

2축이상있는경우에는2축이후도같은조작을반복해주십시오.

포인트

●각축설정의입력은다음방향(5)의직접입력과파일(***.svm)을읽어들이는

“축읽기(Loaded axis)”가됩니다. “축읽기(Loaded axis)”는서보앰프시리즈
선택에서“MR-J2M”을선정하여용량계산된파일이아니면읽어들일수
없습니다.



축 번호 운전패턴 동시 회생 그룹

1 1

2 1

3 2

4 2

5 0

6 3

7 3

8 3

1사이클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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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값을편집하는경우
“모터형명”“드라이브유닛형명”“회생에너지”“피크토크”“1사이클시간”
“동시회생그룹”은임의로변경할수가있습니다. 변경하는축번호를선택하고나서
각각의항목에대해설정해주십시오. 선택, 입력한뒤에“설정”버튼을클릭하면값이
확정됩니다. “클리어”버튼을클릭하면설정한값을소거합니다.

(6) 계산
전체축의값을설정하면“계산(Calculate)”버튼을클릭해주십시오. 회생옵션선정란에
선정결과가표시됩니다.

(7) 동시회생그룹의설정에대해

포인트

●원점복귀등으로운전패턴이통상과달리전체축동시에감속할가능성이있는

경우에는별도검토가필요합니다.

복수(複數) 축을운전하는경우에는감속및하강동작이1사이클간에동시에행해지는

일이있습니다. 이것들이동시에행해지면회생도동시에발생하게됩니다. 거기서회생

옵션의선정을실시하기때문에감속및하강동작이동시혹은연속으로계속되는

패턴을그룹으로나눌필요가있습니다.

운전패턴이비(非)동기로감속또는하강동작이드물게다른축과동시에되는경우에는

그축의동시회생그룹을“0”으로설정해주십시오. 복수(複數) 축으로동시에감속또는

하강하는경우, 동시에되는그룹마다동시회생그룹을“1~8”의임의의값으로설정해

주십시오.

다음그림에동시회생그룹의설정예를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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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MELSERVO

3 - 1

커멘드의선택방법에대해마우스에의한조작방법을설명합니다. 

커멘드에는선택하는것으로곧바로실행하는것과선택후에윈도우를열어상세한항목을

설정하는것이있습니다. 커멘드명(名) 뒤에. .이붙어있는커멘드는선택후에윈도우를

엽니다.

선택할수없는커멘드는커멘드명(名)을얇은글자로표시합니다.

(2) 데이터를입력합니다
설정부를클릭해포커스를이동하고수치를키보드로입력합니다.

조작윈도우내에서는데이터를입력하거나버튼을클릭하거나합니다.

(1) 버튼을누릅니다
윈도우내의버튼을클릭합니다.

(1) 클릭하는방법
①메뉴-바(도구모음)의메뉴타이틀을클릭하여메뉴를엽니다.

②선택하는커멘드를포인트해클릭합니다.

▶가붙어있는커멘드에는서브메뉴가존재합니다. 위와같이커멘드를클릭해

선택합니다.

(2) 드래그하는방법
메뉴-바(도구모음)의메뉴타이틀을포인트해, 왼쪽버튼을누른채로선택하는

커멘드까지드래그해버튼을놓습니다.

서브메뉴가존재할때는그대로커멘드까지드래그해버튼을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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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콤보박스(Combo box)의데이터등을선택합니다
①설정부오른쪽의 를클릭하여콤보박스(Combo box)를엽니다.

②선택하는데이터등을클릭하여선택합니다.

(4) 항목을선택합니다
항목또는체크박스를클릭합니다.

(5) 옵션버튼을누릅니다
항목또는버튼을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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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데이터의보존·인쇄등을실시합니다. 메뉴-바(도구모음)의“파일(File)”을클릭하
면다음과같은메뉴를표시합니다.

신규의타이틀입력란에포커스를이동하여타이틀을키보드로입력해주십시오.

(1) 신규
모든입력정보를초기값에초기화합니다.

(2) 타이틀
윈도우상부에표시하는타이틀을설정합니다. 서브메뉴의“타이틀(Project Title)”을
클릭하면다음과같은윈도우를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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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읽기(Open Project)

보존파일에서입력정보를읽어들입니다.

서브메뉴의“읽기(Open Project)”를클릭하면여는윈도우가열려읽어들이는파일을
지정할수있습니다.

(4) 보존(Save Project)
현재의입력정보를보존합니다.

서브메뉴의“보존(Save Project)”을클릭하면이름을첨부하는보존윈도우가열립니다.

파일명을입력또는지정한뒤“보존(Save)”버튼을클릭하면지정한파일명으로
입력정보를보존합니다.

포인트

●구(舊)용량선정소프트웨어(MRZJW3-MOTSZ81 이전)로보존한파일도읽어

들일수가있습니다.

다만, MRZJW3-MOTSZ111에서추가된항목에는데이터는설정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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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쇄(Print)
입력정보와계산·선정결과를인쇄합니다.

서브메뉴의“인쇄(Print)”를포인트해, “인쇄(Print)”를클릭하면다음과같은윈도우가
열립니다.

인쇄는4종류중에서선택할수있습니다. 희망하는인쇄방법을선택해주십시오.

복수선택도가능합니다.

(a) 데이터설정값과계산결과(FAX 양식)

용량선정의계산결과와FAX 양식이병용되어인쇄됩니다.

“데이터설정값과계산결과(FAX 양식)”를클릭하면“FAX 양식입력”버튼이클릭
가능상태가되어FAX 데이터를입력할수가있습니다.

①“데이터설정값과계산결과(FAX 양식)”의 항목을클릭합니다.

②“FAX 양식입력”버튼을클릭합니다. 클릭하면FAX 양식윈도우가열립니다.
서브메뉴의“인쇄(Print)”를포인트해, “FAX 양식입력(Fax from Entry)”을
클릭해도이화면을열수가있습니다.

③필요사항을입력하고“설정완료(Setting completed)”버튼을클릭합니다.

④“인쇄(Print)”윈도우의“인쇄개시(Start Printing)”버튼을클릭합니다.

포인트

●“페이지번호인쇄(Print Page No.)”를클릭하면선택된항목으로화면상의순서로
페이지번호를연속해인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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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설정값과 계산 결과(FAX 양식)] [Data Set and Calc Result(Fax Form)]

롤 피더 포장기

이송 속도 [mm/min]

이송 속도

토크
관리 번호 : 

시간    [sec]

부하율    [%]토크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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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데이터설정값과계산결과(표준양식)

용량선정의계산결과와운전패턴그래프를인쇄합니다.

[데이터 설정값과 계산 결과(표준 양식)]  [Data Set and Calc Result(Stnd Form)]

이송 속도 [mm/min]

이송 속도

토크
시간    [sec]

부하율    [%]토크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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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전패턴(설정데이터, 그래프)

운전패턴윈도우에표시된데이터를인쇄합니다.

[운전패턴(설정 데이터, 그래프)]  [Operation Pattern(Set Data, Graph)]

이송 속도
[mm/min]

시간    [sec]



Not Used

[용량 선정 계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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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용량선정계산과정

계산의상세내용를인쇄합니다. MR-J2M에서는콘덴서충전에너지, 회생유닛의

정격전력및최대회생시의회생시간은인쇄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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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료(Exit)
용량선정소프트웨어를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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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일시적으로중단하고관성계산등다른작업을할수가있습니다.

도구모음의“툴(Tools)”을클릭하면다음과같은메뉴를표시합니다.

(1) 관성(Inertia)
원통·각주·변속·직선운동·매달음의관성(이너셔)을계산합니다.

이커멘드를선택하면관성(이너셔) 계산윈도우를표시합니다. 관성(이너셔) 계산

윈도우의데이터설정영역에는선택한관성에대한각데이터가표시되어있습니다.

모든항목을입력하고계산을실행해주십시오.

①입력항목의선택

데이터설정영역의관성(이너셔)의항목(감속기관성·커플링관성·롤관성)에

포커스를이동합니다.

관성(이너셔)의항목을더블클릭합니다.

②관성(이너셔)의계산

관성(이너셔) 계산에필요한데이터를입력하고“계산개시(Start Calculation)”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종료후“계산과정표시(Show Calculations)”버튼을클릭하면계산과정을
표시합니다.

③기계제원데이터로의대입

“대입(Substitute)”버튼을클릭하면데이터설정영역의관성(이너셔)의항목에값을
대입합니다.

이때, 관성(이너셔) 계산윈도우는자동적으로종료합니다.

④종료

“닫음(Exit)”버튼을클릭하면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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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통(Cylinder)

①지름, 길이입력

외경치수, 내경치수, 길이, 재료비중으로관성값을계산합니다.

②지름, 질량입력

외경치수, 내경치수, 원통의질량으로관성값을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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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각주(Square Block)

①지름, 두께입력

폭치수, 길이치수, 두께치수, 차이치수, 재료비중으로관성값을계산합니다.

②지름, 질량입력

폭치수, 길이치수, 차이치수, 질량으로관성값을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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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변속(Converted Load)

(d) 직선운동(Liner Movement)

(e) 매달음(Ha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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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원추(Cone)

(g) 원추대(Conical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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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중일람(Specific Gravity Tables)
참고데이터로서물질의비중을표시합니다.

서브메뉴의“비중일람”을클릭하면다음과같은윈도우를표시합니다.

(3) 효율일람(Efficiency Tables)
참고데이터로서구동부분의효율을조건별로표시합니다.

서브메뉴의“효율일람(Efficiency Tables)”을클릭하면다음과같은윈도우를표시합니다.

복수의편성이필요한때는복수의효율을선택할수있습니다.

포인트

●“인쇄(Print)”버튼을클릭하면윈도우의내용을인쇄합니다. “닫음(Exit)”버튼을
클릭하면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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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력항목의선택

데이터설정영역의“구동부효율(Drive efficiency)”에포커스를이동해“구동부효율
(Drive efficiency)”을더블클릭합니다.

②효율의선택

옵션버튼을 해효율을선택합니다. 효율은복수선택할수있습니다.

데이터에범위가있는것은데이터표시부오른쪽의 버튼을클릭하여데이터를

변경해주십시오.

③기계제원데이터로의대입

“대입(Substitute)”버튼을클릭하면데이터설정영역의“구동부효율(Drive efficiency)”
에값을대입합니다.

이때, 효율일람윈도우는자동적으로종료합니다.

④종료

“닫음(Exit)”버튼을클릭하면종료합니다.

포인트

●“효율일람(Efficiency Tables)”을“툴(Tools)”메뉴에서기동했을경우에는
“대입(Substitute)”버튼을클릭하면선택한효율을자동적으로데이터설정영역의
“구동부효율(Drive efficiency)”에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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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찰계수일람(Friction Coeff. Tables)
참고데이터로서마찰계수를조건별로표시합니다.

서브메뉴의“마찰계수일람(Friction Coeff. Tables)”을클릭하면다음과같은윈도우를
표시합니다.

①입력항목의선택

데이터설정영역의“마찰계수(Coefficient of friction)”에포커스를이동하여
“마찰계수(Coefficient of friction)”를더블클릭합니다.

②마찰계수의선택

옵션버튼을 로해마찰계수를선택합니다. 데이터에범위가있는것은데이터

표시부오른쪽의 버튼을클릭해데이터를변경해주십시오.

③기계제원데이터로의대입

“대입(Substitute)”버튼을클릭하면데이터설정영역의“마찰계수(Coefficient of
friction)”에값을대입합니다.
이때마찰계수일람윈도우는자동적으로종료합니다.

④종료

“닫음(Exit)”버튼을클릭하면종료합니다.

포인트

●“마찰계수일람(Friction Coeff. Tables)”을“툴(Tools)”메뉴에서기동했을경우에
는“대입(Substitute)”버튼을클릭하면선택한마찰계수를자동적으로데이터설정
영역의“마찰계수(Coefficient of friction)”에입력합니다. 선택하고있는기계구성
요소에마찰계수가없는경우에는“대입(Substitute)”버튼은얇은문자로표시되어
클릭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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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속비계산(Radio Calculate)
기어·sprocket·풀리등으로감속하는경우의감속비를계산합니다. 

계산에는톱니바퀴에의한계산과직경에의한계산이있습니다.

서브메뉴의“감속비계산(Radio Calculate)”을클릭하면다음과같은윈도우를표시합니다.

①입력항목의선택

데이터설정영역의“감속비(Reduction gear ratio)”에포커스를이동해
“감속비(Reduction gear ratio)”를더블클릭합니다.

②데이터입력·계산

필요한데이터를입력해“계산(Calculate)”버튼을클릭합니다.

③기계제원데이터로의대입

“대입(Substitute)”버튼을클릭하면데이터설정영역의“감속비(Reduction gear ratio)”
효율의값을대입합니다.

이때감속비계산윈도우는자동적으로종료합니다.

④종료

“닫음(Exit)”버튼을클릭하면종료합니다.

포인트

●“감속비계산(Radio Calculate)”을“툴(Tools)”메뉴에서기동했을경우에는
“대입(Substitute)”버튼을클릭하여계산한감속비를자동적으로데이터설정영역의
“감속비(Reduction gear ratio)”에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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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위변환
관성·토크·길이·질량·힘·전송속도의단위를변환하는계산툴입니다.

변환할수있는단위는다음과같습니다.

각커멘드를선택하면다음과같은윈도우를표시합니다.(예：관성(이너샤)의경우)

①메뉴-바(도구모음)의“툴(Tools)”을클릭하여메뉴를엽니다.

②“단위변환(Units Conversion)”을포인트해“관성(Inertia)”을클릭합니다.

③단위변환설정데이터의콤보박스(Combo box)를열어단위를선택하고입력란에

변환하는데이터를입력합니다.

④단위변환결과의콤보박스(Combo box)를열어단위를선택합니다.

⑤“계산(Calculate)”버튼을클릭하면단위변환을실행합니다.

⑥“대입(Substitute)”버튼을클릭한다고메시지표시부에“대입처를지정(클릭)해주십시
오.(Please Click substituting Value destination)”라고표시됩니다. 대입하는기계제원을
선택하면다음과같은윈도우를표시합니다.

관성(이너샤)

kg·m2

kg·cm2

kgf·m2

kgf·cm2

kg·m·sec2

kg·cm·sec2

lb-ft2

lb-inch2

oz-inch2

lb-ft-sec2

lb-inch-sec2

oz-inch-sec2

토크

N·m

kgf·m

kgf·cm

gf·cm

lb-ft

lb-inch

oz-inch

길이

m

cm

mm

ft

inch

질량

kg

g

lb

oz

힘

N

kgf

gf

lb

oz

이송송도

m/min

cm/min

mm/min

m/sec

cm/sec

mm/sec

ft/min

inch/min

ft/sec

inch/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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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대입처가올바르면“예(OK)”버튼을클릭해주십시오.
기계제원의단위와변환후의단위가일치하지않으면대입할수없습니다.

이때다음과같은윈도우를표시합니다.

⑧단위변환툴(관성)의“닫음(Exit)”버튼을클릭하면종료합니다.

(7) MR-J2M 회생옵션선정
MR-J2M로회생옵션의선정을하는경우에사용합니다. MR-J2M의용량선정을

한후, 전체축모두계산한회생옵션의유무와회생옵션의형명을선정합니다.

서브메뉴의“MR-J2M 회생옵션선정(MR-J2M Regeneration Option Selection)”을
클릭하면다음과같은윈도우를표시합니다.

“MR-J2M 회생옵션선정(MR-J2M Regeneration Option Selection)”의조작순서는
2.3절을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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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일(File)

각커멘드의기능은다음과같습니다.

(b) 헬프(Help)

메뉴-바(도구모음)의“헬프(Help)”를클릭하면동시회생그룹의설정에대한설명
을 참조할수가있습니다.

(c) 구성란

구성란의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커멘드

축읽기

(Loaded axis)

각축으로둘수있는용량선정결과의파일(***.srv)로부터모터형명,

드라이브유닛형명, 회생에너지, 피크토크, 1사이클시간을읽어들입니다.

신용량선정파일(***.svm)과구용량선정파일(***.srv)의양쪽모두의

데이터를읽어들일수도있습니다.

읽기

(Open)
MR-J2M 회생옵션선정으로보존한파일(***.mro)를읽어들입니다.

보존

(Save)
MR-J2M 회생옵션선정으로선정한내용을보존(***.mro) 합니다.

인쇄

(Print)
MR-J2M 회생옵션선정으로선정한내용을인쇄합니다.

종료

(Exit)

MR-J2M 회생옵션선정을종료합니다. “닫음(Exit)”버튼을클릭해종료할
수도있습니다.

내용

항목

구성축

전원전압

사이클시간

축수를선택합니다. 입력범위는4~8축입니다.

주회로전원의전압(V)을설정합니다. 입력범위는170~253V입니다.

다(多)축시스템에서의최대사이클시간을표시합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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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편집란(Editing field)

각축의“모터형명”“드라이브유닛형명”“회생에너지”“피크토크”
“1사이클시간”“동시회생그룹”을임의로변경할수있습니다.
변경하는축번호를선택하고나서각각의항목에대해설정해주십시오.

선택, 입력한뒤에“설정(Set)”버튼을클릭하면값이확정됩니다. 
“클리어(Clear)”버튼을클릭하면설정한값을소거합니다.

(e) 각축설정(Each axis setting)

편집란에서입력한값이나“축읽기(Loaded Axis)”에서입력한값을표시합니다.
옵션버튼에서 선택된축이편집대상이됩니다.

(f) 계산(Calculation)

전체축의값을설정해“계산(Calculation)”버튼을클릭하면회생옵션선정란에선정
결과를표시합니다.

회생옵션선택란의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항목

모터형명

드라이브유닛형명

회생에너지

피크토크

1사이클시간

용량선정한모터의형명으로부터선택합니다.

용량선정한드라이브유닛의형명으로부터선택합니다.

용량선정한회생에너지를입력합니다.

용량선정한피크토크를입력합니다.

용량선정한1사이클시간을입력합니다.

동시회생그룹
각축으로동시회생마다그룹화합니다.

(1~8：동기, 0：비동기)

내용

항목

유무

회생전력[W]

회생옵션

계산의결과, 회생옵션이필요한가, 불필요한가를표시합니다.

유：필요

무：불필요

전체회생전력의계산결과를표시합니다.

사용하는회생옵션의형명을표시합니다.

내용

항연속허용전력

0W

30W 미만

100W 미만

300W 미만

500W 미만

500W 이상

3063W 미만

4712W 미만

불필요

MR-RB032

MR-RB14

MR-RB34

MR-RB54

적합없음

최대회생옵션 최대회생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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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카다로그
참고데이터로서서보모터의사양을표시합니다. 표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서브메뉴의“카다로그(Motor Data Tables)”를클릭하면다음과같은윈도우를표시합니다.

①“감속기일람(Red Gear)”“서보모터시리즈선택(Select Motor Series)”의어느하나를
클릭하여표시하는내용을선택해주십시오.

“서보모터시리즈선택(Select Motor Series)”을선택했을경우에는서보모터시리즈도
선택해주십시오.

②“닫음(Exit)”버튼을클릭하면종료합니다.

서보모터형명

대응서보앰프형명

대응드라이브유닛형명

컨버터유닛형명

전원설비용량 [kVA] 

정격출력 [W]

정격토크 [N·m]

최대토크 [N·m] 

정격회전속도 [r/min]

최대회전속도 [r/min]

순시허용회전속도 [r/min]

관성모멘트J [kg·cm2]

관성모멘트(브레이크부착) JM [kg·cm2]

엔코더분해능 [p/rev]

브레이크옵션유무

감속기부착유무

추천부하관성모멘트비 [lb/mtr]

질량 [kg]

질량(브레이크부착) [kg]



MELSERVO

3 - 26

(9) 미키(三木)풀리제품(Miki Pulley Co., Ltd.) 커플링데이터
참고데이터로서미키(三木)풀리제품커플링사양을표시합니다.

서브메뉴의“미키(三木)풀리제품(Miki Pulley Co., Ltd.) 커플링데이터”를클릭하면
다음과같은윈도우를표시합니다.

(10) 리니어서보최대전송거리
리니어서보모터2차측(자석)의매수를입력하면리니어서보최대전송거리를

산출합니다.

서브메뉴의“리니어서보최대전송거리”를클릭하면다음과같은윈도우를
표시합니다.

①리니어서보모터1차측(코일)을선택합니다.

②리니어서보모터2차측(자석)의매수를입력합니다.

입력한매수의조합으로리니어서보최대전송거리를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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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헬프표시
헬프화면을표시합니다. 이소프트웨어의사용방법등을참조할수있습니다.

헬프화면을닫는방법

용량선정소프트헬프윈도우오른쪽위의 를클릭합니다.

(2) 버전정보
용량선정소프트웨어의버전을표시합니다.

“닫음(Exit)”버튼을클릭하면종료합니다.

메뉴-바(도구모음)의“헬프(Help)”를클릭하면다음과같은메뉴를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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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구성요소를선택합니다. 

설정정보영역의기계구성요소선택콤보박스(Combo box)의 를클릭하면다음과같은

메뉴를표시합니다.

기계구성요소에는다음의것이있습니다.

(1) 볼스크류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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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볼스크류수직

(3) 랙&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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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롤피더

(5) 회전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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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차

(7)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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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컨베어

(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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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리니어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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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링과외부감속기의유무를선택합니다.

유무의선택에의해기계구성의그림과데이터설정항목이변화합니다.

용량계산을실시하는모드선택을서보제어모드콤보박스(Combo box)에서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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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앰프시리즈를선택합니다. 설정정보영역내의“앰프(Amplifier)”버튼을클릭하면
다음과같은윈도우를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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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터시리즈선택
서보모터의시리즈를선택합니다.

설정정보영역의“모터(Motor)”버튼을클릭하면다음과같은윈도우를표시합니다.

선택한서보앰프시리즈에서는구동할수없는서보모터시리즈를얇은색의문자로

표시합니다. 얇은색의문자의커멘드는선택할수없습니다.



MELSERVO

3 - 37

(2) 정격회전속도·서보모터옵션선택
본항(1)의조작을한후, 자동적으로정격회전속도·모터옵션선택윈도우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감속기·전자브레이크·정격회전속도를선택합니다.

①정격회전속도의 를클릭하여선택해주십시오.

②감속기선택(감속기옵션없음·일반산업기계용감속기부착·고정도감속기

부착)의 를클릭하여선택해주십시오.

서보모터옵션으로서감속기부착을선택했을경우에는한층더다음과같은감속비

선택윈도우가선택가능상태가되기때문에감속비의선택을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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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옵션선택윈도우로선택된감속기에대해서준비하고있는감속비만선택할수

가있습니다.

③감속비선택의 를클릭하여선택해주십시오.

④브레이크를선택합니다. 브레이크선택의 를클릭하여선택해주십시오.

⑤모두선택하면정격회전속도·모터옵션윈도우의“설정완료(Setting completed)”
버튼을클릭해윈도우를종료해주십시오.

(3) 냉각방식선택(리니어서보의경우)
리니어서보의경우, 본항(1)의조작을한후에냉각방식선택윈도우가표시됩니다.

여기서최대속도·냉각방식·선택모터형명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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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최대속도를선택합니다. 최대속도의 를클릭하여콤보박스(Combo box)를열어

속도를선택해주십시오.

②냉각방식을선택합니다. 냉각방식의 를클릭하여콤보박스(Combo box)를열어

냉각방식(자냉(자체냉각) 또는액냉(액체냉각))을선택해주십시오.

③용량지정으로동일추력이있는경우, 선정모터형명의 를클릭하여콤보박스

(Combo box)를열어선택해주십시오.

④“설정완료(Setting completed)”버튼을클릭하여냉각방식선택윈도우를종료합니다.

설정완료하면설정정보영역내의선정모터시리즈란에서보모터시리즈·최대속도·

냉각방식을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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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설정영역에는선택한기계요소에대한각데이터가표시되어있습니다.

모든항목을입력해주십시오.

(1) 입력항목의선택
데이터설정영역의입력하는항목에포커스를이동합니다.

(2) 입력단위의표시
단위영역에포커스를이동하면선택할수있는단위를표시합니다. 사용하는단위를

선택합니다.

(3) 데이터의입력
기계제원입력영역에포커스를이동해키보드로데이터를입력해주십시오.

(4) 데이터의설정
“Enter”를눌러데이터를설정합니다. 데이터를설정하면데이터설정영역의데이터를
갱신합니다.

포인트

●입력하는데이터의단위를변경하고싶을때는단위란에포커스를이동하여

콤보박스(Combo box)를열어단위를선택해주십시오.



MELSERVO

3 - 41

ⓐ ⓒ

ⓓ

ⓔ

ⓘ

ⓗ

ⓕ

ⓖ

ⓑ

“운전패턴(Operation Pattern)”버튼을클릭하여운전패턴윈도우를엽니다.
운전패턴이위치제어모드와속도제어모드로설정항목이다릅니다.

(1) 속도제어모드의경우
운전패턴은초속, 종속, 시간의항목을입력해설정합니다. 

No.1의초속은“0”, 그외의초속은전의종속의값이자동적으로설정됩니다.

ⓐ설정단위선택콤보박스(Combo box)

입력하는속도의단위를선택합니다.

ⓑ운전패턴입력영역

종속, 시간을입력합니다. No.를클릭하면1행편집메뉴(“1행삽입”“1행삭제”

“1행카피”“1행첨부”)가표시됩니다. 메뉴를선택하여1행마다의편집작업을

실시할수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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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질량, 부하반항력설정체크박스

볼스크류수평, 볼스크류수직, 랙＆피니언, 회전테이블, 대차, 승강기, 컨베이어,

그외, 리니어서보의경우에체크박스가표시됩니다. 체크박스는초기상태로모두

ON입니다.

ⓓ클리어버튼

“클리어(Clear)”버튼을클릭하면모든데이터를소거합니다.
(체크박스는클리어되지않고초기상태로돌아옵니다.)

ⓔ그래프표시버튼

“그래프표시(Show Graph)”버튼을클릭하면운전패턴을그래프표시영역(ⓕ)에
표시합니다.

ⓖ그래프표시단위선택콤보박스(Combo box)

표시된그래프의세로축의단위를변환할수있습니다.

ⓗ캔슬버튼

“캔슬(Calcle)”버튼을클릭하면설정한모든데이터를파기하고속도제어모드운전윈
도우를닫습니다.

ⓘ설정종료버튼

“설정종료(Exit from Entry)”버튼을클릭하면설정을확정하여윈도우를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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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치제어모드의경우
운전패턴의입력항목은다음의3개의방법이있습니다.

•이송량, 위치결정시간, 전송속도, 가속시간, 감속시간, 휴지시간을모두입력하여

운전패턴을결정하는방법

•이송량, 위치결정시간및설정값을알고있는항목을입력하여운전패턴을결정하는

방법

•이송량, 전송속도및설정값을알고있는항목을입력하여운전패턴을결정하는방법

각각필요한항목을입력해“패턴계산(Calculate Pattern)”버튼을클릭하는것으로
운전패턴을확정합니다.

ⓚ

ⓓ

ⓑ ⓔ ⓐ ⓕ

ⓒ

ⓖ

ⓗ

ⓘ

ⓜ

ⓛ

ⓙ

ⓐ설정단위선택콤보박스(Combo box)

입력하는속도의단위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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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패턴입력영역

이송량, 위치결정시간, 전송속도, 가속시간, 감속시간, 휴지시간을입력합니다.

No.를클릭하면1행편집메뉴(“1행삽입”“1행삭제”“1행카피”“1행첨부”)가
표시됩니다.

메뉴를선택하여1행마다의편집작업을실시할수가있습니다.

ⓒ부하질량, 부하반항력설정체크박스

볼스크류수평, 볼스크류수직, 랙＆피니언, 회전테이블, 대차, 승강기, 컨베이어,

그외, 리니어서보의경우에체크박스가표시됩니다. 체크박스는초기상태로

모두ON입니다.

ⓓ도중변속설정체크박스

감속을실시하지않고가속시간을변경하고싶은경우에는“도중변속”의

체크박스를클릭하여ON으로해주십시오. ON으로한행의“감속시간(Decel. Time)”
“휴지시간(Pause Time)”은입력할수없습니다.

ⓔ응답성선택콤보박스(Combo box)

기계의추종성에대응해서보의응답성을설정합니다. 기계의추종성이낮을때는

“저응답(Low Response)”높을때는“고응답(High Response)”을설정해주십시오.
서보응답성에는“저응답(Low Response)”·“중응답(Medium Response)”·“고응답
(High Response)”이있습니다.
설정에의해계산에있어서의위치루프게인(Kp)이변화합니다. 

서보응답성선택콤보박스(Combo box)를열어서보응답성을선택해주십시오.

포인트

●서보응답성은올바르게설정해주십시오. 올바른선정·계산결과를얻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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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성을선택하면다음의윈도우가열려서보모터의정지정정(整定)시간(ts)을

표시합니다.(그림은고응답의경우입니다.)

“확인(Confirm)”버튼을클릭하여종료해주십시오.

“임의설정(Free Setting)”을선택하면다음과같은윈도우가열립니다.
정지정정(整定)시간(ts)을임의로설정할수있습니다.

설정후“설정완료(Setting completed)”버튼을클릭하여종료해주십시오.

ⓕ정지정정(整定)시간표시영역

설정한정지정정(整定)시간을표시합니다.

ⓖ클리어버튼

“클리어(Clear)”버튼을클릭하면모든데이터를소거합니다.
(부하질량과부하반항력의체크박스는클리어되지않고초기상태로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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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계산버튼

“패턴계산(Calculate pattern)”버튼을클릭하면불확정항목을계산하여운전패턴을
확정합니다.

ⓘ그래프표시버튼

“그래프표시(Show Graph)”버튼을클릭하면운전패턴을그래프표시영역(ⓙ)에
표시합니다.

ⓚ그래프표시단위선택콤보박스(Combo box)

표시된그래프의세로축의단위를변환할수있습니다.

ⓛ캔슬버튼

“캔슬(Cancle)”버튼을클릭하면설정한모든데이터를파기하고위치제어모드운전
윈도우를닫습니다.

ⓜ설정종료버튼

“설정종료(Exit from Entry)”버튼을클릭하면설정을확정하여윈도우를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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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속·감속시의가속도를고정하는경우
위치제어모드의경우, 가속·감속시의가속도를고정할수가있습니다.

①“위치제어모드운전패턴전체구간의가속/감속시의속도기울기를통일(Uniform
Accel./Decel. Inclination in All Intervals of Position Control Mode Operation Pattern)”
이라고쓰여진체크박스를클릭하면가속도의입력영역이표시됩니다.

②임의의가속도를입력해주십시오.(예로서400mm/s2을설정합니다.)

③“운전패턴(Operation Pattern)”버튼을클릭하면위치제어모드운전패턴윈도우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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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위치결정시간(Pos. Time)”란의값을삭제하고“패턴계산(Operation Pattern)”버튼을
클릭하면“위치결정시간(Pos. Time)”“가속시간(Accel. Time)”“감속시간(Decel.
Time)”을계산합니다.

⑤“설정종료(Exit from Entry)”버튼을클릭하면설정을확정하여윈도우를닫습니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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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량계산
①“자동계산(Calculate)”의옵션버튼을클릭하고“용량계산(Calculate capacity)”버튼을
클릭하여계산을실행합니다. 

선정·계산이완료하면다음과같은윈도우가표시됩니다.

②“OK”버튼을클릭하여계속해주십시오.
용량선정결과영역에선정결과로서서보모터·서보앰프의형명과회생옵션의

형명을계산결과로서부하관성·피크토크·실효토크·회생전력을표시합니다.

이계산결과는다음과같은내용을나타냅니다.

ⓐ서보모터는HC-MFS23을사용합니다.

ⓑ서보앰프는MR-J2S-20A/B/CP, 회생옵션은사용하지않습니다.

ⓒ기계의서보모터축으로둘수있는부하관성은1.353(kg·㎠)이며서보모터축

관성의15.4배입니다.

ⓓ피크토크는0.671[N·m]이며서보모터정격토크의104.8% 입니다.

ⓔ필요한실효토크는0.295[N·m]이며서보모터정격토크의46.2% 입니다.

ⓕ발생하는회생전력은0[W]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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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래프표시·과정표시
용량선정의계산결과를그래프표시합니다. 또한, 계산과정을표시합니다.

(a) 계산결과그래프표시

“계산결과그래프표시(Show Graph)”버튼(본항(1) ②의ⓖ를클릭하면다음과
같이계산결과의그래프가윈도우표시됩니다.

“닫음(Exit)”버튼을클릭하면윈도우를종료합니다.

(b) 계산과정표시

“계산과정표시(Show Calculations)”버튼(본항(1) ②의ⓗ를클릭하면다음과같이
계산과정이윈도우표시됩니다.

“닫음(Exit)”버튼을클릭하면윈도우를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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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과정표시화면의“사용기호일람(Symbol List)”과“텍스트파일보존
(Save File)”에대해서설명합니다.

①사용기호일람

“사용기호일람(Symbol List)”버튼을클릭하면계산과정표시윈도우의하부에
사용기호일람이표시됩니다. 재차클릭하면비(非)표시가됩니다.

②텍스트파일보존

“텍스트파일보존(Save File)”버튼을클릭하면파일보존용다이얼로그가
표시됩니다.

보존처를지정하고파일명을입력하여“보존”버튼을클릭하면보존처에
“사용기호일람(Symbol List)”과“계산과정(“Calculations)”의텍스트파일이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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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불가능의경우, 다음과같은에러윈도우를표시합니다.

메시지표시영역에그원인을표시하기때문에에러가없어지도록데이터의

설정값이나선택을다시검토해주십시오.

계산의결과, 서보모터축으로대하는기계의부하관성이추천부하관성비를

초과했을경우에는다음과같은경고윈도우를표시합니다. 이경우, 에러는

안되어계산·선정결과를표시합니다만부하관성비를적색의숫자로표시

합니다. 윈도우의지시에따라경고가없어지도록데이터의설정값이나선택을

다시검토해주십시오.

포인트

●MR-J2M에서의회생옵션은“툴(Tools)”의“MR-J2M 회생옵션선정(MR-J2M
Regeneration Option Selection)”에서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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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어서보이외의선정·계산을실행하기전에미리서보모터의용량을지정할수가있습

니다. 용량을지정하고계산하는경우, 서보모터시리즈와서보앰프시리즈를재차선택할

필요가있습니다.

①“용량지정(Set Mtr)”의옵션버튼을클릭합니다.

②계산모드선택영역내의콤보박스(Combo box)를열어지정하는용량을선택해

주십시오.

③“운전패턴(Operation Pattern)”버튼을클릭합니다. “운전패턴”의조작에대해서는
3.3.7항을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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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계산을실행하기전에미리서보모터의추력을지정할수가있습니다.

추력을지정하고계산하는경우, 서보모터시리즈와서보앰프시리즈를재차선택할필요가

있습니다.

①“추력지정(Set Mtr)”의옵션버튼을클릭합니다.

②계산모드선택영역내의콤보박스(Combo box)를열어지정하는추력을선택해

주십시오.

③“운전패턴(Operation Pattern)”버튼을클릭합니다. “운전패턴”의조작에대해서는
3.3.7항을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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