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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TROLINK News는 협회로부터 회원 여러분께 MECHATROLINK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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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TECH JAPAN 전시회 참가 안내FINETECH JAPAN 전시회 참가 안내

MECHATROLINK협회는 2009년 2월 2일(월) 구마모토, 2월
4일(수) 히로시마, 2월 6일(금) 교토에서
MECHATROLINK페어를 개최했습니다. 3개 도시 전부 날씨도
좋아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2008년도 일본에서의 MECHATROLINK를 결집하는

전시회로서 MECHATROLINK-Ⅲ, MECHATROLINK-Ⅱ를
전체 전시하고 MECHATROLINK 협회 회원의 개별 전시를
실시하여 구마모토 226명, 히로시마 173명, 교토 301명의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기조 강연으로는 구마모토, 히로시마에서는 SEMI위원이신

나카무라 야스시씨의 ‘반도체 450mm SEMI규격 표준화의
최신 동향 ’, 교토에서는 주식회사 자원종합시스템 다이토
타케시씨의 ‘태양광 발전 비즈니스의 현 상황과 전망’에 대한
강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MECHATROLINK 페어 보고MECHATROLINKMECHATROLINK 페어페어 보고보고

MECHATROLINK 협회는 2009년 4월 15일(수) ~ 17일(금)에
도 쿄 빅 사 이 트 에 서 개 최 되 는 ‘FINETECH JAPAN’ 에
참석합니다(부스 번호…동 2홀 14-29). 
이 전시회는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에 관한 연구 개발과 제조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전시회입니다. FPD업계에 있어서는
세계 최대의 전시회입니다. 협회에서는 평면 패널 제조 장치
제어에 필요한 모션 기기와 IO 기기, 그 기기간의 무선
네트워크 MECHATROLINK 전시를 실시합니다. Ethernet 을
베이스로 한 차세대 통신 MECHATROLINK-Ⅲ에 적용 가능한
각종 기기와 범용 가능한 MECHATROLINK-Ⅱ 를 적용할 수
있는 각종 기기의 접속성 데모 전시를 실시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가를 바랍니다! 

◆전시회 출품 회원 안내: 
・주식회사 애니와이어 ・주식회사 오리엔탈모터
・서프트서보시스템즈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지털
・주식회사 타이테크 ・마이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야스카와 전기 ・요코가와 전기 주식회사SEMI위원 나카무라

야스시씨의 강연.
반도체 장치의 최신 정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식회사
자원종합시스템의 다이토
타케시씨의 강연. 태양광
발전의 장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문객의 모습

16개사의 개별 전시 부스와 MECHATROLINK 협회의
부스에서 전시가 있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오셔서
각각의 부스에서 많은 분들이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359개 사(2009년 1월) ⇒ 435개 사(2009년 3월) 
76개 사 증가！

MECHATROLINK 협회 회원수 추이MECHATROLINKMECHATROLINK 협회협회 회원수회원수 추이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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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향후 일정

4월 6일~11일 제 11회 중국 국제 공작기계 전람회(CIMT2009)

4월 15일~17일 FINETECH JAPAN

6월 24일 MECHATROLINK 총회

8월 4일~8일 국제자동화 대만

문의처
MECHATROLINK 협회에 입회를 원하시거나 그 밖의 사항은
아래의 MECHATROLINK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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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TROLINK 신제품 소개MECHATROLINK 신제품 소개

협회 회원의 MECHATROLINK 지원 신제품을 소개합니
다.

문의처: 주식회사 야스카와전기
지역에 따라 문의처가 다르므로, 
MECHATROLINK 협회 HP(http: 
//www.mechatrolink.org/) 
MECHATROLINK 회원 제품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AIMEX 국제 자동화 종합전 참가 보고AIMEX 국제 자동화 종합전 참가 보고

MECHATROLINK 협회는 2009년 3월 4일(수) ~ 3월
7일(토)에 한국 서울에서 개최된 ‘AIMEX 국제 자동화
종합전 2009’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27개 기종의 MECHATROLINK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접속한 데모를 실시해 많은
방문객에게 효과적인 PR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Hanmi 반도체전의 사용자 강연도 포함하여
MECHATROLINK 세미나를 실시해 오픈 네트 워크
‘MECHATROLINK’를 각종 FA 산업 분야의 손님들에게
널리 인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중에 55개 사의 기업으로부터 신규 MMA
입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한 발전이 기대됩니다. 

KYOEI DENKI LTD., Arrow7 Co. Ltd., DAIDO 
ENGINEERING CORPORATION., Techmaster, Inc., 
Xi‘an Jiaotong University, ZhengZhou RunHua
Automation Equitments CO., LTD, DOOSON CO., LTD, 
EASTERN NETWORKS, E-Tec, INFRARED KOREA, LTD, 
JAESUNG FA, NOA TECH, PAMTEK, POSCON, SEAH 
MECHATECH, KOREA VILENE CO.,LTD, VINNA TRADING, 
Youwon precision CO. LTD

(※공개 가능한 회원만 기재）

MECHATROLINK-Ⅱ 리모트 I/O
●８점 입출력 모듈(IO2920-E)

형식: JAMSC-IO2920-E
개략질량: 300ｇ

입출력점수: 8/8
정격전압: DC12/24V
정격전류: 입력: 2.5mA/5mA

출력: 0.3A
입출력타입: 입력: 싱크 리소스 겸용

출력: 싱크
외부공급전원: DC24V(20.4~28.8V)，90mA

MECHATROLINK-Ⅱ 리모트 I/O
●릴레이 출력 모듈(IO2950-E)

형식: JAMSC-IO2950-E
개략질량: 300ｇ

출력점수: 8
정격전압: DC12/24V，AC100/200V
정격전류: 1.0A
출력타입: 접점 출력
외부공급전원: DC24V(20.4~28.8V)，150mA

㈜ 야스카와전기

MECHATROLINK협회는 2009년 4월 6일(월) ~ 4월
11일(토)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 11회 중국 국제
공작기계 전람회(CIMT2009)에 참가합니다. 
이 전시회는 세계 4대 공작기계 견본시로 손꼽히는 중국
공작기계를 비롯하여 각 국의 공작기계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MECHATROLINK 협회에서는
MECHATROLINK-Ⅲ를 발표함과 동시에 중국에서 채용한
회원의 CNC를 전시합니다. 꼭 참가 바랍니다. 

MECHATROLINK-Ⅲ 소개
・(주) 야스카와 전기
MECHATROLINK-Ⅱ CNC 적용 전시
・Shenyang Golding NC Tech.co.,Ltd
・SOFT SERVO SYSTEMS. INC
・LOK SHUN CNC EQUIPMENT LTD

제 11회 중국 국제 공작기계 전람회(CIMT2009)
참가 안내

제제 1111회회 중국중국 국제국제 공작기계공작기계 전람회전람회((CIMT2009)CIMT2009)
참가참가 안내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