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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스 전용

CuTTiNg MaChiNE
설비전문가의 Cutting Machine 운용을 통한 

Cable Cutting 및 자동 외피탈피 작업으로 

공수가 단축될 뿐 아니라 Cable Cutting 길이의 

균일화와 대량생산으로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m i t s C U t t i n g   m a C h i n e

Fa harness totaL soLUtion

케이블 제조기반의

FA HARNESS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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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 s t e r   m a C h i n e

하네스 전용

TESTEr MaChiNE
● 전용 Tester M/C 효과

   - 도통 外 오결선, 순간단락 등 검사

   - human Error 방지

● 일반 하네스 제조사 比 검사 전문화
   - 일반 도통 Tester 방법

● 검사 Log file Data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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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5년이상 납땜 전문인력 보유

•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통한 납땜 표준 확립

SOldEr  
STaTiON

SErvO 전용 

압착 Line 운용 •전용 어플리케이터 활용을 통한 

  동일 압착 강도 유지

•인장력 Tester기 비치

SErvO 전용 

라벨기 활용

Fa harness totaL soLUtion

하네스 공정 전문화

SpECializEd fair

자동화 케이블 전문 Maker

h a r n e s s  s p e C i a L i z e d  F a i r



mitsUBi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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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harness totaL soLUtion

MiTSuBiShi
YaSKaWa
rOBOT harNESS
harNESS
Murr plaSTiK
ClEaNrOOM

mitsUBishi 

ㆍSERVO MOTOR용 HARNESS의 KNOW HOW로 SOLUTION 제공

ㆍ경쟁력있는 가격 형성으로 생산원가 절감 식이 다릅니다.

▶ 제작 개요

ㆍ Mitsubishi MR-J3 / J4 시리즈, MR-J2 Super 시리즈 등의 ENCORDER, POWER, BREAK 

CABLE, I/O cable

ㆍ Yaskawa SIGMA(Σ)-Ⅴ SIGMA(Σ)-Ⅲ SIGMA(Σ)-Ⅱ의 ENCODER, POWER CABLE , 

I/O cable

ㆍLS 하이젠의 ENCODER, POWER, BREAK CABLE

ㆍ그 외 Panasonic Omron servo cable 제작 가능

▶ 적용 모델

ㆍ독일 SAB社 Cleanroom Cable 독점 계약으로 수급 용이

ㆍ자체 생산 Cleanroom용 Thomflex Cable 적용

ㆍ정품 CONNECTOR 적용으로 신뢰성 향상

ㆍ사용 환경 별 케이블 설계 및 선정 (Cleanroom, 고속움직임, 고온 등)

ㆍ제품 길이 주문 제작 가능

ㆍCable Veyor 설계, 제작 및 설치 가능

▶ 제품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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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sUBishi 

발주품명

종류

ul2464

Sd 86 / Speed

Sd 90 / Speed p

high speed cable

Sd 200

Sd 787 / Thomflex (ipa 인증)

구분

고정형

저가속도형(up to 5m/s2)

중가속도형(up to 20m/s2)

고속형(up to 40m/s2)

초고속형(more than40m/s2)

Clean room용

용도별 케이블 스펙

mit J4 / J3 serVo CaBLe

- HF- KP/MP/SP/ HC-LP/RP/UP, HG-KR/MR/SR/JR 등

- 해당 모터의 POWER / ENCODER 케이블 10M이하용 케이블

- 10M이상 필요 시 연장케이블 사용

-   용도 별 구분

   고정형 / 저속형 / 고속형 / 초고속형 일반환경용 / Cleanroom

- 2선식 / 4선식 구분

- 길이 0.5M 단위로 제작 및 소량 주문 가능

① 케이블 길이: 1 ~ 10M 선정 (0.1M 단위 제작 가능)

② 모터 쪽 커넥터 방향: A1(부하측), A2(반 부하측) ③ 케이블 구분: L type(고정형) H type(가동형)

Mr-J3ENCBl 10 M-a1- l



12  +   thomas engineering

Fa harness totaL soLUtion

MiTSuBiShi
YaSKaWa
rOBOT harNESS
harNESS
Murr plaSTiK
ClEaNrOOM

mit hF-sp/mp, hg-Kr/mr seriese CaBLe

enCoder CaBLe, hF-sp/mp, hg-Kr/mr seriese. 1~ 10m

품명 길이 방향 용도

Mr-J3ENCBl5M-a1-l 5m a1 고정

Mr-J3ENCBl10M-a1-l 10m a1 고정

Mr-J3ENCBl5M-a2-l 5m a2 고정

Mr-J3ENCBl10M-a2-l 10m a2 고정

Mr-J3ENCBl5M-a1-h 5m a1 가동

Mr-J3ENCBl10M-a1-h 10m a1 가동

Mr-J3ENCBl5M-a2-h 5m a2 가동

Mr-J3ENCBl10M-a2-h 10m a2 가동

부품 항목 품목

콘넥터(앰프) 3M 36210-0100pl

콘넥터(모터) TYCO 1674320-1

고정용케이블
ul2464 shield
2pair cable

가동용케이블
Speed shield
2paie cable

케이블 색상 Black

poWer CaBLe, hF-sp/mp, hg-Kr/mr seriese, 1~ 10m

품명 길이 방향 용도

Mr-pWS1CBl5M-a1-l 5m a1 고정

Mr-pWS1CBl10M-a1-l 10m a1 고정

Mr-pWS1CBl5M-a2-l 5m a2 고정

Mr-pWS1CBl10M-a2-l 10m a2 고정

Mr-pWS1CBl5M-a1-h 5m a1 가동

Mr-pWS1CBl10M-a1-h 10m a1 가동

Mr-pWS1CBl5M-a2-h 5m a2 가동

Mr-pWS1CBl10M-a2-h 10m a2 가동

부품 항목 품목

콘넥터(앰프) JaE JN4fT04SJ1

콘넥터(모터) ENd SlEEvES

고정용케이블
ul2464 pvC
4 Core cable

가동용케이블
Speed 4 core cable
S 778 4 core cable

케이블 색상 Black

BreaK CaBLe, hF-sp/mp, hg-Kr/mr seriese, 1~ 10m

품명 길이 방향 용도

Mr-BKS1CBl5M-a1-l 5m a1 고정

Mr-BKS1CBl10M-a1-l 10m a1 고정

Mr-BKS1CBl5M-a2-l 5m a2 고정

Mr-BKS1CBl10M-a2-l 10m a2 고정

Mr-BKS1CBl5M-a1-h 5m a1 가동

Mr-BKS1CBl10M-a1-h 10m a1 가동

Mr-BKS1CBl5M-a2-h 5m a2 가동

Mr-BKS1CBl10M-a2-h 10m a2 가동

부품 항목 품목

콘넥터(앰프) 3M 36210-0100pl

콘넥터(모터) TYCO 1674320-1

고정용케이블
ul2464 shield
2pair cable

가동용케이블
Speed shield
2paie cable

케이블 색상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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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hF-sp/mp, hg-Kr/mr seriese eXtend CaBLe

enCoder eXtend CaBLe, hF-sp/mp, hg-Kr/mr seriese, 20~ 50m

품명 길이 용도

Mr-EKCBl20M-l 20m 고정

Mr-EKCBl30M-l 30m 고정

Mr-EKCBl40M-l 40m 고정

Mr-EKCBl50M-l 50m 고정

Mr-EKCBl20M-h 20m 가동

Mr-EKCBl30M-h 30m 가동

Mr-EKCBl40M-h 40m 가동

Mr-EKCBl50M-h 50m 가동

부품 항목 길이

Mr-J3JCBl03M-a1-l 0.3m

Mr-J3JCBl03M-a2-l 0.3m

poWer eXtend CaBLe, hF-sp/mp, hg-Kr/mr seriese, 20~ 50m

품명 길이 용도

pWCNK1-20lS-J3 20m 고정

pWCNK1-30lS-J3 30m 고정

pWCNK1-40lS-J3 40m 고정

pWCNK1-50lS-J3 50m 고정

pWCNK1-20hS-J3 20m 가동

pWCNK1-30hS-J3 30m 가동

pWCNK1-40hS-J3 40m 가동

pWCNK1-50hS-J3 50m 가동

부품 항목 길이

Mr-pWS2CBl03M-a1-l 0.3m

Mr-pWS2CBl03M-a2-l 0.3m

BreaK eXtend CaBLe, hF-sp/mp, hg-Kr/mr seriese, 20~ 50m

품명 길이 용도

BKCNK-20l 20m 고정

BKCNK-30l 30m 고정

BKCNK-40l 40m 고정

BKCNK-50l 50m 고정

BKCNK-20h 20m 가동

BKCNK-30h 30m 가동

BKCNK-40h 40m 가동

BKCNK-50h 50m 가동

부품 항목 길이

Mr-BKS2CBl03M-a1-l 0.3m

Mr-BKS2CBl03M-a2-l 0.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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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hF-sp, hC-Lp/rp/Up, hg- sr/rr/Ur/Jr CaBLe

enCoder CaBLe, hF-sp,hC-Lp/rp/Up, hg-sr/rr/Ur/Jr seriese, 1~ 50m

부품 항목 품목

콘넥터(앰프) 3M 36210-0100pl

콘넥터(모터) ddK CM10-Sp10S-M

고정용케이블
ul2464 shield
2pair cable

가동용케이블
Speed shield
2paie cable

케이블 색상 Black

품명 길이 용도

Mr-J3ENSCBl5M-l 5m 고정

Mr-J3ENSCBl10M-l 10m 고정

Mr-J3ENSCBl30M-l 30m 고정

Mr-J3ENSCBl50M-l 50m 가동

Mr-J3ENSCBl5M-h 5m 가동

Mr-J3ENSCBl10M-h 10m 가동

Mr-J3ENSCBl30M-h 30m 가동

Mr-J3ENSCBl50M-h 50m 가동

poWer CaBLe, hF-sp,hC-Lp/rp/Up, hg-sr/rr/Ur/Jr seriese, 1~ 50m

부품 항목 품목

콘넥터(앰프) MS 3106B18-10S

콘넥터(모터) ddK CM10-Sp10S-M

고정용케이블
ul2464 shield
2pair cable

가동용케이블
Speed shield
2paie cable

케이블 색상 Black

품명 길이 용도

pWCNS4-5lS-125 5m 고정

pWCNS4-10lS-125 10m 고정

pWCNS4-30lS-125 30m 고정

pWCNS4-50lS-125 50m 고정

pWCNS4-5hS-125 5m 가동

pWCNS4-10hS-125 10m 가동

pWCNS4-30hS-125 30m 가동

pWCNS4-50hS-125 50m 가동

BreaK CaBLe, hF-sp,hC-Lp/rp/Up, hg-sr/rr/Ur/Jr seriese, 1~ 50m

부품 항목 품목

콘넥터(앰프) 3M 36210-0100pl

콘넥터(모터) ddK CM10-Sp10S-M

고정용케이블
ul2464 shield
2pair cable

가동용케이블
Speed shield
2paie cable

케이블 색상 Black

품명 길이 용도

Mr-J3ENSCBl5M-l 5m 고정

Mr-J3ENSCBl10M-l 10m 고정

Mr-J3ENSCBl30M-l 30m 고정

Mr-J3ENSCBl50M-l 50m 가동

Mr-J3ENSCBl5M-h 5m 가동

Mr-J3ENSCBl10M-h 10m 가동

Mr-J3ENSCBl30M-h 30m 가동

Mr-J3ENSCBl50M-h 50m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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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sUBishi  J3  series

□-□□□-□-□
➊        ➋     ➌    ➍        ➎        ➏

➊ MiTSuBiShi 범용 aC SErvO 05
      Mr : MElSErvO

➋ MElSErvO 시리즈

       J3 : J3 Model

➏ CaBlE 종류

➌ 케이블 길이 : 1m ~ 50m
➍ 콘넥터 인출 방향

       •a 1 : 모터 Shaft 방향(부하측)

      •a2 : 모터 Shaft 반대방향(반부하측)

➎ CaBlE 구분

       •l : 비가동형 케이블       •h : 가동형 케이블

pOWEr
CaBlE

pWS1CBl hf-Mp, hf-Kp 시리즈

pWS2CBl
연결형 pOWEr CaBlE
hf-Mp, hf-Kp 시리즈
케이블 길이 : 0.3m

pWCNS3
hf-Sp702, hC-lp
hC-up, hC-rp용

pWCNS4
hf-Sp51 · 81
hf-Sp52 · 152용

pWCNS5
hf-Sp121 · 201
hf-Sp202 · 502용

BrEaK
CaBlE

BKS1CBl hf-Mp, hf-Kp 시리즈

BKS2CBl
연결형 BrEaK CaBlE
hf-Mp, hf-Kp 시리즈
케이블 길이 : 0.3m

BKCNS1 hf-Sp 시리즈

ENCOdEr
CaBlE

ENCBl hf-Mp, hf-Kp 시리즈

JCBl
연결형 ENCOdEr CaBlE
hf-Mp, hf-Kp 시리즈
케이블 길이 : 0.3m

EKCBl
연결형 ENCOdEr CaBlE
hf-Mp, hf-Kp 시리즈
케이블 길이 : 20, 30m

ENSCBl
hf-Sp, hC-up, hC-
ha-lp 시리즈
케이블 길이 : 2~5m

BuS
CaBlE

BTCBl
배터리 접속용 중계 케이블
케이블 길이 : 0.3m

BuS SSCNETⅢ 케이블

2선식 / 4선식 콘넥터 인출 방향 설명

a1 : 모터 Shaft 방향 (부하측)

a2 : 모터 Shaft 반대방향
    (반부하측)

서보케이블에 종류에 따라 통신 방식이 다릅니다.

다음 엔코더 케이블이 4선식입니다.

Mr-EKCBl30M-l
Mr-EKCBl30M-h
Mr-EKCBl40M-h
Mr-EKCBl50M-h
(Mr-J3JCBl03M-a1/a2-l 조합하여 사용)

그 외의 검출기 케이블은 모두 2선식입니다.

▶ 용어설명





YasK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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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sKaWa

발주품명

종류

ul2464

Sd 86 / Speed

Sd 90 / Speed p

high speed cable

Sd 200

Sd 787 / Thomflex (ipa 인증)

구분

고정형

저가속형(up to 5m/s2)

중가속형(up to 20m/s2)

고속형(up to 40m/s2)

초고속형(more than40m/s2)

Clean room용

용도별 케이블 사양

YasKaWaΣ V serVo CaBLe

- SGMJV / SGMAV / SGMPS 해당 서보케이블 제작 가능

- 20M이하 用 케이블

- 용도 별 구분

  고정형 / 저속형 / 고속형 / 초고속형 / 일반환경용 / Cleanroom용

- 길이 0.5M 단위로 제작 가능

- 소량 발주 대응 가능

① CABLE 용도 : ENCODER=P, POWER=M

② CABLE 구분 : 0type(고정형), 1 또는 2type(가동형) ③ CABLE 길이 : 1~20m

JzSp-CS p - 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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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sKaWa

enCoder CaBLe, sgmJV / sgmaV, sgmps seriese, 1~ 20m

부품 항목 품목

콘넥터(앰프) MOlEX 55100-0670

콘넥터(모터) MOlEX 5346-0070

고정용케이블
ul2464 shield
4pair cable

가동용케이블
Speed shield
4paie cable

케이블 색상 Black

품명 길이 용도

JzSp-CSp01-05 5m 고정

JzSp-CSp01-10 10m 고정

JzSp-CSp01-15 15m 고정

JzSp-CSp01-20 20m 고정

JzSp-CSp01-05 5m 가동

JzSp-CSp01-10 10m 가동

JzSp-CSp01-15 15m 가동

JzSp-CSp01-20 20m 가동

poWer CaBLe, sgmJV / sgmaV, sgmps seriese, 1~ 20m

부품 항목 품목

콘넥터(앰프) JSTJ27-06fMh-7Kl-1

콘넥터(모터) ENd SlEEvES

고정용케이블
ul2464 pvC
4 Core cable

가동용케이블
Speed 4 core cable
S 778 4 core cable

케이블 색상 Black

품명 길이 용도

JzSp-CSM01-05 5m 고정

JzSp-CSM01-10 10m 고정

JzSp-CSM01-15 15m 고정

JzSp-CSM01-20 20m 고정

JzSp-CSM01-05 5m 가동

JzSp-CSM01-10 10m 가동

JzSp-CSM01-15 15m 가동

JzSp-CSM01-20 20m 가동

poWer BreaK CaBLe, sgmJV / sgmaV, sgmps seriese, 1~ 20m

부품 항목 품목

콘넥터(앰프) JSTJ27-06fMh-7Kl-1

콘넥터(모터) ENd SlEEvES

고정용케이블
ul2464 pvC
6 Core cable

가동용케이블
Speed 6 core cable
S 778 6 core cable

케이블 색상 Black

품명 길이 용도

JzSp-CSM11-05 5m 고정

JzSp-CSM11-10 10m 고정

JzSp-CSM11-15 15m 고정

JzSp-CSM11-20 20m 고정

JzSp-CSM31-05 5m 가동

JzSp-CSM31-10 10m 가동

JzSp-CSM31-15 15m 가동

JzSp-CSM31-20 20m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