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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의 모션 컨트롤 성능과 설계 유연성이 필요 할 때마다 
Moog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협업, 창의성 및 세계적 수준의 기술 솔루션을 통해 
가장 어려운 엔지니어링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기계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his catalog is for users with technical knowledge. To ensure all necessary characteristics for function and safety of the system, the user has to check the suitability of the products 
described herein. The products described herein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In case of doubt, please contact Moog. 

Moog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Moog Inc. and its subsidiaries. All trademarks as indicated herein are the property of Moog Inc. and its subsidiaries. For the full disclaimer refer to 
www.moog.com/literature/disclaimers.

For the most current information, visit www.moog.com/industrial or contact your local Moog office.

All dimensions in m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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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MOOG 모션 컨트롤

Moog는 자유롭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다양한 모션 
컨트롤러를 제공하며, 각 컨트롤러는 다양한 고객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특수 기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고객사의 애플리케이션에 관계없이 당사는 귀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모션 컨트롤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MSC III 모션 컨트롤러

MSC III Motion Controller는 PLC 기능을 갖춘 고성능 
모션 컨트롤러로, 복잡한 중앙 집중형 및 분산형 애플리
케이션에 이상적입니다.

MSC III 모션 컨트롤러는 여러 필드버스 인터페이스, 
고분해능 아날로그 입력/출력, 위치 센서 인터페이스 및 
디지털 입력/출력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유압 및 전기 액추에이터의 빠르고 
정밀한 폐루프 제어를 위해 디자인 되었습니다.

MASS (Moog Application Software Suite)

MASS는 IEC 61131-3을 준수하는 CODESYS 3에 기반한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MASS는 전체 프로그래밍, 디버깅, 시뮬레이션, 매개 변수화, 
시각화 및 추적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전 프로그래밍된 펑션블록이 포함된 특수 Moog 라이브러리를 
통해 향상된 시스템 성능을 달성하고 사용자가 수준 높은 제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MASS는 PLC 기능뿐만 아니라 폐루프 및 개루프 제어를 위한 
강력하고 수준 높은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기계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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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이점

특징 이점

사이클 타임이 짧음 설비의 생산성 향상

사용하기 쉬운 소프트웨어 및 유연한 하드웨어 신속한 시운전

사용자 정의하는 개방된 제어 구조 지원 유연성 극대화

사전 프로그래밍 된 펑션블록의 특수 Moog 라이브러리 수준높은 제어 문제를 빠르게 해결

다채로운 연결 옵션 빠른 통합

원격 서비스 및 디버깅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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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MSC III Motion Controller는 자유롭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다축 모션 컨트롤러로, 위치, 속도 및 힘 등 공정 변수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유압식 및 전기식 
모션 컨트롤과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USB 인터페이스

PROFIBUS-DP

Real-time Ethernet 슬레이브

디지털 입출력과
전원 공급부

도트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와 푸시버튼

LAN

CAN

EtherCAT 마스터 

Analog 입력/출력

위치센서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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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MSC III

주문 번호 D136-004-001
통합 인터페이스

Ethernet 1
EtherCAT 마스터 2
Real-time Ethernet 슬레이브 2
CAN/CANopen 1
PROFIBUS-DP 슬레이브 1
USB 2
프로세서

프로세서 1,000 MHz
프로세서 타입 i.MX6 Quad core CPU
메모리

Flash-EEPROM 1 GB
RAM 1 GB
변수 보존을 위한 비휘발성 RAM 32 KB
데이터 유지 >10 years
일반 기술 데이터

연결 기술 푸시-인 스프링 연결부가 있는 플러그인 단자 스트립

마운팅 백킹 플레이트  
(DIN Rail 마운팅 키트 사용 가능)

치수 W x H x D 94.2 x 202 x 220 mm (3.71 x 7.95 x 8.66 in)
환경 데이터

사용 온도 범위 +5 to +55 °C (+41 to +131 °F)
24시간 동작 시 최대 평균 온도 +50 °C (+122 °F)
보관 온도 범위(오리지널 패키징) -25 to +70 °C (-13 to +158 °F)
상대습도 10 to 95% (non condensing)
최대 사용 높이 2,000 m (6,500 ft)
최대 보관 높이 3,000 m (9,800 ft)
운송 시 대기압 ≥ 70 kPa (corresponds to an elevation of ≤ 3,000 m (9,800 ft)) 
보호 클래스 III
보호 등급 I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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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운영 장비 요구 사항 및 테스트 IEC 61131-2
산업용 장비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방사 표준 EN 61000-6-4
산업용 장비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내성 표준 EN 61000-6-2
충격 저항 IEC 60068-2-27
진동 저항 IEC 60068-2-6
절연 강도 IEC 61131-2, test voltage 500 VDC

전원 공급

모듈 전자장치의 공급전압 24 VDC (18 to 36 V), SELV according to EN 60950-1
모듈 전자장치의 소비 전류

무부하 0.7 A
최대 부하 2 A
전위 분리 Separate potentials for:

• Ethernet
• CAN/CANopen
• PROFIBUS-DP slave
• Analog Inputs/outputs
• Digital Inputs/outputs

내부 전압 내부 DC/DC 컨버터를 통해 생성됨.

전압 fail/공급전압 차단 시 동작 필요한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저장됩니다. 공급 전압에 
문제가 발생하면 (18V 이하) 버퍼 커패시터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타입 도트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와 2개의 푸시버튼

리얼 타임 클럭

리얼 타임 클럭 내부 커패시터에 버퍼링된 리얼 타임 클럭

인터페이스

Ethernet 100/1,000 MBit/s with 8-pole RJ45 connector  
(100/1,000 Base-T)

EtherCAT master 2 x 100 MBit/s interfaces
Real-time Ethernet slave 2 x Real-time Ethernet fieldbus slave interfaces with  

RJ45 connectors
CAN/CANopen CAN interface, transmission rate adjustable from  

50 kBit/s to 1 MBit/s
PROFIBUS-DP slave Maximum 12 MBit/s
USB 2 x USB 2.0 host, USB-A connectors
디지털 입/출력

디지털 입력 타입 IEC 61131-2 에 따른 타입 1 (전류 소비)

디지털 입/출력 갯수 8
설정 입력 또는 출력으로 개별 구성 가능

전압 공급 24 VDC (18 ~ 36 V), EN 60950-1에 따른 SELV

단일 출력당 최대 전류 용량 0.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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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연속적 회로 단락 Yes
열 과부하 Yes
과전압 최대 ±36 V
아날로그 입/출력

전압 공급 내부 DC/DC 컨버터를 통하여

아날로그 입력

아날로그 입력 타입 각 아날로그 입력은 ± 10V, ± 10mA 또는 4~20mA
로 구성 할 수 있음.

아날로그 입력 갯수 8
아날로그 입력의 분해능 16 Bit
과전압 보호 최대 ±36 V
아날로그 출력

아날로그 출력 타입 각 아날로그 출력은 ± 10V, ± 10mA, ± 20mA 또는 
4~20mA로 구성 할 수 있음.

아날로그 출력 갯수 4
아날로그 출력의 분해능 16 Bit
보호

회로 단락 Yes
과전압 최대 ±36 V
레퍼런스 전압 출력

레퍼런스 출력 전압 +10 VDC

최대 전류 5 mA
센서 인터페이스

센서 인터페이스 갯수 4
신호의 타입 24V에 대한 보호 기능이있는 EIA-422에 해당

배선 결함 모니터링 입력부

설정 각 채널은 증분 엔코더 혹은 SSI로 구성 가능

증분 엔코더(Incremental Encoder) 인터페이스

최대 펄스 주파수 8 MHz
에지 감지 (Edge evaluation) 4-에지 감지

SSI 인터페이스

SSI 센서 데이터 형식 Gray 혹은 binary
데이터 비트 진단 정보를 포함한 최대 32비트

전송 주파수 78 kHz ~ 5 MHz
진단

워치독(Watchdog) 출력: 출력 활성화 신호 아날로그 및 디지털 출력이 작동 상태임을 나타냄. 고장이 
발생하면 아날로그, 디지털 및 위치센서 출력이 꺼집니다. 
(고 임피던스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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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The Moog Axis Application Software Suite (MASS)는 
IEC 61131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까다로운 동작 제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최첨단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MASS는 다음을 위한 도구를 포함 합니다.

• 프로그래밍

• 테스트 및 최적화

• 디버깅 설명서

• 시각화

• 설정

인터페이스

• Ethernet (TCP/IP and UDP/IP)
• EtherCAT
• CAN/CANopen
• PROFIBUS-DP

mass (moog application software suite)

특징

전기 및 유압 모션 제어에 대한 5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Moog 펑션 블록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라이브러리

• 자유롭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컨트롤러 구조

• 모든 IEC 61131 프로그래밍 언어로
완벽한 기능 제공으로 유연성 극대화

•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어, 규제 및
PLC 애플리케이션의 동시 실현

• 기계 및 프로세스 레벨과의 통신을 위한
개방형 표준 인터페이스

이점

• 빠른 프로젝트 실현

• 낮은 프로그래밍 노력

• 하나의 도구로 프로그래밍, 시각화 및 문서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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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언어

• 모든 IEC 61131 프로그래밍 언어와
CFC (Continuous Function Chart)

•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전체 기능 범위,
사용자 프로그램 생성 시 최대의 유연성 제공

• 각 모듈은 다른 모듈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계없이
순서화 할 수 있음

에디터

• 문맥에 맞는 입력 지원

• 자동 서식

• 모든 편집기의 컨텍스트 메뉴

• 다단계 실행 취소/다시 실행

• 온라인 작업에서 모든 변수의 현재 값 표시

continuous Function chart (cFc)

sequential Function chart (sFc)

Function Block diagramm (FBd)

ladder diagram (ld)

structured text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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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기능

MASS는 IEC 61131 프로그래밍의 표준을 준수하는  
CODES 3 에 기반하며 Moog 모션 컨트롤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복잡한 자동화 프로젝트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MASS에는 다음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션 제어 기술

• Controller: I, D, PID 표준/확장

• 필터: 하이패스, 로우패스, 노치

• 비선형 기능: 데드밴드, 비선형, 듀얼게인, 룩업테이블

•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PT1, PT2

• 함수발생기

• 신호 지연

• 카운터

• 타이머

• 전송 기능: 연속, 시간 이산형

하드웨어

• 아날로그 입/출력 및 위치센서의 신호 컨디셔닝

• 와이어 결함, 전원 결함 등의 진단

• 시간 평가

• 워치독 (Watchdog)

통신

그래픽화 된 설정창 지원:

• EtherCAT master
• CAN open master
• CAN open slave
• PROFIBUS-DP slave

시각화

• 웹 기반 시각화: MASS 시각화 페이지를 웹 브라우저
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CODESYS HMI 지원

library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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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s

시각화

• 시운전 도구

• 최종 사용자를 위한 시각화(HMI) 생성

오실로스코프

• 다중 채널 레코딩

• 다양한 트리거링 가능성

디버깅

• 브레이크포인트

• 단일 스텝/단일 주기 실행

• 변수의 쓰기/강제쓰기

• 하드웨어 없이 시뮬레이션 가능

• 전체 현재 값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설정

• 한 화면에서 모든 모듈 설정

visualization hardware configuration

debuggingoscill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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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키

MSC III Motion Controller의 라이센스 키에는 MASS(Moog Application Software Suite)의 런타임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SC III의 USB 커넥터에 라이센스 키를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라이센스 키의 종류에 따라 
사용 가능한 MASS 기능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품명 설명 주문 번호

라이센스 키  ‘White’ 기본 기능을 갖춘 MASS 런타임 라이센스:

• Moog 제어 기술 라이브러리

D138-030-001

라이센스 키  ‘Green’ 라이센스 키 'White' 의 모든 기능 및 아래 기능 추가:

• EtherCAT
• CANopen
• PROFIBUS-DP slave
• Web visualization

D138-030-002

라이센스 키 ‘Black’ 라이센스 키 'Green' 의 모든 기능 및 아래 기능 추가:

• 모션 프로파일 생성, 캠, 기어링: 소프트모션 기능

D138-030-003

라이센스 키  ‘Red’ 고객의 요청에 따른 일부 혹은 전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내장 Specific to th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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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정보

품명 설명 주문 번호

MSC III 모션 컨트롤러 MSC III with 1x LAN, 2x EtherCAT master, 2x real-time 
Ethernet slave, 1x CAN, 2x USB, 1x PROFIBUS-DP 
slave, 4 x position sensor, 8 x analog input, 4 x analog 
output

D136-004-001

DIN Rail 마운트 킷 MSC III를 DIN rail에 장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MSC III 백플레이트에 나사로 고정하여 사용합니다.

CC39899-001

터미널 커넥터 플러그 컴포넌트, 핀 수: 20, 피치: 3.5 mm, 색상: gray, 
MSC III에는 터미널 커넥터 5개가 필요합니다.

피닉스컨택트 제품번호:
FMC 1,5/20-STZ4-3,5 RF GY- 1702670

CC44534-020

MASS 소프트웨어 개발 제품군
(회사/자회사별 다중 사용자 라이
센스)

이 다중 사용자 라이센스는 한 지역/사이트에 있는 
한 회사의 모든 사용자에게 유효합니다. 자회사/사이
트가 다수인 회사는 자회사/사이트별로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사용하면
복잡한 모션 컨트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디버깅, 
시각화 및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CODESYS 3가 포함되어 있으며 IEC 61131 호환 
프로그래밍을 모든 IEC 61131 언어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1년 MASS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계약(D138-020-001)
이 해당 제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1년 동안 
우선 핫라인 지원과 무료 MAS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 포함됩니다.

중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MASS-support@moog.com에서 MASS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계약을 등록해야 합니다.

D138-010-001

MASS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계약
(회사/자회사별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계약)

이 유지 관리 계약은 한 회사의 모든 사용자가 한 
지역/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사이트
가 다수인 회사는 자회사/사이트별로 유지 관리 계약
을 구입해야 합니다.
MAS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 갱신은 사용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유지 관리 계약 만료 전에 갱신할 수
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1년 동안의 우선 핫라인 지원
(이메일 & 전화) 및 무료 MAS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 포함됩니다.

중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MASS-support@moog.com에서 MASS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계약을 등록해야 합니다.

D138-020-001



What moves your World

MORE PRODUCTS. MORE SUPPORT.
Moog designs a range of motion control products to complement those featured in this document.  
Moog also provides service and support for all of our products.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the Moog facility closest to you.

Argentina 
+54 11 4326 5916 
info.argentina@moog.com

Australia 
+61 3 9561 6044 
info.australia@moog.com

Brazil 
+55 11 3572 0400 
info.brazil@moog.com

Canada 
+1 716 652 2000 
info.canada@moog.com

China 
+86 21 2893 1600 
info.china@moog.com

Finland 
+358 10 422 1840 
info.fi nland@moog.com

France 
+33 1 4560 7000 
info.france@moog.com

Germany 
+49 7031 622 0 
info.germany@moog.com

Hong Kong 
+852 2 635 3200 
info.hongkong@moog.com

India 
+91 80 4057 6605 
info.india@moog.com

Ireland 
+353 21 451 9000 
info.ireland@moog.com

Italy 
+39 0332 421 111 
info.italy@moog.com

Japan 
+81 46 355 3767 
info.japan@moog.com

Korea 
+82 31 764 6711 
info.korea@moog.com

Luxembourg 
+352 40 46 401 
info.luxembourg@moog.com

The Netherlands 
+31 252 462 000 
itest@moog.com

Norway 
+47 6494 1948 
info.norway@moog.com

Russia 
+7 8 31 713 1811 
info.russia@moog.com

Singapore 
+65 677 36238 
info.singapore@moog.com

South Africa 
+27 12 653 6768 
info.southafrica@moog.com

Spain 
+34 902 133 240 
info.spain@moog.com

Sweden 
+46 31 680 060 
info.sweden@moog.com

Switzerland 
+41 71 394 5010  
info.switzerland@moog.com

United Kingdom 
+44 168 429 6600 
info.uk@moog.com

USA 
+1 716 652 2000 
info.usa@moog.com

For product information, visit www.moog.com/industrial 
For service information, visit www.moogglobalsupport.com

Moog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Moog Inc. and its subsidiaries. 
CANopen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CAN in Automation (CiA). 
EtherCAT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Beckhoff Automation GmbH. 
PROFIBUS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PROFIBUS & PROFINET International (PI). 
CODESYS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3S-Smart Software Solutions GmbH. 
©2018 Moog Inc. All rights reserved. All changes are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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