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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TROLINK News는 협회로부터 회원 여러분께 MECHATROLINK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News
Vol.21

January.2011

MECHATROLINK 페어 개최안내MECHATROLINKMECHATROLINK 페어페어 개최안내개최안내

MECHATROLINK협회는 2011년 1월31일 나고야, 2월1일
마 츠 모 토 에 서 MECHATROLINK 페 어 를 개 최 합 니 다 .
MECHATROLINK 지원 상품을 판매 중인 13개사가 한
자리에 모여 제품을 전시합니다. PLC, 모션 컨트롤러, 서보,
IO 등 장치에 필요한 기기들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라타 세이사쿠군®의 개발자를 초청하여 기조

강연을 진행합니다. 또한 MECHATROLINK 기술 세미나도
동시 개최합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신 후 팩스로 참가 사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MECHATROLINK Fair 참가 회원사(존칭 생략)

(주)아르고시스템
(주)애니와이어
(주)엠・시스템기연
오리엔탈모터(주)
(주)산쿄제작소
(주)타이텍
(주)디지털

도쿄일렉트론디바이스(주)
닛키덴소(주)
니치고통신전선(주)
(주)마이크로넷
(주)야스카와전기
요코가와전기(주)

MECHATROLINK협회

MECHATROLINK협회 회원 수 추이MECHATROLINKMECHATROLINK협회협회 회원회원 수수 추이추이

728개사(2010년 11월말)⇒739개사( 2010년 12월말)

지난 회 NEWS 보고（11월말）보다 11개사 증가!!

SEMICON JAPAN2010 참가 보고SEMICON JAPAN2010SEMICON JAPAN2010 참가참가 보고보고

MECHATROLINK협회는 2010년 12월 1일(수)~3일(금) 3일간
마쿠하리멧세에서 개최된 「SEMICON Japan 2010」에
참가하였습니다.

나고야 전시장 마츠모토 전시장

일시 1월 31일(월)
13:00~17:00

2월 1일(화)
13:00~17:00

장소 윙크아이치* 마츠모토 메이테츠 쇼홀*

기종강연 주제: 「무라타 세이사쿠군®의 개발 이야기」
시간: 15：00~15：50
강연자: 주식회사 무라타 제작소

생산본부 생산기술개발총괄부
츠지 시게루님

http://www.mechatrolink.org/jp/events/2010/
event_101214_mechatrolinkfair.html

아울러 현장에서 설문조사에 협력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전자 사전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각 전시장에 오시는 방법은 「MECHATROLINK Fair 안내장」(위의
URL에서 다운로드)을 참조하십시오.

3일간의 부스 방문객 수는
1000명 이상으로 일본 국내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방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많은 참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도 다수의 회원사의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하기
위해 새 전시 패널을
제작하였습니다.
MECHATROLINK협회는

MECHATROLINK의 보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설명회 모습

이번에는
「MECHATROLINK 알기!!」
를 주제로 두 발표자의 만담
형식으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모여 들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부스 전경

지원 제품 데모

회원 수 추이

일본(대만·인도)

유럽

북미

한국

중국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1월~3월

http://www.mechatrolink.org/jp/events/2010/event_101214_mechatrolinkfai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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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향후 일정

2011년 1월 31일 MECHATROLINK 페어(나고야)
2011년 2월 1일 MECHATROLINK 페어(마츠모토)
2011년 2월 23일 MECHATROLINK 세미나(한국)
2011년 3월 3일 MECHATROLINK 세미나(대만)
2011년 3월 8~11일 aimex2011(한국)
2011년 3월 15~17일 SEMICON China2011

문의처
MECHATROLINK협회에 가입을 원하시거나 그 밖의 사항은
아래 MECHATROLINK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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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ECHATROLINK 세미나 개최【한국】MECHATROLINK 세미나 개최

【대만】MECHATROLINK 세미나 개최【대만】MECHATROLINK 세미나 개최

■MECHATROLINK 기술 세미나(대만) 개최

MECHATROLINK협회는 2011년 3월 타이중(대만)에서
MECHATROLINK 개발 담당자 대상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제품 전시 등도 실시됩니다.

MECHATROLINK 채택을 검토 중이신 분, 향후
MECHATROLINK 제품을 개발하시려는 분

대상:

MECHATROLINK 사양 개요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소개 및 개발 상의 주의점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내용:

지난 회 대만 세미나 모습

가까운 시일 내에 웹사이트(중국어)에 공지응모요령:

■MECHATROLINK 기술 세미나(한국) 개최

MECHATROLINK협회는 2011년 2월 23일 서울(한국)에서
MECHATROLINK 개발 담당자 대상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에서는 첫 개발 담당자 대상 세미나이며 많은 분들의

참 가 가 기 대 됩 니 다 . 또 한 전 체 전 시 패 널 등 의
MECHATROLINK 지원 제품의 전시도 진행됩니다.

MECHATROLINK 채택을 검토 중이신 분, 향후
MECHATROLINK 제품을 개발하시려는 분

대상:

MECHATROLINK 사양 개요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소개 및 개발 상의 주의점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내용:

가까운 시일 내에 웹사이트(한국어)에 공지응모요령:

MECHATROLINK‐Ⅲ
C1 마스터용 샘플 어플리케이션 공개

MECHATROLINK‐Ⅲ
C1 마스터용 샘플 어플리케이션 공개

MECHATROLINK협회 회원을 위한 기술 자료의 하나로
회원용 웹사이트 내에 MECHATROLINK‐Ⅲ C1 마스터용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공개되었습니다.
샘플 어플리케이션은 C언어 소스 코드로 제공되며 통신

ASIC의 초기화 처리 등의 초기 처리 및 MECHATROLINK-Ⅲ
표준 서보 프로파일 커맨드 중 몇 개의 커맨드를 사용하여
서보 모터를 작동시키기까지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1 마스터 개발자가 C1 마스터의 액세스 드라이버 및

MECHATROLINK-Ⅲ의 커맨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샘플 어플리케이션은 MECHATROLINK협회의 웹사이트
회원용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제조사의 개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자용 기술 정보를 추가·업데이트해 나가겠습니다.

Safety 부회 회원 모집 공고Safety 부회 회원 모집 공고

샘플 어플리케이션

액세스 드라이버

MECHATROLINK－Ⅲ ASIC

C1 마스터

C언어의 소스
코드로

제공됩니다.

MECHATROLINK-Ⅲ

네트워크

샘플 어플리케이션 사용 이미지

서보 모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일시: 2011년 2월 23일(수) 13:00-16-30
전시장: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일시: 2011년 3월 하순

MECHATROLINK 협 회 에 서 는 MECHATROLINK Safety
프로토콜을 개발 중이며 이에 따라 본 Safety 프로토콜의
기술 부회 「Safety 부회」를 발족합니다. 「Safety 부회」
의 참가 자격은 일반 회원 이상의 회원사입니다.

MECHATROLINK Safety 지원 제품을 사용하면 안전규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MECHATROLINK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MECHATROLINK Safety 지원 제 품의 개발을
검토하시고자 하는 회원 분들은 부디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회원 모집 메일을 발송하겠습니다.

Safety 부회
활동 시작: 2011년 2월~ （1년간)
참가 자격: 일반 회원 이상
모임 장소: 참가 회원사 회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