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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퀀 스 제 어

프 로 세 스 제 어

정 보 제 어

고 신 뢰 성 제 어

아 날 로 그 모 듈

온 도 입 력 모 듈

온 도 조 절 모 듈

고 속 카 운 터 모 듈

위 치 결 정 모 듈

모 션 제 어

계속되는 진화, 개척되는 제어의 미래.

시대를 앞서가며 제어의 내일을 개척해 온 MELSEC Q 시리즈.

오랜 기술 개발을 통해 미쓰비시전기가 이룩한 Total FA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MELSEC Ａ, QnA시리즈에서 이어온 다양한 기술 자산을 활용하여 출시한 제품이 바로 MELSEC Q시리즈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앞으로도 MELSEC Q 시리즈는

CPU에서 네트워크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및 소프트웨어에 이르는 라인 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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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모듈의 선정

CPU 모듈의 선정

본 장을 참조하여 최적의
기종을 선택하십시오.

① 프로그램 용량

ㆍ00:8K스텝

ㆍ01:14K스텝

ㆍ02:28K스텝

ㆍ06:60K스텝

ㆍ12:124K스텝

ㆍ25:252K스텝

② P:계장 대응 CPU

R:이중화 전용 CPU

J:전원, 베이스 일체형 CPU

③ H:고속 타입

A



●다점수의 입출력 제어 가능

Q 시리즈 CPU 모듈은 베이스 모듈에 장착된 입출력 모듈에

다음의 입출력 점수를 실제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 베이식 모델 QCPU
ㆍQ00JCPU：256점(X/Y0~FF)

ㆍQ00CPU, Q01CPU：1024점(X/Y0~3FF)

CC-Link의 리모트 I/O, MELSECNET/H 링크 입출력(LX,

LY)의 리프레시용으로 입출력 디바이스를 2048점(X/Y0

~7FF)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4096점(X/Y0~FFF)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CC-Link 데이터

링크, MELSECNET/MINI-S3 데이터 링크 등 리모트 I/O

국에는 입출력 디바이스를 8192점(X/Y0~1FFF)까지 사

용할 수 있습니다.

(3)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4096점(X/Y0~FFF)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CC-Link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CC-Link 데이터

링크 등 리모트 I/O국에는 입출력 디바이스를 8192점

(X/Y0~1FFF)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용량에 대응하는 라인 업

사용하는 프로그램 용량에 적합한 CPU 모듈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1) 베이식 모델 QCPU

ㆍQ00JCPU, Q00CPU ：8k스텝

ㆍQ01CPU ：14k스텝

(2)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ㆍQ02CPU, Q02HCPU ：28k스텝

ㆍQ06HCPU ：60k스텝

ㆍQ12HCPU ：124k스텝

ㆍQ25HCPU ：252k스텝

(3) 프로세스 CPU
ㆍQ12PHCPU ：124k스텝

ㆍQ25PHCPU ：252k스텝

(4) 이중화 CPU

ㆍQ12PRHCPU ：124k스텝

ㆍQ25PRHCPU ：252k스텝

●고속 처리를 실현

연산의 고속 처리 실현하였습니다.(예：LD 명령의 경우)

CPU 모듈 형명 LD 명령 처리 속도

베이식 모델

Q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또한, MELSEC-Q 시리즈용 베이스 모듈의 고속 시스템 버

스에 의해,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에 대한 액세스나 네트워크

모듈과의 링크 리프레시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1) 베이식 모델 QCPU의 경우
MELSECNET/H 링크 리프레시 처리：2.2ms/2k워드 * 1

*1：Q01CPU에서 SB/SW를 사용하지 않고,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을 기본 베이스 모듈

에 장착한 경우입니다.

(2)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의 경우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액세스：20μs/1워드(약 7배 )* 2

MELSECNET/H 링크 리프레시 처리：4.6ms/8k워드(약

4.3배 )* 2

*2：아래의 CPU 모듈과 비교한 경우의 값입니다.

ㆍQ02HCPU를 Q2ASHCPU-S1과 비교한 경우

ㆍQ25PHCPU를 Q4ARCPU와 비교한 경우

ㆍQ25PRHCPU를 Q4ARCPU와 비교한 경우

●GX Developer와의 고속 통신에 의한 디버그 효율 향상

Q 시리즈 CPU 모듈에서는 RS-232로 최대 115.2kbps의

속 통신에 대응하여, 프로그램의 쓰기/읽기나 모니터 등의

간이 단축되어 디버그 시의 교신 시간 효율이 향상되었습

다.

또한,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Q02CPU 제외),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에서는 USB를 사용할 수 있어 12Mbps의

고속 통신이 가능합니다.

고

시

니

(단위ㆍ초)

26k스텝 프로그램 전송 시간

CPU 모듈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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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화

베이식

●A/AnS 시리즈의 입출력 모듈, 특수 기능 모듈 사용 가능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는 QA65B/QA68B,

QA1S65B/QA1S68B 증설 베이스 모듈에 의해 A/AnS 시리

즈의 입출력 모듈이나 특수 기능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소형화에 의한 공간 절약형 사이즈

Q 시리즈는 AnS 시리즈에 비해 장착 면적이 약 60% 감축되

었습니다.

5 슬롯 기본 베이스 245㎜ (깊이：98㎜)

8 슬롯 기본 베이스 328㎜

12 슬롯 기본 베이스 439㎜

●최대 7단의 증설 베이스 모듈 접속 가능주1

Q 시리즈 CPU 모듈은 아래 표와 같이 증설베이스

모듈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설 케이블의 총연장 거리는 최장 13.2m로,

자유롭게 증설 베이스 모듈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 에 의한 메모리 확장 가능주2

Q 시리즈 CPU 모듈은 메모리 카드 장착용 커넥터를

내장하고 있으며, 최대 32MB의 메모리 카드를 장착

할 수 있습니다.(32MB는 ATA 카드 사용 시)

대용량의 메모리 카드를 장착하여

또한, 메모리 카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CPU 모듈에 내장되어 있는 표준 ROM에 의해 프로

그램을 ROM화하거나, 표준 RAM에 의해 파일 레지

스터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파일을 취

급할 수 , 전체 데이터 디바이스의 코멘트

를 설정하거나 과거의 프로그램을 수정 이력 그대로

메모리에 기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있으므로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의 경우에는 기능 버전/시리얼
No.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파일 레지스터의 점수가 다릅
니다.

●표준 ROM에 대한 자동 쓰기 가능주3

Q 시리즈 CPU 모듈에서는 메모리 카드의 파라미터

ㆍ프로그램을 GX Developer를 사용하지 않고 CPU

모듈의 표준 ROM에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표준 ROM에 의한 ROM 운전을 실행하고 있는 경우,

CPU 모듈에 메모리 카드를 장착하여 메모리 카드

의 파라미터ㆍ프로그램을 표준 ROM에 쓸 수 있으

므로, 파라미터ㆍ프로그램을 갱신할 목적으로 GX

Developer(PC)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 입출력의 강제 ON/OFF 가능주3

Q 시리즈 CPU 모듈에서는 CPU 모듈이 RUN 상태

라 할지라도, 프로그램의 실행 상태에 관계없이 GX

Developer의 조작에 의해 외부 입출력을 강제 ON/

OFF할 수 있습니다.

Q 시리즈 CPU 모듈에서는 CPU 모듈을 STOP하지

않고도 출력을 강제 ON/OFF하여 배선 및 동작 상

태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패스워드 설정 가능

외부에서 Ethernet 모듈,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모뎀 인터페이스 모듈에 액세스하였을때, 리모트

패스워드 기능을 사용하여 CPU 모듈 액세스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MELSECNET/H의 리모트 I/O 네트워크 가능주3

Q 시리즈 CPU 모듈에서는 MELSECNET/H의 리모

트 마스터국을 장착 MELSECNET/H의 리모트

I/O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여

●멀티 CPU 시스템 에 대응주4

Q 시리즈 CPU 모듈에서는 멀티 CPU 시스템에 대

응하고 있습니다.

CPU 모듈, 모션 CPU, PC CPU 모듈과 조합하여 멀

티 CPU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합니다.

멀티 CPU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6장을 참

조하십시오.

●전원 이중화 시스템에 대응

Q 시리즈 CPU 모듈에서는 이중화 베이스 모듈, 이

중화 전원 모듈을 사용하여 전원 모듈을 이중화할

수 있습니다.

한 쪽의 전원 모듈이 고장난 경우에도, 다른 한 쪽의

전원 모듈에서 전원을 공급 받아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주1

주2

CPU 모듈의 선정

항목 최대 증설 단수 최대 모듈 장착수

베이식

모델 QCPU

증설 2단 16모듈

증설 4단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증설 7단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증설 불가능

24모듈

64모듈

11모듈

포인트

베이직

주3

베이직

주3

베이직

주3

이중화

주4

AA



1. 리모트 패스워드는 기능 버전 B 이후의 Ethernet 모듈, 시리

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모뎀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한 경우

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MELSECNET/H의 리모트 I/O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면, 기능

버전 B 이후의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이 필요합니다.

이중화 CPU 사용 시는 증설 베이스 모듈을 접속할 수 없

습니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

니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다음의 기능에 대응하고 있습

니다.
ㆍ표준 ROM에 대한 자동 쓰기

ㆍ외부 입출력의 강제 ON/OFF

ㆍMELSECNET/H의 리모트 I/O 네트워크

이중화 CPU에서는 멀티 CPU 시스템에 대응하고 있습니

다.

CPU 모듈의 선정

포인트

이중화

주1

베이직

주2

베이직

주3

이중화

주4

A



베이스/전원 모듈 선정

본 장을 참조하여 최적의
기종을 선택하십시오.

【베이스의 선정】

기능 모듈이 12대
이내인 경우

공간에 따라 2, 3, 5, 8, 12슬롯용

베이스를 선정합니다.

기능 모듈이 13대
이상인 경우

증설 베이스를 검토하십시오.

A 시리즈 기능 모
듈을 사용하고 싶
은 경우

전용 증설 베이스를 검토하십시오.

증설 베이스는 다음의 2종류가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타입

(전원 모듈을 장착하지 않는다)

●증설 베이스에 전원 모듈을 장착하여, 기본 베이스와
별도로 전원을 공급하는 타입

① Q ：Q 시리즈 모듈용
QA ：A 시리즈 모듈용
QA1S ：AnS 시리즈 모듈용

② 3：기본 베이스 모듈
5：증설 베이스 모듈(전원용 슬롯 없음)
6：증설 베이스 모듈(전원용 슬롯 내장)

③ 전원, CPU 이외의 I/O 슬롯수

④ R：전원 이중화 시스템용
S：슬림 전원 모듈용

【증설 케이블의 선정】

본 장을 참조하여 최적의
기종을 선택하십시오.

【전원 모듈의 선정】

PLC CPU, 각 기능 모듈의 사양을 참조하여 합계 소비 전
류를 산출하십시오.
산출된 합계 소비 전류를 만족하는 전원 모듈을 선정합니
다.
전원 모듈의 선정 내용에 따라서 1.2장을 참조하십시오

① 1 ：AC100 및/또는 AC200V 입력
2 ：AC100 및/또는 AC200V 입력, DC24V 출력
3 ：DC24V 입력
4 ：대용량 전원

② R：전원 이중화 시스템용
S：슬림

③ A1 ：AC100~120V 입력
A2 ：AC200~240V 입력
없음：AC200~240V 와이드 레지스터 입력

베이스 전원 모듈 선정/

A



이중화 시스템의 선정

①기능 모듈(전원, CPU 포함)의 이중화

CPU 모듈, 전원 모듈, 네트워크 모듈 등의 기본 시스템을 이중화하여, 한 쪽의 시스템에서 모듈 이상이 발생해도 다른 한쪽

의 시스템으로 제어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신뢰성이 향상됩니다.

기본 베이스 모듈에 상기 모듈을 장착한 시스템을 2세트 준비하고, 트래킹 케이블로 각 CPU 모듈을 접속하여 이중화 시스템

을 구축합니다.

②전원만의 이중화

Q 시리즈 CPU 모듈에서는 이중화 베이스 모듈, 이중화 전원 모듈을 사용하여 전원 모듈을 이중화할 수 있습니다.

한 쪽의 전원 모듈이 고장난 경우라도, 한 쪽의 전원 모듈에서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전원 이중화용 기본 베이스:Q38RB

전원 이중화용 증설 베이스:Q68RB

다음의 증설로

비 고

Q63RP와 Q64RP를 함께 장착할 수 있습니다.

PC

(일반국)

MELSECNET/H(MELSECNET/10 모드) PLC 간 네트워크(다른 국과의 교신)

(일반국/관리국)

트래킹 케이블

CC-Link
(입출력 제어, 외부와의 교신)

리모트 I/O국 리모트
디바이스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입출력 제어, 외부와의 교신)

리모트 I/O국

(일반국) (일반국) (일반국)

(일반국)

(상위와의 교신)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이중화 시스템의 선정

A



입출력 모듈의 선정

입출력 제어는 시퀀스 제어의 기본입니다. 제어 대상에 따라 최적의 입출력 모듈을 선정하십시오.

＜응답 시간과 내노이즈 성능＞

응답 시간과 내노이즈 성능은 반비례합니다. 노이즈가 적은 환경에서 입력을 고속으로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속 응답

입력 모듈을 사용합니다.

＜동시 ON수＞

ON 상태를 유지하면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동시에 ON되는 접점이 많아지면 열도 더욱 많이 발생합니다.

＜릴레이 출력＞

릴레이 출력은 기계적인 접점입니다. 정격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접점이 융착(붙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접점에는 수

명이 있으므로 수명을 고려하여 사용하십시오.

＜트라이액 출력＞

구동하는 부하의 소비 전류가 작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ON/OFF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 부하 전류를 만족하는 부

하를 접속하십시오.

＜트랜지스터 출력＞

트랜지스터 출력 모듈에는 OFF 상태라 할지라도 약간의 누설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설 전류에 의해 작은 전류

에도 동작하는 부하는 이상 동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출력 모듈의 선정

어떤 사용 목적이십니까? 접속 기기로 선택하십시오.
본 장을 참조하여 최적의
기종을 선택하십시오.

입력

스위치를 연결하고 싶다

센서를 연결하고 싶다

AC 입력
접점의 신뢰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스위치, 릴레이를 사용하여 ON－OFF

하는 경우에는 AC를 사용합니다

DC 입력
고속 응답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DC가

유리합니다.

I/O 모듈 라인 업

입력용은 여기에

① 입력 모듈

② 1, 2

4, 5, 6, 7, 8

AC 입력

DC 입력

③ 0：16점, 1：32점, 2：64점

④ QX41의 파생 기종.
자세한 사항은 사양을 확인
하십시오.

출력

개폐 빈도가 적은 부하

전체를 연결하고 싶다

램프 유도 부하를
연결하고 싶다

LED 표시기를

연결하고 싶다

릴레이
개폐 빈도가 적은 부하의 구동에 사용

합니다.

트라이액
솔레노이드 밸브 등 유도 부하나 AC

부하에 사용합니다.

트랜지스터
DC 부하의 구동에 사용합니다. LED

부하 등 고속 응답이 필요한 경우에 적

합합니다.

① 출력 모듈

② 1

2

4, 5, 6, 7, 8

릴레이

트라이액

트랜지스터

③ 0：16점, 1：32점, 2：64점

④ 프로텍트 내장

출력용은 여기에

A



정보계 모듈의 선정

PC나 인터넷의 보급으로 FA와 OA가 급속하게 융합되고 있습니다. FA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부하 제어」 이외에 PC나 바

코드 등을 사용한 「데이터 제어」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데이터 제어」에 위력을 발휘하는 기능 모듈의 종류를 여기에서는 “정보계 모듈”이라고 합니다.

사용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 장을 참조하여 최적의
기종을 선택하십시오.

PLC와 PLC 간에

데이터를 교환하고

싶다

RS－232나 RS－422

등을 사용하여 PLC에

정보를 수신하고 싶다

원격지에서 PLC를

메인터넌스하고 싶다

원격지에서 PLC를

감시하고 싶다

PC를 사용하지 않고

복잡한 수치를 연산

하고 싶다

고속 통신

저속 통신

Ethernet
모듈

PC와의 고속 통신에는 100

Mbps의 Ethernet이 적합합

니다.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교환하는 데이터량이 적은

경우나 고속 통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

으로 시리얼 통신이 사용됩

니다. 전송 거리를 15m 이

상 늘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RS－422를 사용하십시오.

또한, 모뎀을 RS－232 인터

페이스에 접속하여 전화 회

선 경유로 통신할 수도 있습

니다.

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공중회선이나 전용회선에 접

속하기 위한 모뎀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Web 서버
모듈

인터넷/인트라넷 경유로 일

반 Web 브라우저를 사용하

여 원격 감시를 할 수 있습니

다.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
모듈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작성하

기에는 복잡한 수치 연산을

BASIC 언어로 작성할 수 있

는 모듈입니다. 최대 2개의

BASIC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계 모듈 라인 업

모듈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은 이쪽

① C24Nㆍㆍㆍ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② 없음：CH1ㆍㆍㆍRS－232C H2ㆍㆍㆍRS－422/485
R2：CH1, 2ㆍㆍㆍRS－232
R4：CH1, 2ㆍㆍㆍRS－422/485

모뎀 인터페이스 모듈은 이쪽
① CMO：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Web 서버 모듈은 이쪽
① WS96：Web 서버

모듈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 모듈은 이쪽

① D51：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 모듈

네트워크 모듈의 선정

Ethernet 모듈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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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모듈의 선정

분산 모듈을 활용하여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PLC CPU나 I/O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분산 배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의 분산 시스템은 상위 네트워크인 Ethernet을 포함하여 모든 계층에서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
습니다.

어떻게 분산 제어하고 싶으십니까?
본 장을 참조하여 최적의
기종을 선택하십시오.

【기능을 분산하고 싶다. 부하를 분산하고 싶다. 】

총연장 거리는

500m 이상
이 필요.

무엇보다

신뢰성
을 중시하고 싶다.

총연장 거리는

500m 이하
가 좋다.

비용
을 중시하고 싶다.

MELSECNET/H

광 루프 모듈
노이즈에 강한 광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전송로가 이중
화 된 루프이므로 단선이 되
더라도 루프백 기능이 있어
안심입니다. 총연장 거리는
최대 30km.

MELSECNET/H

동축 버스 모듈
배선 비용이 저렴한 동축 케
이블을 사용합니다. 버스형
이므로 배선 작업이 간단합
니다. 총연장 거리는 최대
500m. 리피터 모듈을 사용
하여 2.5km까지 연장 가능.

분산 모듈 라인 업

CPU의 분산!

MELSECNET/H 광 루프

SI/H－PCF/QSI 광 케이블 대응

전송 속도 25Mbps 대응

MELSECNET/H 광 루프

SI/H－PCF/QSI 광 케이블 대응

전송 속도 25Mbps 대응

외부 전원 공급

MELSECNET/H 광 루프

GI 광 케이블 대응

MELSECNET/H 동축 버스

【장치 간에 기능 모듈(I/O 등)을 분산하고 싶다. 】

CC－Link
CC－Link는 비트 데이터

뿐만 아니라 워드 데이터

도 취급할 수 있으므로 I/O

이외의 인텔리전트 모듈도

분산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분산 모듈 라인 업

기능 모듈의 분산!

CC－Link 모듈

【제어반 내ㆍ장치 내에서 I/O를 배선 절감하여 분산하고 싶다. 】

CC－Link/LT

복잡한 배선 작업, 배선 잘

못 등에서 벗어나게 하는

배선 절감 네트워크입니다.

분산 모듈 라인 업

기능 모듈의 분산!

CC－Link/LT
모듈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기능 단위로 PLC CPU를 배치하여 네트워크로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여 부하나 장애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부하를 분산함으

로써 1대의 PLC CPU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PLC 1대당 프로그램이 적어지고 스캔 타임도 단축되어 보다 안정된 제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기능 및 부하를 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떨어져 있는 장소에 I/O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리모트 I/O 네트워크를 사용합

니다. 리모트 I/O 네트워크는 스위치의 ON/OFF 등의 비트 정보를 고속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또한, 베이스상의

I/O 모듈에서 기기에 배선하는 것보다 선이 훨씬 가늘어 지며 그 만큼 이동하기도 용이해 집니다. 다만, 위치결정 모듈 등을

리모트 I/O국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모듈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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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모듈의 선정

아날로그 제어란, 온도, 중량, 유량 등의 아날로그량을 전압, 전류나 열전대, 측온저항체 등의 센서를 통해서 입력하거나, 전

압, 전류를 변경시켜 출력함으로써 외부의 모터나 구동 장치를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당사에서는 필요한 정밀도, 변환 속도 등에 대응하는 최적의 아날로그 모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날로그 제어가 목적이십니까?
입력, 선택하십시오.출력 중에서

본 장을 참조하여 최적의
기종을 선택하십시오.

아날로그

입력

전압을 계측하고 싶다

전류를 계측하고 싶다

온도를 높은 정밀도로

계측하고 싶다

온도를 넓은 범위에서

계측하고 싶다

전압 입력

전류 입력

온도 입력

온도 입력

백금측온
저항체

열전대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 라인 업

입력용은 이쪽

① 아날로그계 모듈

② 채널수

③ AD

ADV

ADI

RD
TD

TDV

아날로그 입력
전압ᆞ전류 공용

아날로그 입력
전압용

아날로그 입력
전류용

측온저항체

열전대

미세 전압 입력

④ GH, G：채널 간 절연
DGH ：채널 간 절연

디스트리뷰터
(분류기)

아날로그

출력

인버터에

접속하고 싶다

밸브 등을
접속하고 싶다

전압 출력

전류 출력

출력용은 이쪽

① 아날로그계 모듈

② 채널수

③ DA

DAV

DAI

아날로그 출력
전압ᆞ전류 공용

아날로그 출력
전압용

아날로그 출력
전류용

④ FG： 채널 간 절연

＜변환 속도로 선택＞

일반적으로 채널수가 적으면 변환 속도도 향상됩니다. 사용하는 채널수를 제한함으로써 변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듈

도 있습니다.

＜온도 조절 기능 내장 모듈＞

단순한 아날로그 입출력이 아닌 온도 조절 기능을 가진 모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금측온저항체/열전대로 온도를 계측하

여, 모듈 내부에서 PID 연산을 실행하여 외부 히터를 제어함으로써 온도 조절 기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백금 저항체
●Q64TCRT

●Q64TCRTBW(단선 검출 기능 내장)
열전대

●Q64TCTT

●Q64TCTTBW(단선 검출 기능 내장)

열전대

아날로그 모듈의 선정

A



위치결정 모듈의 선정

위치결정 제어란, 높은 정밀도로 서보 모터나 스테핑 모터를 구동함으로써 기기를 작동시키는 제어를 말합니다.

당사에서는 서보 모터의 개발 노하우를 기반으로 각종 제어에 대응하는 위치결정 모듈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떤 위치결정 제어가 목적이십니까?
본 장을 참조하여 최적의
기종을 선택하십시오.

고속ㆍ고정밀의
위치결정을 실행
하고 싶다

직선 보간 제어나
원호 보간 제어를
실행하고 싶다

배선 절감

절대 위치
시스템

펄스 입력의

서보 모터

SSCNET

접속 타입

펄스열
출력 타입

SSCNET 접속

SSCNETⅢ 접속

펄스열 출력
오픈 컬렉터

펄스열 출력
차동 드라이버

복잡한 제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축이 많다
위치결정을 실행하고

싶다

기동 시간을
줄이고 싶다

펄스 입력의

서보 모터

스테핑

모터

펄스열

출력 타입

펄스열 출력
오픈 컬렉터

펄스열 출력
차동 드라이버

② 제어 축수

＜원점복귀와 절대 위치 시스템의 장점＞

●원점복귀

원점복귀는 미리 결정된 원점으로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제어 도중에 소실된

정밀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어 도중에 정전되었을 때, 원점의 위치로 돌아가(원점복귀)도록 함으로써, 정전에 의해 발생한 오차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어 내용에 따라서는 원점복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어 내용이 칼날로 물건을 자르는 것 같은

제어의 경우, 정전되었다가 . 이러한 경우, 절대 위치 시스템을

사용하면 .

위치결정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합니다.

원점복귀되면 차단되어 있는 동안 물품이 손상되어 버립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대 위치 시스템

배터리로 백업된 서보 모터에 정전 직전의 축의 위치를 위치결정 모듈의 전원이 복구되었을 때 읽고, 정전되기 전의 위치를

다시 움직이고자 하는 위치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절대 위치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절대

위치 시스템에서도 원점복귀가 발생하므로 절대 위치 시스템 역시 일반적인 위치결정 .

계산하여

시스템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치결정 모듈의 선정

위치결정 모듈 라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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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모듈의 선정

어떤 제어가 목적이십니까?
본 장을 참조하여 최적의
기종을 선택하십시오.

펄스 발생 기기나
엔코더를 접속하여
고속의 펄스열을
카운트하고 싶다
(１상/２상 입력)

오픈 컬렉터 출력 방식
CMOS 레벨 전압 출력 방식

라인 드라이버 출력 방식

고속 카운터 모듈 라인 업
ＤＣ 입력
싱크 출력

ＤＣ 입력
소스 출력

차동 입력
싱크 출력

펄스 발생 기기를 속도, 회전수,접속하여

순간 유량 등의 입력 펄스를 측정하거나,

수량, 길이, 적산 유량 등을 계측하고 싶다
(１상 입력)

① 채널수

② 채널 간 절연

＜QD62(E/D)의 펄스 입력 방식＞

1상/2상 펄스 입력에 대해 다음의 입력 .방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상 펄스 입력 1체배 ●1상 펄스 입력 2체배 ●CW/CCW

●2상 펄스 입력 1체배 ●2상 펄스 입력 2체배 ●2상 펄스 입력 4체배

＜QD60P8-G의 펄스 입력 방식＞

QD60P8-G의 펄스 입력 방식은 1상 입력 시에 덧셈 카운트합니다.(뺄셈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에 카운트할 것인지, 펄스하강 시에 카운트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펄스상승

카운터 모듈의 선정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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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 사용하는 총칭 및 약칭

본장에서는 특별히 명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총칭 및 약칭을 사용하여 Q 시리즈 CPU 모듈에 대해 설명합니다.

총칭/약칭 총칭/약칭의 내용

베이식 모델 QCPU Q00JCPU, Q00CPU, Q01CPU의 총칭.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Q02CPU, Q02HCPU, Q06HCPU, Q12HCPU, Q25HCPU의 총칭.

프로세스 CPU Q12PHCPU, Q25PHCPU의 총칭.

이중화 CPU Q12PRHCPU, Q25PRHCPU의 총칭.

CPU 모듈 베이식 모델 Q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의 총칭.

Q 시리즈 미쓰비시 범용 PLC MELSEC-Q 시리즈의 약칭.

AnS 시리즈 미쓰비시 범용 PLC MELSEC-A 시리즈의 소형 PLC의 약칭.

GX Developer
Q 시리즈 대응 SW□D5C-GPPW형 GPP 기능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제품명.

(□는 버전을 나타냅니다.)

Q3□B
CPU 모듈(Q00JCPU 제외), Q 시리즈 전원 모듈, Q 시리즈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장착

이 가능한 Q33B, Q35B, Q38B, Q312B형 기본 베이스 모듈의 총칭.

Q3□SB

베이식 모델 QCPU(Q00JCPU 제외),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슬림 타입 전원 모듈, Q 시리즈 입출

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장착이 가능한 Q32SB, Q33SB, Q35SB형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

듈의 총칭.

Q3□RB
CPU 모듈(Q00JCPU 제외), 전원 이중화 시스템용 전원 모듈, Q 시리즈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장착이 가능한 Q38RB형 전원 이중화 시스템용 기본 베이스 모듈의 총칭.

Q5□B
Q 시리즈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장착이 가능한 Q52B, Q55B형 증설 베이스 모듈의 총

칭.

Q6□B
Q 시리즈 전원 모듈, Q 시리즈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장착이 가능한 Q63B, Q65B,

Q68B, Q612B형 증설 베이스 모듈의 총칭.

Q6□RB
전원 이중화 시스템용 전원 모듈, Q 시리즈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장착이 가능한

Q68RB형 전원 이중화 시스템용 증설 베이스 모듈의 총칭.

QA1S6□B
AnS 시리즈 전원 모듈, AnS 시리즈 입출력 모듈, 특수 기능 모듈의 장착이 가능한 QA1S65B,

QA1S68B형 증설 베이스 모듈의 총칭.

QA6□B
A(대형) 시리즈 전원 모듈, A(대형) 시리즈 입출력 모듈, 특수 기능 모듈의 장착이 가능한 QA65B,

QA68B형 증설 베이스 모듈의 총칭.

기본 베이스 모듈 Q3□B, Q3□SB, Q3□RB의 총칭.

증설 베이스 모듈 Q5□B, Q6□B, Q6□RB, QA1S6□B의 총칭.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 Q3□SB의 총칭.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 Q3□RB의 총칭.

이중화 증설 베이스 모듈 Q6□RB의 총칭.

베이스 모듈
기본 베이스 모듈, 증설 베이스 모듈,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 이중화 증

설 베이스 모듈의 총칭.

이중화 베이스 모듈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 이중화 증설 베이스 모듈의 총칭.

증설 케이블 QC05B, QC06B, QC12B, QC30B, QC50B, QC100B형 증설 케이블의 총칭.

트래킹 케이블 QC10TR, QC30TR형 이중화 CPU용 트래킹 케이블의 총칭.

Q 시리즈 전원 모듈 Q61P, Q61P-A1, Q61P-A2, Q62P, Q63P, Q64P형 전원 모듈의 총칭.

슬림 타입 전원 모듈 Q61SP형 슬림 타입 전원 모듈의 총칭.

이중화 전원 모듈 Q63RP, Q64RP형 전원 이중화 시스템용 전원 모듈의 총칭.

1.1 CPU 모듈
1.1.1 특 징



각 CPU 모듈의 특징에 대해 설명합니다.

베이식 모델 QCPU의 특징

베이식 모델 QCPU 고유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소규모 시스템에 최적인 코스트 퍼포먼스

베이식 모델 QCPU는 소규모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간단하

고 콤팩트한 시스템의 제어에 적합한 모듈입니다.

베이식 모델 QCPU는 소규모 시스템에 최적의 코스트 퍼포

먼스를 실현합니다.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의한 PC, 표시기와의 교신

Q00CPU, Q01CPU는 RS-232 인터페이스와 PC/표시기 등

을 접속하여, MELSEC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하 MC 프

로토콜로 줄여 표현)로 교신이 가능합니다.

RS-232 케이블

PC, 표시기 등

MC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의 특징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고유의 특징에 대해 설명합니다.

●고성능/대용량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는 소규모에서 대규모 시스템까

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용량 시스템으로 고속 처리가 가능한

모듈입니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는

.

고기능의 설비를 구축할 수 있

습니다

●A 시리즈 입출력 모듈, 특수 기능 모듈 사용 가능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는 QA6□B, QA1S6□B에 의해 A

시리즈의 입출력 모듈이나 특수 기능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프로세스 CPU의 특징

프로세스 CPU 고유의 특징에 대해 설명합니다.

●프로세스 제어용으로 52명령을 추가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를 기반으로 고도의 프로세스 제

어에 대응하는 52가지 명령을 추가하였습니다.

베이식 모델 QCPU

CC-Link
리모트 I/O국

CC-Link
리모트 디바이스국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CC-Link

리모트 I/O국
CC-Link
리모트 디바이스국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프로세스 CPU

탱크 유량
센서

솔레노이드
밸브

밸브

프로세스 CPU

탱크

유량 센서

1.1 CPU 모듈
1.1.1 특 징



●2 자유도 PID 제어 방식을 채택

2 자유도 PID 제어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목표값 변동, 외란

변동 모두에 최적의 응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토 튜닝 기능(PID 정수 초기값 설정)

오토 튜닝 기능에 의해, 제어 파라미터 조정 작업의 자동화,

조정 작업 시간 단축, 작업자나 제어 엔지니어 절감, 조정 결

과의 .개인차 방지 등을 실현합니다

●온라인 중 모듈 교환(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모듈 고장 시에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도 모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중에 교환할 수 있는 모듈은 Q 시리즈의 입출력 모

듈, 기능 버전 C A/Ｄ 변환 모듈, D/Ａ 변환 모듈, 온도

입력 모듈, 온도 모듈, 루프 컨트롤 모듈, 펄스 입력 모

듈입니다.

의

조절

●MELSECNET/H 다중 리모트 I/O 시스템의 구축 가능

MELSECNET/H 리모트 마스터국을 장착하여 MELSECNET/

H 다중 리모트 I/O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제어용 소프트웨어 패키지(PX Developer)를 사용

하면, PID 제어의 프로그램을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에 의해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제어용 소프트웨어 패키지(PX Developer)

.

와 조합

해서 사용하면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링이 가능합니다

●계장 전용 소프트웨어 패키지(PX Developer)에 대응

1. 프로세스 CPU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GX Developer
Version 7.10L 이후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2. PX Developer는 GX Developer Version 7.12N 이후 제품

과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이중화 CPU의 특징

이중화 CPU 고유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프로세스 CPU의 기능에 추가하여 이중화 시스템에 대응

(1) 이중화 CPU를 사용한 이중화 시스템

이중화 CPU를 사용함으로써, 베이스 모듈, 전원 모듈,

CPU 모듈(이중화 CPU)을 포함한 시스템 전체를 이중화

할 수 있습니다.

제어계에서 고장이 발생된 경우라도 대기계로 제어가 전

환되어 제어를 계속할 수가 있으므로, 고신뢰성의 시스

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전원 이중화 시스템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Q3□RB) 및 이중화 전원 모듈

(Q6□RP)을 리모트 I/O국에서 사용함으로써, 리모트

I/O국의 전원을 이중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트 I/O국의 전원 모듈이 고장난 경우라도, 시

스템을 정지하지 않고 전원 모듈을 교환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1. 이중화 CPU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GX Developer Version

8.17T 이후의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2. PX Developer는 GX Developer와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이중화 CPU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PX Developer Version

1.05F 이후의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1.1 CPU 모듈

제어계 대기계

데이터 트래킹

정지!

제어계에서 사용하고 있던 제어계
디바이스 데이터를 계속 사용

정지 중에 전원 모듈 및 고장난
모듈 등을 교환 가능!

계속 운전 가능!

제어계

제어계 대기계

트래킹 케이블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리모트 I/O국의
전원을 이중화!

리모트 I/O국의
전원을 이중화!

포인트

포인트

1.1.1 특 징



1.1 CPU 모듈
1.1.2 일반 사양

PLC의 일반 사양을 나타냅니다.

항 목 사 양

사용 주위 온도

저장 주위 온도

사용 주위 습도 5~95%RH ,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4

저장 주위 습도 5~95%RH ,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4

내진동

JIS B 3502,

IEC 61131-2

에 준거

주파수 가속도 진폭 인가 횟수

단속적인 진동이

있는 경우 X, Y, Z

각방향 10회
(80분간)연속적인 진동이

있는 경우

내충격 JIS B 3502, IEC 61131-2에 준거(147m/s , XYZ 3 방향 각 3회)2

사용 분위기 부식성 가스가 없을 것

사용 표고*5 2000m 이하

설치 장소 제어반 내

초과 전압

카테고리 *1
II 이하

오염도 *2 2 이하

*1：해당 기기가 공중 배전망에서 구내의 기계 장치에 이를 때까지 어느 배전부에 접속되어 있다고 가정하는지를 나타낸다.
카테고리 II는 고정 설비에서 전원이 공급되는 기기 등에 적용.

정격 300V까지의 기기의 내서지 전압은 2500V.

*2：해당 기기가 사용되고 있는 환경에 있어서의 도전성 물질의 발생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오염도 2는 비도전성의 오염만 발생하며, 일시적 응결에 의해 도전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3：저장 주위 온도는 시스템에 AnS 시리즈 모듈이 포함되는 경우 －20~75℃입니다.

*4：사용 주위 습도 및 저장 주위 습도는 시스템에 AnS 시리즈 모듈이 포함되는 경우 10~90%RH입니다.

*5：PLC는 표고 0m의 대기압 이상으로 가압한 환경에서 사용하거나 저장하지 마십시오.

사용한 경우에는 이상 동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0~55

-25~75℃ *3

10~57Hz

57~150Hz

10~57Hz

57~150Hz

9.8m/s2

4.9m/s2

0.075mm

0.035mm



1.1.3 성능 사양

CPU 모듈의 성능 사양에 대해 나타냅니다.

1.1 CPU 모듈

항 목
베이식 모델 Q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제어 방식 Stored program 반복 연산

입출력 제어 방식 리프레시 방식

프로그램

언어

시퀀스 제어 언어
릴레이 심볼어, 논리 심볼어, MELSAP3(SFC), MELSAP-L,

펑션 블록, 스트럭처드 텍스트(ST)

프로세스 제어 언어

처리 속도

(시퀀스 명령)

처리 속도

(이중화 기능)

트래킹 실행 시간

(스캔 타임 연장 시간)

콘스턴트 스캔

(스캔 타임을 일정하게 하는 기능)
1~2000ms(1ms 단위로 설정 가능) 0.5~2000ms(0.5ms 단위로 설정 가능)

프로그램 용량 ,* *1 2
8k스텝

(32k바이트)

14k스텝

(56k바이트)

28k스텝

(112k바이트)

60k스텝

(240k바이트)

메모리 용량*1

프로그램 메모리

(드라이브 0)

메모리 카드(RAM)

(드라이브 1)
장착 메모리 카드 (최대 2MB)용량과 동일

메모리 카드(ROM)

(드라이브 2)

장착 메모리 카드 용량과 동일

(Flash 카드：최대 4MB,

ATA 카드：최대 32MB)

표준 RAM

(드라이브 3)

표준 ROM

(드라이브 4)

CPU 공유 메모리
* *3 4,

*1：CPU 모듈에 따라 메모리 영역에 저장되는 파일 크기의 단위가 다릅니다.

*2：실행 가능한 최대 시퀀스 스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용량)－(파일 머리글 크기(디폴트：34스텝))

*3：용량은 CPU 모듈의 기능이 향상되어 확장되었습니다.

*4：CPU 공유 메모리는 래치되지 않습니다.

PLC의 전원을 ON하거나 CPU 모듈을 리셋하면, CPU 공유 메모리는 클리어됩니다.

58k바이트

58k바이트

94k바이트

128k바이트 *3

94k바이트

1k바이트

112k바이트 240k바이트

112k바이트 240k바이트

64k바이트 128k바이트 *30

8k바이트

Q00JCPU Q00CPU Q01CPU Q02CPU Q02HCPU Q06HCPU

LD X0 0.20㎲ 0.16㎲ 0.10㎲ 0.079㎲ 0.034㎲

MOV D0 D1 0.70㎲ 0.56㎲ 0.35㎲ 0.237㎲ 0.102㎲



1.1 CPU 모듈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비 고

Stored program 반복 연산

리프레시 방식

다이렉트 액세스 입출력

(DX□, DY□)의 지정에 의

한 다이렉트 액세스 입출력

가능

릴레이 심볼어, 논리 심볼어, MELSAP3(SFC), MELSAP-L,

펑션 블록, 스트럭처드 텍스트(ST)

프로세스 제어용 FBD
PX Developer에 의해 프로

그래밍

디바이스 메모리 48k워드점：22ms

디바이스 메모리 100k워드점：40ms

0.5~2000ms(0.5ms 단위로 설정 가능) 파라미터에 의해 설정

124k스텝

장착 메모리 카드 (최대 2MB)용량과 동일

장착 메모리 카드 용량과 동일

(Flash 카드：최대 4MB, ATA 카드：최대 32MB)

252k스텝 124k스텝 124k스텝252k스텝 252k스텝

496k바이트 496k바이트1008k바이트

(496k바이트) (1008k바이트)

1008k바이트 1008k바이트

(1008k바이트) (1008k바이트)(496k바이트) (496k바이트)

496k바이트

496k바이트 496k바이트1008k바이트 1008k바이트 1008k바이트496k바이트

256바이트 *3

8k바이트

1.1.3 성능 사양

Q12HCPU Q25HCPU Q12PHCPU Q25PHCPU Q12PRHCPU Q25PRHCPU

0.034㎲

0.102㎲



1.1 CPU 모듈

최대 저장

파일 개수

프로그램 메모리

메모리 카드(RAM)

메모리

카드(ROM)

Flash

카드

ATA

카드

표준 RAM

표준 ROM

표준 ROM 쓰기 횟수 최대 10만회

입출력 디바이스 점수

입출력 점수

내부 릴레이[M] 디폴트 8192점(M0~8191)(변경 가능)

래치 릴레이[L] 디폴트 2048점(L0~2047)(변경 가능) 디폴트 8192점(L0~8191)(변경 가능)

링크 릴레이[B] 디폴트 2048점(B0~7FF)(변경 가능) 디폴트 8192점(B0~1FFF)(변경 가능)

타이머[T]

디폴트 512점(T0~511)(변경 가능)

(저속 타이머/고속 타이머 공용)

디폴트 2048점(T0~2047)(변경 가능)

(저속 타이머/고속 타이머 공용)

저속 타이머/고속 타이머는 명령으로 지정

저속 타이머/고속 타이머의 계측 단위는 파라미터에서 설정

(저속 타이머：1~1000ms, 1ms 단위, 디폴트 100ms)

(고속 타이머：0.1~100ms, 0.1ms 단위, 디폴트 10ms)

적산 타이머[ST]

디폴트 0점(저속 적산 타이머/고속 적산 타이머 공용)(변경 가능)

저속 적산 타이머/고속 적산 타이머는 명령으로 지정

저속 적산 타이머/고속 적산 타이머의 계측 단위는 파라미터에서 설정

(저속 적산 타이머：1~1000ms, 1ms 단위, 디폴트 100ms)

(고속 적산 타이머：0.1~100ms, 0.1ms 단위, 디폴트 10ms)

카운터[C]

ㆍ일반 카운터 디폴트 512점

(C0~511)(변경 가능)

ㆍ인터럽트 카운터 최대 128점

(디폴트 0점, 파라미터에 의해 설정)

ㆍ일반 카운터 디폴트 1024점

(C0~1023)(변경 가능)

ㆍ인터럽트 카운터 최대 256점

(디폴트 0점, 파라미터에 의해 설정)

데이터 레지스터[D]
디폴트 11136점(D0~11135)

(변경 가능)
디폴트 12288점(D0~12287)(변경 가능)

링크 레지스터[W] 디폴트 2048점(W0~7FF)(변경 가능) 디폴트 8192점(W0~1FFF)(변경 가능)

어넌시에이터[F] 디폴트 1024점(F0~1023)(변경 가능) 디폴트 2048점(F0~2047)(변경 가능)

에지 릴레이[V] 디폴트 1024점(V0~1023)(변경 가능) 디폴트 2048점(V0~2047)(변경 가능)

*5：파라미터,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 시퀀스 프로그램, SFC 프로그램, 디바이스 코멘트, 디바이스 초기값을 각 1파일씩 저장할 수

있습니다.

*6：CPU 모듈의 기능 향상에 의해 확장되었습니다.

*7：베이식 모델 QCPU의 경우에는 파일 레지스터를 1개만 저장 가능합니다.

*8：CPU 모듈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수는 최대 124개까지입니다. 125개 이상의 프로그램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항 목
베이식 모델 Q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6 *5

1 *7

2080점(X/Y0~7FF) 8192점(X/Y0~1FFF)

(X/Y0~FF)
1024점(X/Y0~3FF) 4096점(X/Y0~FFF)

256점

6 *5 28

256

512

3*6

60

28 60

288

1.1.3 성능 사양

Q00JCPU Q00CPU Q01CPU Q02CPU Q02HCPU Q06HCPU



1.1 CPU 모듈

파일 레지스터, 로컬 디바이

스, 샘플링 트레이스 파일 각

1개만.*7

최대 10만회

프로그램에서의 사용 가능

점수

실제 입출력 모듈과의 액세

스 가능 점수

디폴트 8192점(M0~8191)(변경 가능)

사용 점수는 설정 범위 내

에서 변경 가능

디폴트 8192점(L0~8191)(변경 가능)

디폴트 8192점(B0~1FFF)(변경 가능)

디폴트 2048점(T0~2047)(저속 타이머/고속 타이머 공용)(변경 가능)

저속 타이머/고속 타이머는 명령으로 지정

저속 타이머/고속 타이머의 계측 단위는 파라미터에서 설정

(저속 타이머：1~1000ms, 1ms 단위, 디폴트 100ms)

(고속 타이머：0.1~100ms, 0.1ms 단위, 디폴트 10ms)

디폴트 0점(저속 적산 타이머/고속 적산 타이머 공용)(변경 가능)

저속 적산 타이머/고속 적산 타이머는 명령으로 지정

저속 적산 타이머/고속 적산 타이머의 계측 단위는 파라미터에서 설정

(저속 적산 타이머：1~1000ms, 1ms 단위, 디폴트 100ms)

(고속 적산 타이머：0.1~100ms, 0.1ms 단위, 디폴트 10ms)

ㆍ일반 카운터 디폴트 1024점(C0~1023)(변경 가능)

ㆍ인터럽트 카운터 최대 256점(디폴트 0점, 파라미터에 의해 설정)

디폴트 12288점(D0~12287)(변경 가능)

디폴트 8192점(W0~1FFF)(변경 가능)

디폴트 2048점(F0~2047)(변경 가능)

디폴트 2048점(V0~2047)(변경 가능)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비 고

8192점(X/Y0~1FFF)

4096점(X/Y0~FFF)

124

256

288

512

3*6

124 252 124 252

252 *8 124

124

124

252

252 *8 252 *8

1.1.3 성능 사양

Q12HCPU Q25HCPU Q12PHCPU Q25PHCPU Q12PRHCPU Q25PRHCPU



1.1 CPU 모듈

파일

레지스터

[R]

32768점(R0~32767) 단위로

블록 전환에 의해 최대 65536점

까지 사용 가능

ㆍ표준 RAM 사용 시：

Q02CPUㆍㆍㆍㆍㆍㆍㆍ32768점

(R0~32767)

Q02HCPU, Q06HCPUㆍㆍㆍ32768점

(R0~32767) 단위로 블록 전환에 의해 최대 65536점

까지 사용 가능

ㆍSRAM(1MB) 카드 사용 시：

32768점(R0~32767) 단위로 블록 전환에 의해 최대

517120점까지 사용 가능

ㆍSRAM(2MB) 카드 사용 시：

32768점(R0~32767) 단위로 블록 전환에 의해 최대

1041408점까지 사용 가능

ㆍFlash 카드(2MB) 사용 시：

32768점(R0~32767) 단위로 블록 전환에 의해 최대

1041408점까지 사용 가능

ㆍFlash 카드(4MB) 사용 시：

32768점(R0~32767) 단위로 블록 전환에 의해 최대

1042432점까지 사용 가능

[ZR] 65536점(ZR0~65535)

ㆍ표준 RAM 사용 시：

Q02CPUㆍㆍㆍㆍㆍㆍㆍ32768점

(ZR0~32767)

Q02HCPU, Q06HCPUㆍㆍㆍㆍ65536점

(ZR0~65535), 블록 전환 불필요

ㆍSRAM 카드(1MB) 사용 시：

517120점(ZR0~517119), 블록 전환 불필요

ㆍSRAM 카드(2MB) 사용 시：

1041408점(ZR0~1041407), 블록 전환 불필요

ㆍFlash 카드(2MB) 사용 시：

1041408점(ZR0~1041407), 블록 전환 불필요

ㆍFlash 카드(4MB) 사용 시：

1042432점(ZR0~1042431), 블록 전환 불필요

링크 특수 릴레이[SB]

링크 특수 레지스터[SW]

스텝 릴레이[S] *9 2048점(S0~127/블록)

2048점(SW0~7FF)

인덱스 레지스터[Z]

포인터[P] 300점(P0~299)
4096점(P0~4095), 파라미터에서 로컬 포인터/공통 포인

터의 사용 범위 설정 가능

인터럽트 포인터[I]

128점(I0~127)

파라미터에서 시스템 인터럽트 포인터

I28~31의 주기 간격 설정 가능

(2~1000ms, 1ms 단위)

디폴트 I28：100ms I29：40ms I30：

20ms I31：10ms

256점(I0~255)

파라미터에서 시스템 인터럽트 포인터

I28~31의 고정 스캔 간격 설정 가능

(0.5~1000ms, 0.5ms 단위)

디폴트 I28：100ms I29：40ms 

*9：스텝 릴레이는 SFC 기능용 디바이스입니다.

항 목
베이식 모델 Q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1024점(SB0~3FF)

1024점(SW0~3FF)

10점(Z0~9)

2048점(SW0~7FF)

8192점(S0~8191)

16점(Z0~15)

130：20ms I31：10ms 

1.1.3 성능 사양

Q00JCPU Q00CPU Q01CPU Q02CPU Q02HCPU Q06HCPU



1.1 CPU 모듈

ㆍ표준 RAM 사용 시：

32768점(R0~32767) 단위로 블록 전환에 의해 최대 131072점까지 사용 가능

ㆍSRAM(1MB) 카드 사용 시：

32768점(R0~32767) 단위로 블록 전환에 의해 최대 517120점까지 사용 가능

ㆍSRAM(2MB) 카드 사용 시：

32768점(R0~32767) 단위로 블록 전환에 의해 최대 1041408점까지 사용 가능

ㆍFlash 카드(2MB) 사용 시：

32768점(R0~32767) 단위로 블록 전환에 의해 최대 1041408점까지 사용 가능

ㆍFlash 카드(4MB) 사용 시：

32768점(R0~32767) 단위로 블록 전환에 의해 최대 1042432점까지 사용 가능

ㆍ베이식 모델 QCPU

사용 시：

디바이스 점수는 고정

ATA 카드는 사용 불가능.

ㆍ표준 RAM 사용 시：

131072점(ZR0~131071), 블록 전환 불필요

ㆍSRAM 카드(1MB) 사용 시：

517120점(ZR0~517119), 블록 전환 불필요

ㆍSRAM 카드(2MB) 사용 시：

1041408점(ZR0~1041407), 블록 전환 불필요

ㆍFlash 카드(2MB) 사용 시：

1041408점(ZR0~1041407), 블록 전환 불필요

ㆍFlash 카드(4MB) 사용 시：

1042432점(ZR0~1042431), 블록 전환 불필요

ㆍ베이식 모델 QCPU

사용 시：

디바이스 점수는 고정

ATA 카드는 사용 불가능.

4096점(P0~4095), 파라미터에서 로컬 포인터/공통 포인터의 사용 범위 설정 가능

256점(I0~255)

파라미터에서 시스템 인터럽트 포인터 I28~31의 고정 스캔 간격 설정 가능

(0.5~1000ms, 0.5ms 단위)

디폴트 I28：100ms I29：40ms I30：20ms I31：10ms

ㆍ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사용 시：

Flash 카드 사용 시에는 읽

기만 가능.

ㆍ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사용 시：

Flash 카드 사용 시에는 읽

기만 가능.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비 고

2048점(SB0~7FF)

2048점(SW0~7FF)

8192점(S0~8191)

16점(Z0~15)

1.1.3 성능 사양

Q12HCPU Q25HCPU Q12PHCPU Q25PHCPU Q12PRHCPU Q25PRHCPU

디바이스는 점수 고정



1.1 CPU 모듈

특수 릴레이[SM]

특수 레지스터[SD]

펑션 입력[FX]

펑션 출력[FY]

펑션 레지스터[FD]

디바이스 트래킹 전송 워드수

링크 다이렉트 디바이스

링크 디바이스를 직접 액세스하는 디바이스.

MELSECNET/H 전용.

지정 형식：J□□\X□□, J□□\Y□□, J□□\W□□, J□□\B□□,

J□□\SW□□, J□□\SB□□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디바이스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버퍼메모리를 직접 액세스하는 디바이스.

지정 형식：U□□\G□□

래치(정전 유지) 범위

L0~2047(디폴트)

(B, F, V, T, ST, C, D, W에 대해 래치 범위

설정 가능)

L0~8191(디폴트)

(B, F, V, T, ST, C, D, W에 대해 래치 범위 설정

가능)

RUN/PAUSE 접점
X0~7FF에서 RUN/PAUSE 접점 각 1점 설정

가능
X0~1FFF에서 RUN/PAUSE 접점 각 1점 설정 가능

시계 기능

년, 월, 일, 시, 분, 초, 요일

(윤년 자동 판정)

정밀도 －3.2~＋5.27s(TYP. ＋1.98s) /dat 0℃

정밀도 －2.57~＋5.27s(TYP. ＋2.22s) /dat

25℃

정밀도 －11.68~＋3.65s(TYP. －2.64s) /dat

55℃

년, 월, 일, 시, 분, 초, 요일

(윤년 자동 판정)

정밀도 －3.18~＋5.25s(TYP. ＋2.12s) /dat 0℃

정밀도 －3.93~＋5.25s(TYP. ＋1.90s) /dat 25℃

정밀도 －14.69~＋3.53s(TYP. －3.67s) /dat 55℃

허용 순간 정전 시간

20ms 이내

(AC100V

이상)

전원 모듈에 따름

보호 등급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형 치수

중량

*10：CPU 모듈, 베이스 모듈을 포함한 값입니다.

*11：CPU 모듈, 베이스 모듈, 전원 모듈을 포함한 값입니다.

항 목
베이식 모델 Q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1024점(SM0~1023)

1024점(SD0~1023)

16점(FX0~F)

16점(FY0~F)

5점(FD0~4)

20484점(SM0~ )2047

2048점(SD0~2047)

1.1.3 성능 사양

Q00JCPU Q00CPU Q01CPU Q02CPU Q02HCPU Q06HCPU

IP1X IP2X

H

D

W

0.22A *10 0.25A 0.27A 0.60A 0.64A

98mm

0.66k *11 0.13kg

98mm

245mm *11

97.5mm

27.4mm

89.3mm

0.13kg 0.20kg



1.1 CPU 모듈

최대 100k워드

링크 디바이스를 직접 액세스하는 디바이스.

MELSECNET/H 전용.

지정 형식：J□□\X□□, J□□\Y□□, J□□\W□□, J□□\B□□, J□□\SW□□,

J□□\SB□□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버퍼메모리를 직접 액세스하는 디바이스.

지정 형식：U□□\G□□

L0~8191(디폴트)

(B, F, V, T, ST, C, D, W에 대해 래치 범위 설정 가능)
파라미터에서 설정

X0~1FFF에서 RUN/PAUSE 접점 각 1점 설정 가능

년, 월, 일, 시, 분, 초, 요일(윤년 자동 판정)

정밀도 －3.18~＋5.25s(TYP. ＋2.12s) /dat 0℃

정밀도 －3.93~＋5.25s(TYP. ＋1.90s) /dat 25℃

정밀도 －14.69~＋3.53s(TYP. －3.67s) /dat 55℃

년, 월, 일, 시, 분, 초, 요일(년 자동

판정)

정밀도 －3.2~＋5.27s

(TYP. ＋2.07s) /dat 0℃

정밀도 －2.77~＋5.27s

(TYP. ＋2.22s) /dat 25℃

정밀도 －12.14~＋3.65s

(TYP. －2.89s) /dat 55℃

전원 모듈에 따름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비 고

2048점(SM0~2047)

2048점(SD0~2047)

16점(FX0~F)

16점(FY0~F)

5점(FD0~4)

1.1.3 성능 사양

Q12HCPU Q25HCPU Q12PHCPU Q25PHCPU Q12PRHCPU Q25PRHCPU

IP2X

0.64A

98mm

27.4mm

89.3mm

0.20kg

0.89A

55.2mm

89.3mm

0.30kg

디바이스는 점수 고정



1.1.4 시스템 구성

●베이식 모델 QCPU(Q00CPU, Q01CPU)를 사용한 시스템

구성

(1) 기본 베이스 모듈(Q3□B) 사용 시

Q00JCPU는 전원 모듈, 기본 베이스 모듈 일체형 CPU 모듈입니

다.

전원 모듈, 기본 베이스 모듈은 불필요합니다.

(2)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Q3□RB) 사용 시

*2：Q5□B형 증설 베이스 모듈에는 Q 시리즈 전원 모듈은 불필요

합니다.

Q00JCPU는 전원 모듈, 기본 베이스 모듈 일체형 CPU 모듈입니

다.

전원 모듈, 기본 베이스 모듈은 불필요합니다.

(3)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Q3□SB) 사용 시

● QCPU용 배터리
 (Q6BAT)

● 베이식 모델 QCPU

● Q3□SB형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 ,* *1 2

● 슬림 타입 전원/입출력/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1：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에는 증설 케이블 커넥터가 없습니

다.
증설 베이스 모듈을 접속하거나 GOT를 버스 접속할 수 없습니

다.
*2：전원 모듈은 슬림 타입 전원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전원 모듈에 Q 시리즈 전원 모듈, 이중화 전원 모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Q00JCPU는 전원 모듈, 기본 베이스 모듈 일체형 CPU 모듈입니

다.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CPU 모듈

● QCPU용 배터리
 (Q6BAT)

● 베이식 모델 QCPU

● Q3□B형 기본 베이스 모듈 * 1

● 증설 케이블
● Q 시리즈 전원/입출력/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 Q6□B형 증설 베이스 모듈 * 1

● Q5□B형 증설 베이스 모듈 * 2

● QCPU용 배터리

● 베이식 모델 QCPU

● Q3□RB형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 *1

● 증설 케이블
● 이중화 전원/입출력/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 Q6□RB형 이중화 증설 베이스 모듈 *1

● Q5□B형 증설 베이스 모듈 *2

*1：전원 모듈은 Q 시리즈 전원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전원 모듈에 슬림 타입 전원 모듈, 이중화 전원 모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Q5 □ B형 증설 베이스 모듈에는 Q 시리즈 전원 모듈은 불필

요합니다.

*1：전원 모듈은 이중화 전원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이중화 전원 모듈은 1개의 이중화 베이스 모듈상에서
Q63RP와 Q64RP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 모듈에 Q 시리즈 전원 모듈, 슬림 타입 전원 모듈
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싱글 CPU 시스템 구성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를 사용한 시스템 구성

(1) 기본 베이스 모듈(Q3□B) 사용 시

● 메모리 카드 * 1

● Q7BAT-SET

●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 배터리 홀더● QCPU용 배터리(Q7BAT)

● Q8BAT-SET● Q3□B형 기본 베이스 모듈 * 2

● 증설 케이블 ● Q 시리즈 전원/입출력/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 Q6□B형 증설 베이스 모듈 *2

● Q5□B형 증설 베이스 모듈 *3

● QA1S6□B형 증설 베이스 모듈

● QA6□B형 증설 베이스 모듈

● A 시리즈 전원/입출력/

특수 기능 모듈

*1：메모리 카드는 1개를 장착합니다. 메모리 카드는 SRAM 카드,

Flash 카드, ATA 카드 중에서 용도와 용량에 따라 선정합니다.
시판되고 있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

동작을 보증할 수

없습니
*2：전원 모듈은 Q 시리즈 전원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전원 모듈에 슬림 타입 전원 모듈, 이중화 전원 모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Q5□B형 증설 베이스 모듈에는 Q 시리즈 전원 모듈이 불필요

합니다.

(2)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Q3□RB) 사용 시

● 프로세스 CPU를 사용한 시스템 구성

(1) 기본 베이스 모듈(Q3□B) 사용 시

1.1 CPU 모듈

● QCPU용 배터리(Q6BAT)

● Q8BAT-SET

● Q8BAT 접속 케이블 ● QCPU용 배터리(Q8BAT)

● 메모리 카드 *1

● QCPU용 배터리(Q6BAT)

● Q7BAT-SET ●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 배터리 홀더 ● QCPU용 배터리(Q7BAT) ● Q3□RB형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 *2

● Q8BAT-SET

● Q8BAT 접속 케이블 ● QCPU용 배터리(Q8BAT)

● 이중화 전원/입출력/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 증설 케이블

● Q6□RB형 이중화
증설 베이스 모듈 *2

● Q5□B형 증설 베이스 모듈 *3

*1：메모리 카드는 1개를 장착합니다. 메모리 카드는 SRAM 카드,
Flash 카드, ATA 카드 중에서 용도와 용량에 따라 선정합니다.

시판되고 있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

동작을 보증할 수
없습니

*2：전원 모듈은 이중화 전원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이중화 전원 모듈은 1개의 이중화 베이스 모듈상에서 Q63RP
와 Q64RP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 모듈에 Q 시리즈 전원 모듈, 슬림 타입 전원 모듈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3：Q5□B형 증설 베이스 모듈에는 Q 시리즈 전원 모듈이 불필요
합니다.

*1：메모리 카드는 1개를 장착합니다. 메모리 카드는 SRAM 카드,
Flash 카드, ATA 카드 중에서 용도와 용량에 따라 선정합니다.

*2：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에는 증설 케이블 커넥터가 없습니
다.

증설 베이스 모듈을 접속하거나 GOT를 버스 접속할 수 없습니
다.

*3：전원 모듈은 슬림 타입 전원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전원 모듈에 Q 시리즈 전원 모듈, 이중화 전원 모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판되고 있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

동작을 보증할 수
없습니

(3)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Q3□SB) 사용 시

● 메모리 카드 *1

● QCPU용 배터리(Q6BAT)

●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 Q7BAT-SET

● Q3□SB형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 ,* *2 3

● 배터리 홀더 ● QCPU용 배터리(Q7BAT)

● Q8BAT-SET

● Q8BAT 접속 케이블 ● QCPU용 배터리(Q8BAT)

● 슬림 타입 전원/입출력/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 메모리 카드 *1

● QCPU용 배터리(Q6BAT)

● 프로세스 CPU
● Q7BAT-SET

● Q3□B형 기본 베이스 모듈 *2

● 배터리 홀더 ● QCPU용 배터리(Q7BAT)

● Q8BAT-SET

● Q8BAT 접속 케이블 ● QCPU용 배터리(Q8BAT)
● 증설 케이블 ● Q 시리즈 전원/입출력/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 Q6□B형 증설 베이스 모듈 *2

● Q5□B형 증설 베이스 모듈 *3

*1：메모리 카드는 1개를 장착합니다. 메모리 카드는 SRAM 카드,
Flash 카드, ATA 카드 중에서 용도와 용량에 따라 선정합니다.

시판되고 있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

동작을 보증할 수
없습니

*2：전원 모듈은 Q 시리즈 전원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전원 모듈에 슬림 타입 전원 모듈, 이중화 전원 모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Q5□B형 증설 베이스 모듈에는 Q 시리즈 전원 모듈이 불필요
합니다.

프로세스 CPU에서는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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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Q3□RB) 사용 시

프로세스 CPU에서는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구성의 개요

(1) Q00JCPU 사용 시

(b) 주의 사항

ㆍ증설 케이블의 총연장 거리는 13.2m 이내에서 사

용하십시오.

ㆍ증설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주회로(고전압, 대

전류)선과는 함께 배선하거나 근접시키지 마십시

오.

ㆍ증설 단수는 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하십시

오.

ㆍ증설 베이스 모듈에서 QA1S6□B, QA6□B,

Q6□RB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ㆍ증설 베이스 모듈에 Q5□B/Q6□B를 함께 사용하

는 경우, Q5□B, Q6□B의 접속 순서에 제약은 없

습니다.

ㆍ증설 케이블은 베이스 모듈 증설 케이블 커넥터의

OUT에서 다음 단 증설 베이스 모듈의 IN에 접속하

십시오.

ㆍ실제 모듈을 장착한 개수가 최대 입출력 모듈 장착

수를 초과하였을 때, 에러 「SP.UNIT LAY ERR.」

(에러 코드：2124)가 됩니다.

(2)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Q3□SB) 사용 시

■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각 슬롯에 32점 모듈

(a) 시스템 제약, 사용 가능한 베이스 모듈, 전

원 모듈

구성 시

(b) 주의 사항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에는 프로세스 CPU, 이

중화 CPU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은 증설용 케이블 커넥터

가 없습니다.

증설 베이스 모듈을 접속하거나 GOT를 버스 접속할

수 없습니다.

1.1 CPU 모듈

*1：메모리 카드는 1개를 장착합니다. 메모리 카드는 SRAM 카드,
Flash 카드, ATA 카드에서 용도와 용량에 따라 선정합니다.

시판되고 있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

동작을 보증할 수
없습니

*2：전원 모듈은 이중화 전원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3：Q5□B형 증설 베이스 모듈에는 Q 시리즈 전원 모듈이 불필요
합니다.

이중화 전원 모듈은 1개의 이중화 베이스 모듈상에서 Q63RP
와 Q64RP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 모듈에 Q 시리즈 전원 모듈, 슬림 타입 전원 모듈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Q7BAT-SET

● QCPU용 배터리(Q6BAT)

● Q3□RB형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 *2

● 배터리 홀더 ● QCPU용 배터리(Q7BAT)

● Q8BAT-SET

● Q8BAT 접속 케이블 ● QCPU용 배터리(Q8BAT)

● 이중화 전원/입출력/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 증설 케이블

● Q6□RB형 이중화
증설 베이스 모듈 *2

● Q5□B형 증설 베이스 모듈 *3

● 메모리 카드 *1

● 프로세스 CPU

■ Q00JCPU………각 슬롯에 16점 모듈을 장착한 경우

……슬롯 번호

……입출력 번호

■ 증설 베이스 모듈………각 슬롯에 16점 모듈을 장착한 경우

Q68B(8슬롯 점유) 증설
1단

Q65B(5슬롯 점유)
증설
2단

장착 시 에러 발생

(a) 시스템 제약, 사용 가능한 베이스 모듈, 증

케이블, 전원 모듈설

구성 시

증설 베이스 모듈의

최대 증설 단수
증설 2단

최대 입출력

모듈 장착수
16모듈

사용 가능한 증설

베이스 모듈 형명

전원 모듈

불필요 타입
Q52B, Q55B

Q 시리즈 전원 모듈

장착 타입

Q63B, Q65B,

Q68B, Q612B

증설 케이블 형명
QC05B, QC06B, QC12B, QC30B, QC50B,

QC100B

Q 시리즈

전원 모듈 형명

Q61P, Q61P-A1, Q61P-A2, Q62P, Q63P,

Q64P

Q35SB(5슬롯 점유) 을 장착한 경우

……슬롯 번호

……입출력 번호

슬림 타입
전원 모듈

CPU 모듈

최대 입출력

모듈 장착수
5모듈

사용 가능한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 형명

Q32SB, Q33SB, Q35SB

슬림 타입

전원 모듈 형명
Q61SP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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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베이스 모듈(Q3□B) 사용 시

■ 기본 베이스 모듈………각 슬롯에 32점 모듈을 장착한 경우

(a) 시스템 제약, 사용 가능한 베이스 모듈, 증

설 케이블, 전원 모듈

구성 시

(b) 주의 사항

ㆍ증설 케이블의 총연장 거리는 13.2m 이내에서 사

용하십시오.

ㆍ증설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주회로(고전압, 대

전류)선과는 함께 배선하거나 근접시키지 마십시

오.

ㆍ증설 단수는 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하십시

오.

ㆍ증설 베이스 모듈에 Q5□B/Q6□B와 QA6□B,

QA1S6□B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Q5□B/Q6□B

를 접속한 후에 QA6 □ B, QA1S6 □ B를 접속하

십시오. 증설 단수는 Q5□B/Q6□B부터 순서대로

설정하십시오. Q5□B, Q6□B의 접속 순서에 제

은 없습니다.약

ㆍ증설 베이스 모듈에 Q6□RB는 접속할 수 없습니

다.

ㆍ증설 케이블은 베이스 모듈 증설 케이블 커넥터의

OUT에서 다음 단 증설 베이스 모듈의 IN에 접속

하십시오.

ㆍ실제 모듈을 장착한 개수가 최대 입출력 모듈 장착

수를 초과하였을 때, 에러 「SP.UNIT LAY ERR.」

(에러 코드：2124)가 됩니다.

Q00CPU, Q01CPU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됩

니다.

증설 베이스 모듈의 최대 증설 단수：증설 4단

최대 입출력 모듈 장착수 ：24 모듈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사용 시만 사용 가능합니다.

(4)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Q3□RB) 사용 시

■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각 슬롯에 32점 모듈을 장착한 경우

1.1 CPU 모듈

Q312B (12슬롯 점유)

슬롯 번호

입출력 번호

Q시리즈
전원 모듈

CPU 모듈

■ 증설 베이스 모듈………각 슬롯에 32점 모듈을 장착한 경우

증설
1단

장착 시 에러
발생

Q612B (12슬롯 점유)

Q55B (5슬롯 점유)

Q68B (8슬롯 점유)

Q68B (8슬롯 점유)

증설
2단

증설
3단

증설
4단

증설
7단

증설
6단

증설
5단

QA1S68B (8슬롯 점유)

QA1S68B (8슬롯 점유)

QA1S65B (5슬롯 점유)

A시리즈 전원 모듈

증설 베이스 모듈의 최대

증설 단수
증설 7단

최대 입출력

모듈 장착수
64모듈

사용 가능한 기본 베이스

모듈 형명
Q33B, Q35B, Q38B, Q312B

사용 가능한 증설 베이스

모듈 형명

전원 모듈

불필요 타입
Q52B, Q55B

Q 시리즈

전원 모듈

장착 타입

Q63B, Q65B,

Q68B, Q612B

A 시리즈

전원 모듈

장착 타입

QA1S65B,

QA1S68B,

QA65B,

QA68B

증설 케이블 형명
QC05B, QC06B, QC12B,

QC30B, QC50B, QC100B

Q 시리즈

전원 모듈 형명

Q61P, Q61P-A1, Q61P-A2,

Q62P, Q63P, Q64P

A 시리즈

전원 모듈 형명주

A1S61PN, A1S62PN, A1S63P,

A61P, A61PEU, A62P, A62PEU,

A63P 
주1.2

주1.1

주1.1

주1.2

■ 증설 베이스 모듈………각 슬롯에 32점 모듈을 장착한 경우

Q38RB (8슬롯 점유)

슬롯 번호

입출력 번호

이중화
전원 모듈

CPU 모듈1

증설
1단

CPU 모듈2
CPU 모듈3

CPU 모듈4

증설
2단

증설
3단

증설
4단

증설
7단

증설
6단

증설
5단

(5슬롯 점유)

Q68RB (8슬롯 점유)

Q68RB (8슬롯 점유)

Q68RB (8슬롯 점유)

Q68RB (8슬롯 점유)

Q68RB (8슬롯 점유)

Q68RB (8슬롯 점유)

Q55B

베이직

주1.1

주1.2

하이
퍼포먼스

주1.2

하이
퍼포먼스

베이직

주1.1

1.1.4 시스템 구성



(a) 시스템 제약, 사용 가능한 베이스 모듈, 증

설 케이블, 전원 모듈

구성 시

Q00CPU, Q01CPU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증설 베이스 모듈의 최대 증설 단수：증설 4단

최대 입출력 모듈 장착수 ：24 모듈

주변기기의 구성

베이식 모델 Q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를 사용한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주변기기의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베이식 모델 QCPU 사용 시

*：베이식 모델 QCPU를 사용할 수 있는 GX Developer, GX
Configurator의 버전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사용 시

*1：ATA 카드는 GX Developer 이외의 제품을 사용하여 포맷하지
마십시오.

*2：Q02CPU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를 사용할 수 있는 GX Developer,
GX Configurator의 버전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프로그래밍 모듈(EPU01), 접속 케이블(EPU20R2CBL)에 대해
서는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5：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4012” 이후인 하이 퍼포먼스 모
델 QCPU에 “고속 인터럽트 고정 스캔 간격”을 설정한 파라미
터를 쓴 경우, 프로그래밍 모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CPU 모듈

증설 베이스 모듈의 최대

증설 단수
증설 7단

최대 입출력 모듈 장착수 64모듈

사용 가능한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 형명
Q38RB

사용 가능한 증설

베이스 모듈 형명

전원 모듈

불필요 타입
Q52B, Q55B

이중화 전원

모듈 장착

타입

Q68RB

증설 케이블 형명
QC05B, QC06B, QC12B,

QC30B, QC50B, QC100B

이중화 전원 모듈 형명 Q63RP, Q64RP

주1.3

주1.3

(b) 주의 사항

ㆍ증설 케이블의 총연장 거리는 13.2m 이내에서 사

용하십시오.

ㆍ증설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주회로(고전압, 대

전류)선과는 함께 배선하거나 근접시키지 마십시

오.

ㆍ증설 단수는 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하십시

오.

ㆍ증설 베이스 모듈에 Q5□B/Q6□RB를 함께 사용

하는 경우, Q5□B, Q6□RB의 접속 순서에 제약은

없습니다.

ㆍ증설 베이스 모듈에 QA6□B, QA1S6□B, Q6□B

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ㆍ증설 케이블은 베이스 모듈 증설 케이블 커넥터의

OUT에서 다음 단 증설 베이스 모듈의 IN에 접속

하십시오.

ㆍ실제 모듈을 장착한 개수가 최대 입출력 모듈 장착

수를 초과하였을 때, 에러 「SP.UNIT LAY ERR.」

(에러 코드：2124)가 됩니다.

ㆍ이중화 베이스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GOT를

버스 접속할 수 없습니다.

■ 베이식 모델 QCPU

● RS-232 케이블■ PC(GX Developer, GX Configurator) *

■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 메모리 카드 * 1

■ PC
(GX Developer, GX Configurator) *3

● 메모리
카드 *1

● PC 카드
어댑터

■ 프로그래밍 모듈,
접속 케이블 ,* *4 5

● RS-232 케이블

● USB 케이블*2

베이직

주1.3

베이직

주1.3

1.1.4 시스템 구성



●프로세스 CPU 사용 시

*1：ATA 카드는 GX Developer 이외의 제품을 사용하여 포맷하지

마십시오.
*2：프로세스 CPU를 사용할 수 있는 GX Developer, GX

Configurator, PX Developer의 버전은 본 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구성 가능한 기기,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성 가능한 기기 및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

어 패키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성 시

●온라인 모듈 교환이 가능한 모듈

온라인 모듈 교환이 가능한 모듈은 프로세스 CPU 및 이중

화 CPU가 관리하고 있는 모듈입니다. 베이식 모델 Q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모션 CPU, PC CPU 모듈이 관

리하고 있는 모듈은 온라인 모듈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이 가능한 모듈을 나타냅니다.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1) 싱글 CPU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GX Developer, PX

Developer의 버전

(2) 싱글 CPU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GX Configurator의

버전

1.1 CPU 모듈

■ 프로세스 CPU

● 메모리 카드 *1

● RS-232 케이블

■ PC
(GX Developer,

● USB 케이블

● 메모리

카드 *1
● PC 카드

어댑터

GX Configurator, PX Developer) *2

모듈 종류 제약

입력 모듈

제약 없음출력 모듈

입출력 혼합 모듈

인테리전트 기능

모듈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모듈

기능 버전 C에서 대응

(이중화 CPU 사용 시는 온

라인 모듈 교환 불가능)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모듈

온도 입력 모듈

온도 조절 모듈

루프 컨트롤 모듈

펄스 입력 모듈

CPU 모듈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버전

베이식 모델

QCPU
Version 7.00 A 이후

사용 불가능
하이퍼포먼스 모델

QCPU
Version 4.00 A 이후

프로세스 CPU Version 7.10 L 이후 * Version 1.00 A 이후

*：PX Developer 사용 시, GX Developer는 Version 7.12 N 이후를 사

용하십시오.

CPU

모듈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버전

제품명 버전

베이식

모델

QCPU

Versin 1.10 이후 * *1, 2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Versin 1.10 이후 * *3, 10

Versin 1.10 이후

Versin 1.10 이후 *4

Versin 1.10 이후 * *5, 6

Versin 1.10 이후 *8

Versin 1.10 이후

Versin 2.10 이후 *9

Versin 1.10 이후

Versin 1.13 이후

00A 이후 * *1, 2

00A 이후 * *3, 10

00A 이후 *7

00A 이후 *4

00A 이후 *8

00A 이후

Versin 2.00 이후 *9

Versin 1.00 이후

Versin 1.13 이후

Versin 1.13 이후 * *1, 2

Versin 1.13 이후 * *3, 10

Versin 1.13 이후

Versin 1.13 이후 *4

Versin 1.13 이후 *6

Versin 1.13 이후 *8

Versin 1.13 이후

Versin 2.13 이후 *9

Versin 1.13 이후

Versin 1.13 이후

SW0D5C-QADU

SW0D5C-QDDU

SW0D5C-QSDU

SW0D5C-QCTU

Versin 1.00 이후 * *5, 6

SW0D5C-QCTU

SW0D5C-QFLU

*1：Q64AD-GH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Version 1.13 P 이후를 사

하십시오.용
*2：Q62AD-DGH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Version 1.14 Q 이후를

사용하십시오.
*3：Q62DA-FG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Version 1.14 Q 이후를 사

용하십시오.
*4：QD60P8-G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Version 1.14 Q 이후를 사

용하십시오.
*5：Q64TDV-GH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Version 1.13 P 이후를 사

용하십시오.
*6：Q64RD-G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Version 1.17T 이후를 사용

하십시오.
*7：QJ71CMO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Version 1.10 L 이후를 사용

하십시오.
*8：Q62HLC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Version 1.20 W 이후를 사용하

십시오.
*9：QD75MH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Version 2.20W 이후를 사용하

십시오.
*10：Q62DAN, Q64DAN, Q68DAVN, Q68DAIN의 형명은

Version2.03D 이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의 소

웨어 패키지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 “N”이 없는 형명을 선

하면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

트

택

1.1.4 시스템 구성

GX Developer PX Developer



시스템 구성 시의 주의 사항

Q 시리즈 CPU 모듈로 싱글 CPU 시스템 제약에 대

해 설명합니다.

구성 시

●장착 장수에 제약이 있는 모듈

모듈의 종류에 따라 장착 장수나 기능에 제약이 있습니다.

(1) 베이식 모델 QCPU 사용 시

*2：인터럽트 포인터를 설정하지 않은 인터럽트 모듈의 장수를 나
타냅니다. 인터럽트 포인터를 설정한 경우에는 장착 장수에 제
약이 없습니다.

(2)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사용 시

*3：GX Developer에 의해 CC-Link용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설정
하여 . CC-Link 의 전
용 명령에 의해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장착 장수에 제
한이 없습니다.

1 CPU당 4장까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4：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사용 시만 사용 가능한 모듈입니다.

●전원 모듈, 베이스 모듈, CPU 모듈 조합

전원 모듈, 베이스 모듈 및 CPU 모듈의 조합 시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예) 이중화 전원 모듈(Q6 □ RP)은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

듈(Q3□RB), 이중화 증설 베이스 모듈(Q6□RB)에 대해

서만 장착 가능.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사용 시의 주의 사항

(1) 다음과 같은 A 시리즈 특수 기능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액세스할 수 있는 디바이스 범위에 제약이 있습니다.

ㆍAJ71J92-S3형 JEMANET 인터페이스 모듈

ㆍA1SJ71J92-S3형 JEMANET 인터페이스 모듈

ㆍAD51H-S3형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 모듈

ㆍA1SD51S형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 모듈

(2) 다음과 같은 모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CPU 모듈

*1：기능 버전 B 이후의 제품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품 명 형 명
1 시스템당 장착

장수 제한

Q 시리즈

MELSECNET/H

네트워크

QJ71BR11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PLC 간 네트워크에서

1장만

Q 시리즈 Ethernet

인터페이스

QJ71E71-B2

QJ71E71-B5

QJ71E71-100

1장만

Q 시리즈 CC-Link

시스템 마스터ㆍ

로컬 모듈

QJ61BT11N 2장까지 *1

인터럽트 모듈 QI60 1장만 *2

Q 시리즈

MELSECNET/H

네트워크

QJ71BR11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PLC 간 네트워크/리모트

I/O 네트워크에서 합계 4

장까지

Q 시리즈 Ethernet

인터페이스

QJ71E71-B2

QJ71E71-B5

QJ71E71-100

4장까지

Q 시리즈 CC-Link

시스템 마스터ㆍ

로컬 모듈

QJ61BT11N 제한 없음 *3

MELSECNET/

MINI-S3 데이터

링크 모듈

AJ71T32-S3

AJ71PT32-S3

A1SJ71PT32-S3

제한 없음(다만 자동 리프

레시 기능 설정 불가능)

A 시리즈 대응 특수

기능 모듈 *4

AD51

AD51H-S3

AJ71J92-S3

A1SD51S

A1SJ71J92-S3

합계 6장까지

인터럽트 모듈

AI61 *4

AI61-S1 *4

A1SI61 *4
1장만

QI60

품 명 형 명
1 시스템당 장착

장수 제한

디바이스 액세스 가능 디바이스 범위

입력(X), 출력(Y) X/Y0~7FF

내부 릴레이(M)/래치 릴레이(L) M0~8191

링크 릴레이(B) B0~FFF

타이머(T) T0~2047

카운터(C) C0~1023

데이터 레지스터(D) D0~6143

링크 레지스터(W) W0~FFF

어넌시에이터(F) F0~2047

품 명 형 명

MELSECNET/10

네트워크 모듈

MELSECNET(Ⅱ),

/B데이터 링크 모듈

Ethernet 인터페이스 모듈

1.1.4 시스템 구성



(3) QnA/A 시리즈 프로그램 명령 중에 다음과 같은 모듈 전

용 명령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FROM/TO 명령으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4) “고속 인터럽트 고정 스캔 간격”을 설정한 파라미터를

쓴 경우, 시스템 구성 및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일부 제

한됩니다.

●GOT 접속 시의 주의 사항

GOT는 GOT1000 시리즈, GOT-A900 시리즈, GOTF900 시

리즈(Q 모드 대응 기본 OS 및 통신 드라이버의 인스톨이 필

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GOT800 시리즈, A77GOT, A64GOT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GOT1000 시리즈, GOT-A900 시리즈, GOT-F900 시리즈

가 지원하고 있는 접속 형식에 대해서는 각 GOT 시리즈의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시리얼 No.와 기능 버전의 확인 방법

CPU 모듈의 시리얼 No.와 기능 버전은 정격명판과 GX

Developer의 시스템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격명판에서의 확인

정격명판은 CPU 모듈의 측면에 있습니다.

시리얼 No. (상위 5자리)

기능 버전

적합한 규격 마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모니터(제품 정보 일람)에서의 확인

시스템 모니터는 GX Developer의

를 선택하여 표시합니다.

시스템 모니터에서는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시리얼 No.와

기능 버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agnostics]→

[System Monitor]

시리얼 No. 기능 버전

●시리얼 No. 확인 시의 주의 사항

정격명판에 기재되어 있는 시리얼 No.와 GX Developer의

제품 정보에 표시되는 시리얼 No.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ㆍ정격명판의 시리얼 No.는 제품의 관리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ㆍGX Developer의 제품 정보에 표시되는 시리얼 No.는 제

품의 기능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품의 기능 정보는 기능 추가 시에 갱신됩니다.

MELSEC-A(대형) 시리즈 생산 중지 소식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사용 시에 사용 가능한 A(대형)

시리즈 입출력 모듈, 특수 기능 모듈은 아래와 같은 시기에

생산 중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생산 중지 시기

수주 생산 시작

수주 마감

최종 생산일

2005년10월1일

2006년 8월말

2006년 9월말

생산 중지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테크니컬 뉴스

PLC-D-506을 참조하십시오.

MELSECNET/MINI-S3 생산 중지 소식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사용 시에 사용 가능한

MELSECNET/MINI-S3 데이터 링크 모듈은 아래와 같은 시

기에 생산 중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생산 중지 시기

수주 생산 시작

수주 마감

최종 생산일

2007년10월1일

2008년 8월말

2008년 9월말

생산 중지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테크니컬 뉴스

PLC-D-533을 참조하십시오.

1.1 CPU 모듈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계산기

링크 모듈

CC-Link 마스터ㆍ로컬 모듈

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A1SJ71CMO-S3

품 명 형 명

고속 카운터 모듈

위치결정 모듈

품 명 형 명

1.1.4 시스템 구성



베이식 모델 QCPU

■메모리 구성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식 모델 QCPU에서 취급하는 메모리와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 설명합니다.

●메모리 구성

*1：Q00JCPU에는 표준 RAM이 없습니다.
파일 레지스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프로그램 메모리
프로그램 메모리는 연산용 프로그램을 베이식 모델

QCPU가 저장하는 메모리입니다.

(2) 표준 ROM

표준 ROM은 베이식 모델 QCPU에서 부트 운전을 실행

하기 위한 메모리입니다.

(3) 표준 RAM

표준 RAM은 파일 레지스터용 메모리입니다.

(4) CPU 공유 메모리
CPU 공유 메모리는 멀티 CPU 시스템의 각 CPU 모듈

간에 데이터의 읽기/쓰기를 실행하기 위한 메모리입니

다.

●각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프로그램 메모리, 표준 RAM, 표준 ROM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와 드라이브 No.를 나타냅니다.

●메모리 용량과 포맷 필요 여부

각 메모리의 메모리 용량과 포맷의 필요 여부를 나타냅니다.

데이터를 각 메모리에 쓰는 경우, CPU 모듈과 메모리 영역에 따

라 저장되는 용량의 단위가 다릅니다.

1.1 CPU 모듈
1.1.5 CPU 모듈에서 취급하는 메모리와 파일

프로그램 메모리

파라미터 프로그램

디바이스 코멘트 디바이스 초기값

표준 ROM

파라미터 프로그램

디바이스 코멘트 디바이스 초기값

표준 RAM*1

파일 레지스터

CPU 공유 메모리

ㆍCPU 모듈

CPU 모듈 내장 메모리

파일명과

확장자

프로그램

메모리

표준

RAM*5

표준

ROM

드라이브 No. *7

파라미터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

시퀀스 프로그램

SFC 프로그램

파일 레지스터

디바이스 코멘트

디바이스 초기값

사용자 설정 시스템

영역*6

*1：표준 ROM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PLC 파라미터에서 프로그램 메모리에 대한 부트 지정이 필요
합니다.

*2：GX Developer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시퀀스 프로그램의 명령에서 디바이스 코멘트를 사용할 수 없
습니다.

*3：표준 RAM에는 파일 레지스터를 1 파일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4：시퀀스 프로그램, ST 프로그램 또는 SFC 프로그램 중에 하나

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5：Q00JCPU에는 표준 RAM이 없습니다.
*6：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영역을 설정합니다.

*7：드라이브 No.는 시퀀스 프로그램이나 MC 프로토콜을 사용한
외부 기기 등에서 읽기/쓰기하는 대상 메모리의 지정에 사용합
니다.

GX Developer에서는 대상 메모리명으로 지정하므로, 드라이
No.를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브

◎：필요 데이터, ○：저장 가능 데이터, ×：저장 불가능 데이터

포맷 필요 여부

프로그램

메모리
58k바이트 필요*1

표준 ROM 불필요

표준 RAM

94k바이트

94k바이트

94k바이트

94k바이트

128k바이트

58k바이트

없음

*1：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GX Developer로 포맷하십시오.
*2：기능 버전 A의 Q00CPU, Q01CPU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GX Developer로 표준 RAM을 포맷하십시오.

기능 버전 B의 Q00CPU, Q01CPU는 사용하기 전에 포맷할
필요가 없습니다.

(GX Developer에서 기능 버전 B의 Q00CPU, Q01CPU에 표준
RAM을 포맷하면, GX Developer에 에러 코드：4150H가 표시
됩니다.)

포인트

Q00JCPU Q00CPU Q01CPU

*2



■프로그램 메모리

●프로그램 메모리란

프로그램 메모리는 베이식 모델 QCPU가 연산하기 위한 프

로그램을 저장하는 메모리입니다.

표준 ROM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메모리에

부트(읽기)하여 연산을 실행합니다.

●저장 가능한 데이터

프로그램 메모리에는 파라미터,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

미터, 프로그램, 디바이스 코멘트, 디바이스 초기값, 사용자

용의 시스템 영역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하는 데이터의 총용량이 프로그램 메모

리의 프로그램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용 시스템 영역을

줄일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프로그램 메모리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GX Developer로 프로그램 메모리

를 포맷하십시오.

(1) 포맷의 실행

포맷은 GX Developer의 [Online]→

[Format PLC memory]에서 대상 메모리에 "Program

memory/Device memory"를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2) 사용자용 시스템 영역 작성

프로그램 메모리를 포맷하는 경우, 사용자용 시스 영

역의 용량을 설정합니다.

템

(a) 사용자 시스템 영역을 작성하지 않는다용

사용자 시스템 영역을 작성하지 않고 포맷합니다.용

(b) 사용자 시스템 영역을 작성한다용

포맷 시 사용 시스템 영역을 작성합니다.용

사용자 시스템 영역에는 아래와 같은 영역이 있습

니다.

용

사용자 시스템 영역을 작성하면, 영역을 작성한 스텝만큼 사용

가능한 영역이 줄어듭니다.

메모리 용량은 GX Developer의 PLC 읽기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

니다.

용

(3) 포맷 후의 메모리 용량의 확인

메모리 용량은 GX Developer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nline]→[Read from

PLC]

(a) PLC 읽기 화면의 대상 메모리에서 "Program

memory/Device memory"를 선택합니다.

(b) 버튼을 클릭합니다.Free space volume

(c) Total free space volume 항목에 메모리 용량이 표

시됩니다.

(a) 대상 메모리를 선택

(b) Free space volume 버튼을 클릭 (c) 메모리 용량
이 표시된다

1.1 CPU 모듈

시스템 영역 형식 내용

다른 국에서의 모니

터를 고속으로 하기

위한 영역

본 영역을 설정하면,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등에 접속되어 있는 GX Developer에서의 모니

터 속도가 빨라집니다.

본 영역은 복수 위치에서 동시에 모니터하는 경

우,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등에 접속되어 있

는 GX Developer에서의 모니터 데이터 등록에

사용합니다.

복수 블록의 RUN

중 쓰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영역

(FB 정의/ST RUN

중 쓰기용 영역)

본 영역을 설정하면, 복수 블록의 RUN 중 쓰기

가 가능해집니다.

포인트

포인트

1.1.5 CPU 모듈에서 취급하는 메모리와 파일



●프로그램 메모리에 대한 쓰기

프로그램 메모리에 대한 데이터의 쓰기는 GX Developer의

에서 실행합니다.[Online]→[Write to PLC]

PLC 쓰기 화면의 대상 메모리에서

를 선택하고 PLC 쓰기를 실행합니다.

"Program memory/

Device memory"

파일 크기에는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점유하는 메모리 용량은 실제의 파일 크기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

습니다.

■표준 ROM

●표준 ROM이란

표준 ROM은 베이식 모델 QCPU에서 부트 운전을 실행하기

위한 메모리입니다.

표준 ROM은 배터리 백업없이 프로그램이나 파라미터를 저

장하는 경우 등에 사용합니다.

표준 ROM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메모리에

부트(읽기)하여 연산합니다.

●저장 가능한 데이터

표준 ROM에는 파라미터,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

프로그램, 디바이스 코멘트, 디바이스 초기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용량의 확인

메모리 용량은 GX Developer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nline]→[Read from

PLC]
(1) PLC 읽기 화면의 대상 메모리에서 을

선택합니다.

"Standard ROM"

(2) 버튼을 클릭합니다.Free space volume

(3) 에 메모리 용량이 표시됩니다.Total free space volume
(1) 대상 메모리를 선택

(2) Free space volume

버튼을 클릭

(3) 메모리 용량이 표시된다

●표준 ROM에 대한 쓰기

표준 ROM에 대한 쓰기는 GX Developer의 [Online]→[Write

to PLC (Flash ROM)]→[Write the program memory to

ROM...]에서 실행합니다.

파일 크기에는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점유하는 메모리 용량은 실제의 파일 크기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

습니다.

●표준 ROM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

표준 ROM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연산할 수 없으

므로, 표준 ROM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메모

리에 부트(읽기)하여 사용합니다.

1.1 CPU 모듈

포인트

포인트

1.1.5 CPU 모듈에서 취급하는 메모리와 파일



■표준 RAM

●표준 RAM이란

표준 RAM은 파일 레지스터용 메모리입니다.

(Q00CPU, Q01CPU만)

표준 RAM의 파일 레지스터는 데이터 레지스터와

고속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로

●입력 데이터

표준 RAM에는 1개의 파일 레지스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표준 RAM을 사용하기 전에

ㆍ기능 버전 A의 Q00CPU, Q01CPU는 사용하기 전에 반

시 GX Developer로 표준 RAM을 포맷하십시오.드

ㆍ기능 버전 B의 Q00CPU, Q01CPU는 사용하기 전에 포

할 필요가 없습니다.맷

(GX Developer에서 기능 버전 B의 Q00CPU, Q01CPU

표준 RAM을 포맷하면, GX Developer에 에러 코드：

4150H가 표시됩니다.)

에

●표준 RAM에 대한 쓰기

RAM에는 GX Developer의 [Online]→[Write to PLC]에서

데이터를 씁니다.

PLC 쓰기 화면의 대상 메모리에서 을 선택

하고 PLC 쓰기를 실행합니다.

"Standard RAM"

파일 크기에는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점유하는 메모리 용량은 실제의 파일 크기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

습니다.

■표준 ROM의 프로그램 실행(부트 운전)과 쓰기

●표준 ROM의 프로그램 실행(부트 운전)

(1) 표준 ROM의 프로그램 실행
베이식 모델 QCPU는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연산합니다.

표준 ROM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연산하지

습니다.않

표준 ROM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메모리

에 부트(읽기)하여 연산합니다.

● 프로그램
메모리

부트

● 표준 ROM

(2) 부트 운전할 때까지의 순서
부트 운전할 때까지의 순서를 나타냅니다.

(a) GX Developer에 의한 프로그램의 작성

부트 운전을 할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b) GX Developer에 의한 부트 설정

PLC 파라미터의 부트 파일 설정에서 Do boot from

Standard ROM"을 설정합니다.

"

(c) GX Developer로 표준 ROM에 대한 쓰기

① GX Developer의 에서

로그램 메모리에 파일을 씁니다.프

[Online]→[Write to PLC]

② 프로그램 메모리에 쓴 파일을 [Online]→[Write

to PLC (Flash ROM)]→[Write the program

memory to ROM...]을 조작하여 표준 ROM에 씁

니다.

(d) 프로그램의 실행
베이식 모델 QCPU의 RUN/STOP/RESET 스위치로

리셋하면, 표준 ROM에서의 부트를 실행합니다.

1.1 CPU 모듈

포인트

1.1.5 CPU 모듈에서 취급하는 메모리와 파일



(e) 부트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는지의 확인

부트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는지의 여부는 특수 릴레

이(SM660)의 상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부트 운전을 중지하는 경우의 조작

부트 운전을 중지하고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된 파라미

터 프로그램으로 운전할때는 GX Developer에서 다음과

같이 조작하십시오.

(a) 프로그램 메모리를 포맷한다.

(b) [Online]→[Write to PLC (Flash ROM)]→[Write

the program memory to ROM...]를 실행한다.

(표준 ROM의 파라미터, 시퀀스 프로그램이 삭제됩

니다.)

(c) 프로그램 메모리에 파라미터, 시퀀스 프로그램을 쓴

다.

(4) 표준 ROM의 프로그램 실행 시의 주의 사항

(a) 표준 ROM에 저장하는 파일

부트 운전을 실행하는 경우, 다음의 파일은 표준

ROM에 저장하십시오.

① 파라미터*1

②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

③ 프로그램*2

④ 디바이스 코멘트

⑤ 디바이스 초기값
*1：반드시 표준 ROM에 저장하십시오.

*2：시퀀스 프로그램, ST 프로그램과 SFC 프로그램 중 어느 것이

든 1개가 필요합니다.

(b) 부트 운전 시의 RUN 중 쓰기

표준 ROM에서 부트 운전을 하고 있을 때 프로그램

메모리의 프로그램을 RUN 중 쓰기해도, 부트 소스

표준 ROM의 프로그램으로 변경된 내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STOP 상태가 되었을 때 표준 ROM에 대한

쓰기를 실행하십시오.

(c) 전원 OFF→ON 또는 리셋 해제 시에 프로그램 메모

리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

프로그램 메모리에 시퀀스 프로그램을 쓴 다음 PLC

의 전원 OFF→ON/리셋을 실행하였을 때, 프로그램

메모리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트 운전이 되었

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항 「(3) 부트 운전을 중지하는 경우의 조작」을

참조하여 부트 운전을 중지하십시오.

●표준 ROM에 대한 쓰기

표준 ROM에 대한 쓰기는 프로그램 메모리의 파일을 일괄로

표준 ROM에 복사함으로써 실행됩니다.

(1) 쓰기 전에
표준 ROM에 파일을 쓰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십

시오.

(a) 표준 ROM 내의 파일의 저장

표준 ROM에 파일을 쓸 때는 표준 ROM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파일을 자동적으로 삭제합니다.

표준 ROM에 쓰기 전에는, GX Developer의

[Online]→[Read from PLC]를 사용하여 미리 저장

되어 있는 파일을 GX Developer를 사용하여 저장해

놓으십시오.

(b) 쓸 파일의 준비

표준 ROM에 파일을 쓸 때는 표준 ROM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파일을 자동적으로 삭제합니다. 표준

ROM에 쓰기 전에는 GX Developer의 [Online]→

[Write to PLC]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메모리에

ROM화할 파일을 모두 쓰십시오.

(2) 쓰기 순서

표준 ROM에 파일을 쓰는 순서에 대해 설명합니다.

(a) GX Developer의 [Online]→[Write to PLC (Flash

ROM)]→[Write the program memory to ROM...]

을 선택합니다.

(b) PLC 쓰기(ROM, IC카드) 화면이 표시됩니다.

(c) 쓸 위치를 선택하고 프로그램 메모리의 파일을 표준

ROM에 복사합니다.

1.1 CPU 모듈
1.1.5 CPU 모듈에서 취급하는 메모리와 파일



●표준 ROM의 파일에 대한 추가ᆞ변경

표준 ROM에 파일을 쓸 때는 표준 ROM에 저장되어 있는 모

든 파일을 자동적으로 삭제하므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 직

접 추가ㆍ변경할 수 없습니다.

추가ㆍ변경은 다음의 방법으로 실행하십시오.

(1) GX Developer의 에서 표준

ROM의 모든 파일을 읽습니다.

[Online]→[Read from PLC]

(2) 읽은 파일에 대해서 추가ㆍ변경을 실행합니다.

(3) 추가ㆍ변경한 파일을 프로그램 메모리에 씁니다.

(4) [Online]→[Write to PLC (Flash ROM)]→[Write the

program memory to ROM...]에서 표준 ROM에 파일을

복사합니다.

●주의 사항

(1) GX Developer의 교신 타임 체크 시간 설정

표준 ROM에 파일을 쓰는 경우, GX Developer의 교신

체크 시간이 180초 이하일 때는 180초 간격으로 체크

합니다.

(2) CC-Link 경유로 다른 국의 GX Developer에서 쓰는 경

우
표준 ROM에 파일을 쓸 때는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므

로, CC-Link의 CPU 감시 시간(SW0A)을 180초 이상으

로 설정하십시오.

표준 ROM에 대한

쓰기를 실행하는 CPU 모듈

다른 국의 GX Developer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메모리 구성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에

서 취급하는 메모리와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 설명합

니다.

●메모리 구성

(1) 프로그램 메모리

프로그램 메모리는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가 연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하

는 메모리입니다.

표준 ROM,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프

로그램 메모리에 부트(읽기)하여 연산합니다.

(2) 표준 ROM
표준 ROM은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에서 부트 운전하는 경우의 파라미터, 프로

그램 등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입니다.

(3) 표준 RAM

표준 RAM은 메모리 카드를 장착하지 않고 파일 레지스

터, 로컬 디바이스, 샘플링 트레이스 파일을 사용하기 위

한 메모리입니다.

(4)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는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의 내장 메모리를 확장하는데 사용합

니다.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카드에는 SRAM 카드, Flash 카

드, ATA 카드가 있습니다.
(5) CPU 공유 메모리

CPU 공유 메모리는 멀티 CPU 시스템의 각 CPU 모듈 간

에 데이터를 읽기/쓰기하기 위한 메모리입니다.

1.1 CPU 모듈

프로그램 메모리

파라미터 프로그램

디바이스 코멘트 디바이스 초기값

표준 ROM

파라미터 프로그램

디바이스 코멘트 디바이스 초기값

표준 RAM

파일 레지스터 로컬 디바이스

샘플링
트레이스 파일

CPU 공유 메모리

ㆍCPU 모듈ㆍ메모리 카드

파라미터 프로그램

디바이스 코멘트 디바이스 초기값

파일 레지스터 로컬 디바이스

샘플링 고장 이력 데이터
트레이스 파일

ROM

파라미터 프로그램

디바이스 코멘트 디바이스 초기값

파일 레지스터

RAM

1.1.5 CPU 모듈에서 취급하는 메모리와 파일



●각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프로그램 메모리, 표준 RAM, 표준 ROM 및 메모리 카드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와 드라이브 No.를 나타냅니다.

1.1 CPU 모듈

CPU 모듈 내장 메모리
메모리 카드

(RAM)
메모리 카드(ROM)

파일명과

확장자
비 고프로그램

메모리
표준 RAM 표준 ROM SRAM 카드 Flash 카드 ATA 카드

드라이브 No. *8

포맷 필요 여부

파라미터 1데이터/드라이브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
1데이터/드라이브

프로그램

디바이스 코멘트

디바이스 초기값

파일 레지스터

로컬 디바이스 1데이터/CPU 모듈

샘플링 트레이스

파일

고장 이력 데이터

PLC 사용자 데이터

사용자용

시스템 영역*7

◎：필요 데이터, ○：저장 가능 데이터, ×：저장 불가능 데이터

*1：표준 ROM,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PLC 파라미터에서 프로그램 메모리에 대한 부트 지정이 필요
합니다.

*2：GX Developer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시퀀스 프로그램의 명령으로 디바이스 코멘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시퀀스 프로그램에서 읽을 때는 수스캔이 필요합니다.
*4：시퀀스 프로그램에서는 읽기만 가능합니다.

시퀀스 프로그램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5：표준 RAM에는 파일 레지스터, 로컬 디바이스 및 샘플링 트레이스 파일을 각 1개 저장할 수 있습니다.

*6：아래와 같이 명령에 의해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ㆍS.FREAD(메모리 카드의 지정 파일에서의 일괄 읽기.)
ㆍS.FWRITE(메모리 카드의 지정 파일에 대한 일괄 쓰기.)

*7：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영역을 설정합니다.

*8：드라이브 No.는 시퀀스 프로그램이나 읽기/쓰기하는 대상 메모리의 지정에 사용합니다.외부 기기 등에서 MC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GX Developer에서는 대상 메모리명으로 지정하므로, 드라이브 No.를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9：샘플링 트레이스 파일을 표준 RAM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CPU 모듈과 GX Developer의 버전을 확인하십시오.

●메모리 용량과 포맷 필요 여부

각 메모리의 메모리 용량과 포맷 필요 여부를 나타냅니다.

*1：메모리가 초기 상태이거나 배터리 메모리의 내용이 부정확하게 되면, PLC의 전원 OFF→ON 또는 리셋 시에 자동으로
포맷을 실행하지만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GX Developer로 포맷하십시오.

전원 부족으로

프로그램

메모리

스텝)

표준 ROM 불필요

표준 RAM

메모리

카드

SRAM

카드

필요(GX

Developer로

실행.)

Flash

카드

ATA

카드

필요(GX

Developer로

실행.)

불필요

112k 240k 496k 1008k

(28k (60k (124k (252k

112k 240k

64k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112k 496k 1008k 1008k496k

(28k (124k (124k(252k (252k

112k 496k 1008k 1008k 1008k496k 496k

스텝) 스텝) 스텝) 스텝) 스텝) 스텝) 스텝) 스텝)

128k 바이트 256k 바이트

Q2MEM-1MBS : 1M 바이트

Q2MEM-2MBS : 2M 바이트

Q2MEM-2MBS : 2M 바이트

Q2MEM-4MBS : 4M 바이트

Q2MEM-8MBS : 8M 바이트

Q2MEM-16MBS : 16M 바이트

Q2MEM-32MBS : 32M 바이트

주1.4

주1.4

하이
퍼포먼스

1.1.5 CPU 모듈에서 취급하는 메모리와 파일



1. 파일을 각 메모리에 쓰는 경우, 쓰는 CPU 모듈과 메모리 영

역에 따라 저장되는 용량의 단위가 다릅니다.

2. 메모리 용량은 1스텝을 4바이트로 계산합니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서는 기능 향상에 따라 표준

RAM의 용량이 달라졌습니다.

■프로그램 메모리

●프로그램 메모리란

프로그램 메모리는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가 연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메모리입니다.

표준 ROM,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프로

그램 메모리에 부트(읽기)하여 연산합니다.

●저장 가능한 데이터

프로그램 메모리에는 파라미터,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

미터, 프로그램, 디바이스 코멘트, 디바이스 초기값,

시스템 영역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용

프로그램 메모리의 용량은 각 모듈의 프로그램 용량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하는 데이터의 총용량이 프로그램 메모

리의 프로그램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1. 사용자용 시스템 영역을 줄인다

2. 프로그램 이외의 데이터를 표준 ROM 또는 메모리 카드로 옮

기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프로그램 메모리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GX Developer로 프로그램 메모리

를 포맷하십시오.

(1) 포맷의 실행

포맷은 GX Developer의 [Online]→[Format PLC

memory]에서 대상 메모리에 "Program memory/

Device memory"를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2) 사용자용 시스템 영역 작성

프로그램 메모리를 포맷하는 경우, 사용자용 시스 영

역의 용량을 설정합니다.

템

(a) 사용자용 시스템 영역을 작성하지 않는다
사용자용 시스템 영역을 작성하지 않고 포맷을 실행

합니다.

(b) 사용자용 시스템 영역을 작성한다
포맷 때 사용자용 시스템 영역을 작성합니다.

사용자용 시스템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영역이 있습

니다.

사용자용 시스템 영역을 작성하면, 영역을 작성한 스텝 만 사

용 가능한 영역이 감소합니다.

메모리 용량은 GX Developer의 PLC 읽기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

니다.

큼

(3) 포맷 후의 메모리 용량 확인
메모리 용량은 GX Developer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nline]→[Read from

PLC]

(a) PLC 읽기 화면의 대상 메모리에서 "Program

memory/Device memory"를 선택합니다.

(b) 버튼을 클릭합니다.Free space volume

(c) Total free space volume 항목에 메모리 용량이 표

시됩니다.
(a) 대상 메모리를 선택

(b) Free space volume

버튼을 클릭

(c) 메모리 용량이 표시된다

1.1 CPU 모듈

시스템 영역 형식 내용

다른 국에서의 모니터를

고속으로 하기 위한 영역

본 영역을 설정하면,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등에 접속되어 있는 GX Developer에

서의 빨라 집니다.

본 영역은 GX Developer에서 RS-232와

USB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시리얼 커

뮤니케이션 모듈 등에 접속되어 있는 GX

Developer에서의 모니터 데이터 등록에

사용합니다.

모니터 속도가

복수 블록의 RUN 중 쓰기

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영

역

(FB 정의/ST의 RUN 중 쓰

기용 영역)

본 영역을 설정하면, 복수 블록의 RUN 중

쓰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주1.4

하이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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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메모리에 대한 쓰기

프로그램 메모리에 대한 데이터의 쓰기는 GX Developer의

에서 실행합니다.

PLC 쓰기 화면의 대상 메모리에서

를 선택하여 PLC 쓰기를 실행합니다.

[Online]→[Write to PLC]

"Program memory/

Device memory"

파일 크기에는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점유하는 메모리 용량이 실제의 파일 크기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

습니다.

파일수가 많아지면 점유하는 메모리 용량과 실제의 파일 크기와

의 차이도 커지므로 주의하십시오.

■표준 ROM

●표준 ROM이란

표준 ROM은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

중화 CPU에서 부트 운전하는 경우의 파라미터, 프로그램

등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입니다.

표준 ROM은 배터리 백업없이 프로그램이나 파라미터를 저

장하는 경우 등에 사용합니다.

●저장 가능한 데이터

표준 ROM에는 파라미터,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

프로그램, 디바이스 코멘트, 디바이스 초기값 등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용량의 확인

메모리 용량은 GX Developer의 [Online]→[Read from

PL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PLC 읽기 화면의 대상 메모리에서 "Standard ROM"을

니다.선택합

(2) Free space volume 버튼을 클릭합니다.

(3) Total free space volume 항목에 메모리 용량이 표시됩

니다.
(1) 대상 메모리를 선택

(2) Free space volume

버튼을 클릭

(3) 메모리 용량이 표시된다

●표준 ROM에 대한 쓰기

표준 ROM에 쓰는 방법에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GX Developer의 [Online]→[Write to PLC (Flash ROM)]

→[Write the program memory to ROM...]에서, 프로그

램 메모리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표준 ROM에 복사하는

방법
(2) GX Developer의 [Online]→[Write to PLC (Flash ROM)]

→[Copy program memory data into ROM]에서 쓰는 방

법
(3) 메모리 카드→표준 ROM 모든 데이터 자동 쓰기 기능을

사용하여 쓰는 방법

파일 크기에는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점유하는 메모리 용량은 실제의 파일 크기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

습니다.

파일수가 많아지면, 점유하는 메모리 용량과 실제의 파일 크기와

의 차이도 커지므로 주의하십시오.

●표준 ROM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

표준 ROM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연산을 할 수 없

으므로 표준 ROM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메

모리에 부트(읽기)하여 사용합니다.

1.1 CPU 모듈

포인트

포인트

1.1.5 CPU 모듈에서 취급하는 메모리와 파일



■표준 RAM

●표준 RAM이란

표준 RAM은 메모리 카드를 장착하지 않고 파일 레지스터,

로컬 디바이스, 샘플링 트레이스 파일을 사용하기 위한 메모

리입니다.

표준 RAM을 파일 레지스터로 사용한 경우에는 데이터 레지

스터와 고속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입력 데이터

표준 RAM에는 파일 레지스터, 로컬 디바이스 및 샘플링 트

레이스 파일을 각 1개(합계 3개의 파일) 저장할 수 있습니

다.

1. 표준 RAM에 저장하는 파일의 용량이 표준 RAM의 용량을 초

과하는 경우,
ㆍ메모리 카드에 파일을 저장한다.
ㆍ파일 레지스터, 로컬 디바이스, 샘플링 트레이스의 점수를 줄

이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다만 메모리 카드에 파일 레지스터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준 RAM에 비해 액세스 속도가 늦어지므로 주의하십시오.
2. 샘플링 트레이스 파일을 표준 RAM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CPU 모듈과 GX Developer의 버전을 확인하십시오.

●표준 RAM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GX Developer로 표준 RAM을 포맷

하십시오.

(1) 포맷의 실행

포맷은 GX Developer의 [Online]→[Format PLC

memory]에서 대상 메모리에 "Standard RAM"을 선택

하여 실행합니다.

(2) 포맷 후의 메모리 용량의 확인

메모리 용량은 GX Developer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nline]→[Read from

PLC]

(a) PLC 읽기 화면의 대상 메모리에서 “

을 택합니다.선

Standard RAM"

(b) Free space volume 버튼을 클릭합니다.

(c) Total free space volume 항목에 메모리 용량이 표

시됩니다.
(a) 대상 메모리를 선택

(b) Free space volume

버튼을 클릭

(c) 메모리 용량이 표시된다

●표준 RAM에 대한 쓰기

표준 RAM에 대한 데이터의 쓰기는 GX Developer의

에서 실행합니다.

PLC 쓰기 화면의 대상 메모리에서 을 선택

PLC 쓰기를 실행합니다.하여

[Online]→[Write to PLC]

"Standard RAM"

파일 크기에는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점유하는 메모리 용량은 실제의 파일 크기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

습니다.

파일수가 많아지면, 점유하는 메모리 용량과 실제의 파일 크기와

의 차이도 커지므로 주의하십시오.

1.1 CPU 모듈

포인트

포인트

1.1.5 CPU 모듈에서 취급하는 메모리와 파일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는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의 내장 메모리를 확장하는데 사용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카드에는 SRAM 카드, Flash 카드,

ATA 카드가 있습니다.

(1) SRAM 카드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쓰기/읽기할 수 있습니다.

SRAM 카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a) 파일 레지스터의 점수가 표준 RAM의 용량보다 많

경우은

(b) 샘플링 트레이스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c) 고장 이력 데이터를 17점 이상 저장하고자 하는 경

우

SRAM 카드를 파일 레지스터로 사용하면, 시퀀스 프로

램에서는 최대 1017k점을 쓰기/읽기할 수 있습니다.그

(2) Flash 카드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읽기만 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쓰기는 GX Developer을 사용하며, 시퀀스 프

로그램으로는 읽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파일 레지스터를 최대 1018k점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3) ATA 카드
PLC 사용자 데이터(범용 데이터)에 사용합니다.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파일 액세스 명령(FWRITE 명령

등)을 사용하여, CSV 형식/바이너리 형식으로 ATA 카

드 내의 PLC 사용자 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저장 가능한 데이터

메모리 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SRAM 카드, ATA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GX Developer로 SRAM 카드, ATA

카드를 포맷하십시오.

(1) 포맷의 실행

포맷은 GX Developer의 [Online]→[Format PLC

memory]

에서 실행합니다.

SRAM 카드를 포맷하는 경우에는 대상 메모리에

“Memory card(RAM)”를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ATA 카드를 포맷하는 경우에는 대상 메모리에 “Memory

card(ROM)”를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Flash 카드는 포맷할 필요가 없습니다.

1.1 CPU 모듈

1. ATA 카드는 GX Developer 이외의 제품을 사용하여 포맷하지

마십시오.

Microsoft Windows 의 포맷 기능 등을 사용하여 포맷하면,

CPU 모듈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SRAM 카드 및 ATA 카드를 포맷하면, 메모리 카드 정보 영역

이 자동적으로 확보되므로 메모리 카드 정보 영역 만큼의 용

량이 적어 집니다.

메모리 용량은 GX Developer의 PLC 읽기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데이터명

메모리 카드

(RAM)
메모리 카드(ROM)

SRAM 카드 Flash 카드 ATA 카드

파라미터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

프로그램

디바이스 코멘트

디바이스 초기값

파일 레지스터

로컬 디바이스

샘플링 트레이스

파일

고장 이력 데이터

PLC 사용자 데이터

사용자용

시스템 영역

○：저장 가능 데이터, ×：저장 불가능 데이터

포인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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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맷 후의 메모리 용량의 확인

메모리 용량은 GX Developer의 [Online]→[Read from

PL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PLC 읽기 화면의 대상 메모리에서 “Memory card

(RAM)” 또는 “메모리 카드(ROM)”를 선택합니다.

(b) Free space volume 버튼을 클릭합니다.

(c) Total free space volume 항목에 메모리 용량이 표

시됩니다.
(a) 대상 메모리를 선택

(b) Free space volume

버튼을 클릭

(c) 메모리 용량이 표시된다

●메모리 카드에 대한 쓰기

메모리 카드에 쓰기 전 조작과 쓰기 방법의 종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1) SRAM 카드, ATA 카드에 대한 쓰기
SRAM 카드, ATA 카드에 대한 데이터의 쓰기는 GX

Developer의 에서 실행합니다.

SRAM 카드에 쓰는 경우에는 PLC 쓰기 화면의 대상 메

모리에서 “ ”를 선택하여 PLC 쓰기를

실행합니다.

ATA 카드에 쓰는 경우에는 PLC 쓰기 화면의 대상 메모

리에서 “ ”를 선택하여 PLC 쓰기를

실행합니다.

[Online]→[Write to PLC]

Memory card(RAM)

Memory card(ROM)

(2) Flash 카드에 대한 쓰기

Flash 카드에 대한 쓰기 방법에는 다음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 [Online]→[Write to PLC (Flash ROM)]→[Copy

program memory data into ROM]에서 프로그램

메모리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Flash 카드에 쓰는

방법

(b) GX Developer의 [Online]→[Write to PLC (Flash

ROM)]→[Write the program memory to ROM...]

에서 쓰는 방법

파일 크기에는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점유하는 메모리 용량은 실제의 파일 크기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

습니다.

파일수가 많아지면, 점유하는 메모리 용량과 실제의 파일 크기와

의 차이도 커지므로 주의하십시오.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연산을 실행

수 없으므로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프

그램 메모리에 부트(읽기)하여 사용합니다.

할

로

■메모리 카드→표준 ROM 모든 데이터 자동

쓰기

●메모리 카드→표준 ROM 모든 데이터 자동 쓰기란

메모리 카드→표준 ROM 모든 데이터 자동 쓰기 기능(이하,

표준 ROM에 대한 자동 쓰기로 줄여 표현)은 미리 메모리 카

드에 써 놓은 파라미터나 프로그램을 표준 ROM에 동으로

쓰는 기능입니다.

표준 ROM에 대한 자동 쓰기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파라

터, 시퀀스 프로그램 등을 메모리 카드에서 프로그램 메모

에 부트하여 부트된 파라미터, 시퀀스 프로그램을 프로그

메모리에서 표준 ROM에 씁니다.

자

미

리

램

1.1 CPU 모듈

프로그램 파라미터

디바이스
코멘트

디바이스
초기값 부트

● 메모리 카드 ● 표준 ROM

● 프로그램

메모리

쓰기

포인트

주1.5

하이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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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ROM에 대한 자동 쓰기의 용도

표준 ROM에 대한 자동 쓰기를 사용하면, 메모리 카드에 미

리 쓴 파라미터나 프로그램을 GX Developer(PC)를 사용하

지 않고도 표준 ROM에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a) 같은 파라미터나 프로그램을 여러 대의 CPU 모듈에

쓰고자 하는 경우

(b) 같은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원격지에서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로 표준 ROM에 대한 자동 쓰

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CPU 모듈 및 GX Developer의

버전을 확인하십시오.

표준 ROM에 대한 자동 쓰기가 설정된 메모리 카드를,

표준 ROM의 자동 쓰기에 대응하지 않는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 장착한 경우에는 표준 ROM에서 부트 운

전이 실행됩니다.

프로그램 파일의 구성

프로그램 파일은 파일 머리글, 실행 프로그램, RUN 중 쓰기

용 확보 구성되어 있습니다.스텝으로

●각 구성의 상세

CPU 모듈의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의 프로

그램 용량은 상기 3가지 종류의 영역의 합이 됩니다.

(1) 파일 머리글

파일명, 파일 크기, 파일 작성일 등이 저장되어 있는 영

역입니다.

파일 머리글의 크기는 PLC 파라미터의 디바이스 설정

내용을

.

(디폴트일 때는 34스텝)

변경하여 25~35스텝(100~140바이트)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실행 프로그램

작성한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영역입니다.

(3) RUN 중 쓰기용 확보 스텝
GX Developer에서

GX Developer에서

, RUN 중 쓰기용 확보 스텝의 잔여 스텝수가 표시

됩니다.

RUN중 쓰기를 하여 스텝수가 증가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영역입니다.

RUN중 쓰기를 하여 스텝수가 증가

하면

(a) RUN 중 쓰기용 확보 스텝수의 디폴트

디폴트는 500스텝(2000바이트)으로 설정되어 있습

니다.

(b) RUN 중 쓰기용 확보 스텝수 변경

RUN 중 쓰기용 확보 스텝수는 GX Developer

경할 수 있습니다.

또 RUN 중 쓰기 시에 RUN 중 쓰기용 확보 스텝수

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시 RUN 중 쓰기용 확보 스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변

텝

([Online]→[Write to PLC]의 "Program" 탭)에서

●GX Developer에서의 프로그램 용량의 표시

GX Developer의 프로그래밍 시, 아래 그림과 같이 프로그램

용량(파일 머리글 용량과 작성한 프로그램 스텝수의 합)이

스텝수로 표시됩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작성된 프로그램 용량을

프로그램 용량 표시

1. GX Developer에서의 프로그래밍 시에 표시되는 프로그램 용

량은 파일 머리글＋실행 프로그램의 용량이며, RUN 중 쓰기

확보 스텝의 용량(500스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실행 프로그램이 491스텝인 프로그램은 GX Developer

에서의 용량은 다음 그림과 같이 표시됩니다.

(파일 머리글은 34스텝 고정)

상

파일 머리글

실행 프로그램

34스텝

491스텝

GX Developer상의 표시：
34스텝+491스텝=525스텝이 됩니다.

2. 프로그램 메모리상에서 파일은 파일 크기 단위로 저장되므로,

GX Developer에서의 프로그래밍 시에 표시되는 프로그램 용

량과 CPU 모듈상에서의 프로그램 파일의 용량이 다른 경우

있습니다.가

1.1 CPU 모듈

프로그램 파일의 구성

파일 머리글

실행 프로그램

RUN 중 쓰기

확보 스텝

34스텝
(디폴트 시)

500스텝
(디폴트 시)

파일 크기 단위로
영역이 확보됩니다.

주1.5

하이
퍼포먼스

포인트

1.1.5 CPU 모듈에서 취급하는 메모리와 파일



■파일의 메모리 용량

CPU 모듈에서 사용하는 파일은 종류에 따라 파일 크기가

다릅니다.

본 항에서는 CPU 모듈마다의 파일의 메모리 용량을 나타냅

니다.

또한, 파일을 메모리 영역에 쓰는 경우, 쓰는 CPU 모듈과

메모리 영역에 따라 저장되는 용량의 단위가 다릅니다.

●베이식 모델 QCPU 사용 시

프로그램 메모리, 표준 RAM, 표준 ROM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각 파일의 크기를 아래 표에 의해 산출하십시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사용 시

프로그램 메모리, 표준 RAM, 표준 ROM, 메모리 카드를 사

용하는 경우에는 각 파일의 크기를 아래 표에 의해 산출하십

시오.

1.1 CPU 모듈

기 능 개략 파일 용량(단위：바이트)

드라이브

타이틀
64

파라미터

디폴트：522(파라미터 설정을 하면 증가한다.)

참 고

부트 설정→96

MELSECNET/H 설정 →최대 4096 증가

Ethernet 설정 →최대 922 증가

CC-Link 설정 →최대251/모듈 증가

리모트 패스워드 설정 →64＋20＋(대상 모듈수×

10), 최대 164 증가

시퀀스

프로그램
136 ＋(4×((스텝수)＋(RUN 중 쓰기용 확보 스텝수)))*

디바이스

코멘트

74＋(각 디바이스의 코멘트 데이터 크기 합계)

ㆍ1개의 디바이스의 코멘트 데이터 크기

=10＋10250×a＋40×b

ㆍa：((디바이스 점수)/256)의 몫

ㆍb：((디바이스 점수)/256)의 나머지

파일

레지스터
2×(파일 레지스터 점수)

디바이스

초기값

66＋44×n＋2×(디바이스 초기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디바이스 점수의 합계)

ㆍn：디바이스 초기값의 설정 개수

인텔리전트

파라미터

68＋(24×설정 대수)＋각 유틸리티마다의 파라미터

크기

사용자 설정

영역
포맷 시의 설정값(0~3k)

복수 블록

RUN 중

쓰기 설정

포맷 시의 설정값(0/1. 25k/2. 5k)

*：136은 디폴트(파라미터를 설정하면 증가한다.)

드라이브

타이틀
64

파라미터

디폴트：564(파라미터를 설정하면 증가한다.)

참 고

부트 설정→70＋(18×(파일수))

MELSECNET/H 설정7→최대 4096/모듈 증가

Ethernet 설정7→최대 922/모듈 증가

CC-Link 설정7→최대 251/모듈 증가

리모트 패스워드 설정7→64＋20＋(대상 모듈수×

10), 최대 164 증가

시퀀스

프로그램

136 ＋(4×((스텝수)＋(RUN 중 쓰기용 확보 스텝

수)))

*1

디바이스

코멘트

74＋(각 디바이스의 코멘트 데이터 크기 합계)

ㆍ1개의 디바이스의 코멘트 데이터 크기

=10＋10250×a＋40×b

ㆍa：((디바이스 점수)/256)의 몫

ㆍb：((디바이스 점수)/256)의 나머지

디바이스

초기값

66＋44×n＋2×(디바이스 초기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디바이스 점수의 합계)

ㆍn：디바이스 초기값의 설정 개수

사용자 설정

영역
포맷 시의 설정값(0~15k)

복수 블록
RUN 중

쓰기 설정

포맷 시의 설정값(0/2k/4k)

파일

레지스터
2×(파일 레지스터 점수)

샘플링

트레이스

데이터

362＋(워드 디바이스 점수＋비트 디바이스 점수)

×12＋(N1＋N2＋N3＋워드 디바이스 점수×2＋

(비트 디바이스 점수/16)×2)×트레이스 횟수

( 횟수) *2전체

ㆍN1~N3은 트레이스 조건 설정 화면의 트레이스 부가

정보로 설정되어 있는 항목에 대응하여 다음의 값을

더합니다.

  N1：시간 설정 시 “4”를 더함

  N2：스텝 No. 설정 시 “10”을 더함

  N3：프로그램명 설정 시 “8”을 더함

고장 이력

데이터
72＋54×(고장 저장 개수)

로컬

디바이스

72＋6×(설정 디바이스 종류)＋(2×((M, V의 합계 점수)

/16＋(D점수)＋18

×(T, ST, C의 합계 점수)/16))

×(프로그램수)

ㆍM, V, D, T, ST, C는 다음의 디바이스를 나타 니다.냅

M： 내부 릴레이

V： 에지 릴레이

D： 데이터 레지스터

T： 타이머

ST： 적산 타이머

C： 카운터

*1：136은 디폴트값입니다.(파라미터를 설정하면 증가합니다.)
*2：비트 디바이스 점수/16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됩니다

기 능 개략 파일 용량(단위：바이트)

1.1.5 CPU 모듈에서 취급하는 메모리와 파일



■파일 크기 단위

●파일 크기 단위란

파일을 메모리 영역에 쓰는 경우, 쓸 CPU 모듈과 메모리 영

역에 따라 저장되는 용량의 단위가 다릅니다.

이 단위를 파일 크기 단위라고 부릅니다.

(1) 메모리 영역별 파일 크기 단위

*1：Flash 카드의 파일 크기 단위는 GX Developer의

[Online]→[Write to PLC (Flash ROM)]→[Write the

program memory to ROM...]에서 Flash 카드에 쓰

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시리얼№ 상위 5자리가 “04121” 이전인 하이 퍼포먼

스 모델 QCPU는 1024스텝/4096바이트가 됩니다.

*3：시리얼№ 상위 5자리가 “07031” 이전인 프로세스

CPU는 1024스텝/4096바이트가 됩니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

니다.

(2) 메모리 카드별의 파일 크기 단위

*1：Flash 카드의 파일 크기 단위는 다음과 같을 때 적용됩니다.
ㆍ파일을 GX Developer의 [Online]→[Write to PLC (Flash

ROM)]→[Write the program memory to ROM...]에서 Flash

카드에 쓰는 경우.
ㆍ파일을 GX Developer를 이용하여 CPU 모듈을 경유하지 않고

Flash 카드에 쓰는 경우.

●메모리 용량의 계산 예

프로그램 메모리에 파라미터와 시퀀스 프로그램을 쓴 경우

의 메모리 용량의 계산 예를 나타냅니다.

(1) 조건
(a) 쓰기 대상 CPU 모듈 : Q25HCPU

(b) 쓰기 파일

*1：파일의 메모리 용량에 대해서는 이전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GX Developer에 표시되는 프로그램 용량(파일 머리글＋실행

프로그램)을 .나타냅니다

(c) RUN 중 쓰기용 확보 스텝 : 500스텝/2000바이트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Flash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

니다.

(2) 메모리 용량 계산

메모리 용량은 쓰기 대상 CPU 모듈의 파일 크기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본 예의 Q25HCPU에서의 파일 크기 단위는 512스텝/

2048바이트가 됩니다.

(a) 파라미터 파일의 용량 계산

파라미터 파일의 용량은 564바이트지만 프로그

램 메모리상에서는 파일 크기 단위로 저장하므로

512스텝/ 2048바이트의 용량을 점유합니다.

1.1 CPU 모듈

CPU 모듈과 메모리 영역별 파일 크기의 단위를 나타냅

니다.

CPU 모듈 형명

메모리 영역

프로그램 메모리/표준 ROM/Flash 카드

의 파일 크기 단위

*1

1스텝/4바이트

128스텝/512바이트*2

256스텝/1024바이트*2

256스텝/1024바이트*3

256스텝/1024바이트

512스텝/2048바이트*2

512스텝/2048바이트*3

512스텝/2048바이트

종 류 메모리 카드 형명
파일 크기 단위

(클러스터 크기)

SRAM 카드
512바이트

Flash 카드*1

ATA 카드

1024바이트

1024바이트

1024바이트

4096바이트

4096바이트

2048바이트

파일명 파일 용량*1

PARAM.QPA

(파라미터 파일)
564바이트

MAIN.QPG

(시퀀스 프로그램)
525스텝/2100바이트 *2

파라미터

파일
564바이트

<프로그램 메모리상>

파라미터
파일

2048바이트를

(512스텝)

점유합니다.

주1.7

주1.6

베이직

주1.6

베이직

주1.6

베이직

주1.7

베이직

주1.7

1.1.5 CPU 모듈에서 취급하는 메모리와 파일



(b) 프로그램 용량의 계산

프로그램의 용량은 시퀀스 프로그램 용량＋RUN 중

쓰기용 확보 스텝이 됩니다.

예를 들어 525스텝＋500스텝=1025스텝이 되지만,

프로그램 메모리상에서는 파일 크기 단위(본 예의

Q25HCPU에서는 512스텝 단위)로 저장되므로,

1536스텝/6144바이트의 용량을 점유합니다.

1.1 CPU 모듈

(c) 계산 결과

파일명 파일 용량 메모리 용량

PARAM.QPA 564바이트
512스텝

(2048바이트)

MAIN.QPG

시퀀스 프로그램

용량
525스텝

1536스텝

(6144바이트)
RUN 중 쓰기용

확보 스텝
500스텝

합 계 1025스텝

메모리 용량 합계
2048스텝

(8192바이트)

시퀀스
프로그램

RUN 중 쓰기용
확보 스텝

525스텝

500스텝

<프로그램 메모리상>

시퀀스
프로그램

RUN 중 쓰기용
확보 스텝

1536스텝을
(6144바이트)
점유합니다.

아래의 CPU 모듈은 파일 크기 단위가 변경되었습니다.

ㆍ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4122” 이후인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ㆍ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7032” 이후인 프로세스 CPU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십시오.
1. 상기의 시리얼 No. 이후의 CPU 모듈에서 동작 중인 파일은,

파일 용량에 따라 상기의 시리얼 No.보다 이전의 CPU 모듈에

저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 PLC 쓰기 및 GX Developer의 조합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프로세스 CPU의 파일을 GX

Developer에서 읽거나 다른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

세스 CPU에 쓰는 경우,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프로세스

CPU와 GX Developer의 버전에 따른 조합은 아래 표를 참조

하십시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의 경우)

범례 ◎：PLC 쓰기 가능 ○：PLC 쓰기에 제약 있음

쓰는 대상

쓰기 소스

GX Developer

Version 8

GX Developer

Version 7

시리얼 No.

“04122”

이후

CPU의 동작

파일

시리얼 No.

“04121”

이전

CPU의 동작

파일

시리얼 No.

“04122”

이후의

CPU의 동작

파일

시리얼 No.

“04121”

이전

CPU의 동작

파일

쓰는 대상

쓰기 소스

GX Developer

Version 8

GX Developer

Version 7

시리얼 No.

“07032”

이후

CPU의 동작

파일

시리얼 No.

“07031”

이전

CPU의 동작

파일

시리얼 No.

“07032”

이후

CPU의 동작

파일

시리얼 No.

“07031”

이전

CPU의 동작

파일

*1：파일 크기의 단위가 다르므로 파일의 용량에 따라 프로세스

CPU에 저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RUN 중 쓰기용 확보 스텝수를 줄이지 않으면 파일의 용량에

따라 프로세스 CPU에 저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파일 크기 단위가 다르므로 파일의 용량에 따라 하이 퍼포먼
스 모델 QCPU에 저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RUN 중 쓰기용 확보 스텝수를 줄이지 않으면 파일의 용량에
따라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 저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
습니다.

(프로세스 CPU의 경우)
범례 ◎：PLC 쓰기 가능 ○：PLC 쓰기에 제약 있음

시리얼

No.

“04122”

이후

시리얼

No.

“04121”

이전

시리얼

No.

“07032”

시리얼

No.

“07031”

이전

포인트

1.1.5 CPU 모듈에서 취급하는 메모리와 파일



CPU 모듈의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능 일람

CPU 모듈의 기능 일람을 나타냅니다.

“CPU 모듈”란에 나타내는 번호와 CPU

.

모듈은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1.1 CPU 모듈

“CPU 모듈”란에 나타내는 번호와 CPU 모듈의 대응

번 호 CPU 모듈

① 베이식 모델 QCPU

②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③ 프로세스 CPU

④ 이중화 CPU

CPU 모듈의 기능 일람

항 목 내 용
CPU 모듈

콘스턴트 스캔
프로그램을 일정 간격으로 실행하

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래치 기능

전원 OFF, 리셋 조작 시에 디바이

스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기능입니

다.

STOP⇔RUN

하였을 때의

출력 상태 선택

기능

CPU 모듈을 STOP 상태에서 RUN

상태로 하였을 때의 출력(Y) 상태

(STOP되기 전 출력의 재출력/연산

실행 후의 출력)를 선택하는 기능입

니다.

시계 기능
CPU 모듈에 내장된 시계를 실행하

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리모트 RUN/

STOP

CPU 모듈의 연산을

기능입니다.

정지 또는 실행

하는

리모트 PAUSE

CPU 모듈의 출력(Y)을 유지한 채

로, CPU 모듈의 연산을 정지하는

기능입니다.

리모트

RESET

CPU 모듈이 STOP 상태일 때, CPU

모듈을 리셋하는 기능입니다.

리모트 래치

클리어

CPU 모듈이 STOP 상태일 때, CPU

모듈의 래치 데이터를 클리어하는

기능입니다.

입력 응답 시간

선택

Q 시리즈 대응 입력 모듈, 입출력

혼합 모듈, 고속 입력 모듈, 인터럽

트 모듈의 응답 시간을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에러 시의 출력

모드

Q 시리즈 대응 출력 모듈, 입출력

혼합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에

대한 출력을 CPU 모듈이 정지 에러

시에 클리어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

지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하드웨어

에러 시의 CPU

동작 모드 설정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하드웨어

에러가 발생하였을 때, CPU 모듈의

연산을 정지시킬 것인지, 속행시킬

것인지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스위치 설정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각종 기능

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설정 내용은 각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매뉴얼 참조)

모니터 기능

GX Developer에서 CPU 모듈의

프로그램, 디바이스 상태를 읽는

기능입니다.

모니터 조건

설정

CPU 모듈의 미세한 타이밍에 모니

터를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로컬 디바이스

모니터ㆍ테스트

GX Developer에서 지정한 프로그

램 로컬 디바이스의 모니터ㆍ테스

트를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외부 입출력의

강제 ON/OFF

GX Developer에서 CPU 모듈의 외

부 입출력을 강제적으로 ON/OFF

하는 기능입니다.

RUN 중 쓰기
CPU 모듈 RUN 중에 프로그램을

쓰는 기능입니다.

프로그램 일람

모니터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처리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인터럽트 프로

그램 모니터

일람

인터럽트 프로그램의 실행 횟수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스캔 타임 측정
프로그램 임의의 스텝 사이의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기능입니다.

샘플링 트레이

스 기능

지정 디바이스 데이터를 지정 타이

밍에 연속해서 수집하는 기능입니다.

여러 사람에 의

한 디버그 기능

복수의 GX Developer에서 동시에

디버그하는 기능입니다.

WDT

CPU 모듈의 하드웨어, 프로그램

이상 등에 의한 연산 정체를 감시

하는 기능입니다.

자기진단 기능
CPU 모듈 자신이 이상 유무를 진

단하는 기능입니다.

고장 이력
자기 진단 결과를 고장 이력으로 메

모리에 저장해 두는 기능입니다.

시스템

프로텍트

GX Developer, 시리얼 커뮤니케이

션 모듈, Ethernet 모듈 등으로부터

의 프로그램 변경을 방지하는 기능

입니다.

패스워드 등록

GX Developer에서 CPU 모듈의 각

파일의 읽기/쓰기를 금지하는 기능

입니다.

리모트

패스워드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Ethernet 모듈에서 외부로부터의

부정한 액세스를 방지하는 기능입

니다.

시스템 표시
GX Developer를 접속하여 시스템

구성을 모니터하는 기능입니다.

LED 표시

CPU 모듈 앞면의 LED로 CPU 모

듈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입

니다.

우선 순위 설정

고장에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LED

를 소등한 상태에서 표시하는 기능

입니다.

고속 인터럽트

기능

인터럽트 포인터 I49를 사용하여

0.2ms~1.0ms 간격의 고정 스캔

인터럽트에 의해 인터럽트 프로그

램을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인텔리전트 기

능 모듈로부터

의 인터럽트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로부터의 인

터럽트 요구에 의해 인터럽트 프로

그램을 실행시키는 기능입니다.

시리얼 커뮤니

케이션 기능

Q00CPU, Q01CPU의 RS-232 인

터페이스와 PC/표시기 등을 RS-

232 케이블로 접속하여, MC 프로

토콜에 의한 교신을 실행하는 기능

입니다.

모듈 서비스

간격 시간 읽기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네트워크

모듈, 주변기기의 액세스 간격 시

간(CPU 모듈의 액세스 접수 시부

터 다음 액세스 접수 시까지의 시

간)을 모니터하는 기능입니다.

항 목 내 용
CPU 모듈

1.1.5 CPU 모듈에서 취급하는 메모리와 파일



1.1.6 기능

1.1 CPU 모듈

항 목 내 용
CPU 모듈

디바이스

초기값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프로그램하지 않고도 디바이스, 인

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버퍼메모리

에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온라인 중에 Q 시리즈의 입력/출력

모듈, 기능 버전 C의 인텔리전트 기

능 모듈,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되어 있는 입력/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교환

하는 기능입니다.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중에 전원 모듈의 교환도 가

능합니다.

전원이 이중화되어

오토 튜닝 기능

PID 정수를 초기 설정하기 위한 기

능입니다.

오토 튜닝은 S.PID, S.2 PID 명령에

의한 온도 조절 등의 비교적 응답이

완만한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이중화 기능

CPU 모듈, 전원 모듈, 네트워크 모

듈, 기본 베이스 모듈을 이중화하는

기능입니다.

계 전환(제어

계와 대기계

의 전환) 기능

제어계와 대기계를 전환(제어계를

대기계로, 대기계를 제어계로 전환)

하는 기능입니다.

시스템 전환과 사용자 전환 등 2가

지 종류가 있습니다.

운전 모드

변경

세퍼레이트 모드와 백업 모드를 전

환하는 기능입니다.

트래킹

전송 기능

제어계와 대기계가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기능입니다.(제어계

의 데이터를 대기계에 전송한다.)

제어계의 고장ㆍ이상 시에 계 전환

이 되어도, 동일 데이터로 제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프로

그램 쓰기의

이중화 추종

기능

제어계에 PLC 쓰기, RUN 중 쓰기

로 쓰여진 데이터를 대기계에도 전

송하는 기능입니다.

제어계에서

대기계에 대

한 메모리 복

사 기능

제어계의 프로그램 메모리의 내용

을 대기계에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대기계의 CPU 모듈을 교환하였을

때, 제어계와 대기계 프로그램 메

모리의 내용을 동일하게 할 수 있습

니다.)

GX Developer에 의한 방법과 특수

릴레이 특수 레지스터에 의한 방법

등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용 가능 ×：사용 불가능

콘스턴트 스캔

●콘스턴트 스캔이란

스캔 타임은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명령의 실행 여

부에 따라 매스캔 처리 시간이 다릅니다.

콘스턴트 스캔은 스캔 타임을 일정한 시간으로 유지하면서

시퀀스 프로그램을 반복 실행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콘스턴트 스캔의 용도

I/O 리프레시는 시퀀스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실행합니

다.

콘스턴트 스캔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시퀀스 프로그램의 실

행 시간이 바뀌어도 I/O 리프레시의 간격을 일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복수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복수 프로그램 실행 시의 스캔 타임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콘스턴트 스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스캔 타임

시퀀스 프로그램

END 처리

콘스턴트 경우의 스캔 타임스캔을 7ms로 설정한

경우의 스캔 타임

복수 프로그램 실행 시 10ms의 콘스턴트 스캔을 설정한

시퀀스 프로그램

END 처리

주1.8

시퀀스 프로그램C

END 처리

시퀀스 프로그램B

시퀀스 프로그램A

베이직

주1.8

베이직

주1.8

대기 시간

대기 시간



●래치 기능이란

CPU 모듈의 각 디바이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 클리어되어

폴트값(비트 디바이스：OFF, 워드 디바이스：0)으로 됩니

다.

디

ㆍPLC의 전원 OFF→ON 시

ㆍ리셋 조작 시

ㆍ허용 순간 정전 시간을 초과한 정전 시

래치 기능은 상기와 디바이스의 내용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같은 경우

●래치 사용 시의 연산

프로그램에서의 연산은 래치의 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합니

다.

●래치 기능의 용도

래치는 연속된 제어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을 때, PLC의

전원 OFF, 리셋 조작 및 허용 순간 정전 시간을 초과한 정전

이 되었을 때에도 상기 데이터를 유지하고 제어를 계속하도

록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래치 가능한 디바이스

래치 가능한 디바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폴트는 래치 릴레이만 래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래치 릴레이(L)

ㆍ링크 릴레이(B)

ㆍ어넌시에이터(F)

ㆍ에지 릴레이(V)

ㆍ타이머(T)

ㆍ적산 타이머(ST)

ㆍ카운터(C)

ㆍ데이터 레지스터(D)

ㆍ링크 레지스터(W)

STOP 상태⇔ RUN 상태로 하였을 때의 출력

(Y) 상태 설정

●STOP 상태에서 RUN 상태로 하였을 때의 출력(Y) 상태

설정이란

CPU 모듈은 RUN 상태에서 STOP 상태로 하면, RUN 상태

의 출력(Y)을 PLC 내부에 기억하고, 출력(Y)을 모두 OFF합

니다.

CPU 모듈에서는 STOP 상태→RUN 하였을 때 상태

를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태로

2가지 방법

(1) STOP하기 전의 출력(Y) 상태를 출력한다.

(2) 출력을 클리어한다.

●설정 용도

유지 회로 등으로 STOP 상태→RUN 상태로 하였을 때, 출력

을 이전 상태로 재개할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작
버튼

정지
버튼

(1) STOP하기 전의 출력(Y) 상태를 출력으로 설정한 경우

(2) 출력(Y)을 클리어로 설정한 경우

래치 기능

1.1 CPU 모듈
1.1.6 기능



시계 기능

●시계 기능이란

시계 기능이란, CPU 모듈 내부의 시계 데이터를 시퀀스 프

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시계 데이터는 고장

.

읽고, 시간을 관리하는데

이력의 일시 등을 저장하여 CPU 모듈의

시스템의 시간 기능 등을 조작할 때 사용합니다

●전원 OFF 및 순간 정전 시의 시계 동작

시계 동작은 PLC의 전원 OFF 중 또는 허용 순간 정전 시간

을 초과한 정전 발생 시라도, CPU 모듈 내부의 배터리에 의

해 있습니다.계속해서 동작하고

●시계 데이터

시계 데이터는 CPU 모듈의 내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로
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시계 데이터의 정밀도

시계 기능의 정밀도는 다음과 같이 주위 온도에 따라 달라집

니다.

(1) 베이식 모델 QCPU의 정밀도

(2)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의 정밀도

(3) 이중화 CPU의 정밀도

리모트 조작

리모트 조작은 외부(GX Developer, MC 프로토콜을 사용한

외부 기기,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의 링크 전용 명

령, 리모트 접점 등)

.

에서 CPU 모듈의 동작 상태를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리모트 조작에는 다음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ㆍ리모트 RUN/STOP

ㆍ리모트 PAUSE

ㆍ리모트 RESET

ㆍ리모트 래치 클리어

■리모트 RUN/STOP

●리모트 RUN/STOP이란

리모트 RUN/STOP은 CPU 모듈의 RUN/STOP 스위치(베이

식 모델 QCPU의 경우에는 RUN/STOP/RESET 스위치)를

RUN 위치로 한 채로 외부에서 CPU 모듈의 RUN/STOP을

실행하는 조작입니다.

●리모트 RUN/STOP의 용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원격 조작에 의한 리모트 RUN/STOP을

실행하면 편리합니다.

ㆍCPU 모듈이 손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을 때.

ㆍ제어반 내의 CPU 모듈을 외부 신호에 의해 RUN/

STOP하고자 할 때.

●리모트 RUN/STOP 시의 연산

리모트 RUN/STOP하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

다.

(1) 리모트 STOP
프로그램을 END 명령까지 실행하고, STOP 상태가 됩

니다.

(2) 리모트 RUN

리모트 RUN/STOP하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동작

합니다.

■리모트 PAUSE

●리모트 PAUSE란

리모트 PAUSE는 CPU 모듈의 RUN/STOP 스위치(베이식

모델 QCPU의 경우에는 RUN/STOP/RESET 스위치)를 RUN

위치로 한 상태에서 외부에서 CPU 모듈을 PAUSE하는

.

PAUSE 상태란, 모든 출력(Y)의 ON/OFF 상태를 유지한 상

태에서 CPU 모듈의 연산을 말합니다.

기능

입니다

정지하고 있는 것을

●리모트 PAUSE의 용도

프로세스 제어 등으로 CPU 모듈이 RUN 상태일 때 ON되어

있는 출력(Y)을 STOP으로 해도 ON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CPU 모듈

데이터 명칭 내 용

년

월

일

시

분

초

요일

0

1

2

3

4

5

6

0~59

0~59

0~23(24시간제)

1~31(윤년 자동 판정)

1 ~12

서기로 4자리(1980년~2079년까지 계측 가능)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위 온도(℃) 정밀도(1일 차이, S)

주위 온도(℃) 정밀도(1일 차이, S)

주위 온도(℃) 정밀도(1일 차이, S)

1.1.6 기능



■리모트 RESET(리모트 리셋)

●리모트 RESET 란이

리모트 RESET은 CPU 모듈이 STOP 상태일 때

.

또한, RUN/STOP 스위치(베이식 모델 QCPU의 경우에는

RUN/STOP/RESET 스위치)가 RUN의 위치에 있더라도, 자

기진단 기능으로 검출할 수 있는 CPU 모

듈이 정지하고 있을 때는 리셋이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CPU 모듈을 리셋하는 기능입니다

에러가 발생하여

●리모트 RESET의 용도

리모트 RESET은 CPU 모듈이 손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

을 때 에러가 발생하면, 원격 조작으로 CPU 모듈을 리셋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래치 클리어

●리모트 래치 클리어란

리모트 래치 클리어는 CPU 모듈이 STOP 상태일 때 래치되

어 있는 디바이스 데이터를 GX Developer 등에 의해 리셋하

는 조작입니다.

●리모트 래치 클리어의 용도

다음과 같은 장소에 CPU 모듈이 있는 경우에 래치 클리어를

실행하고 싶을 때 편리합니다.

이 때, 리모트 RUN/STOP과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ㆍCPU 모듈이 손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는 경우.

ㆍ제어반 내의 CPU 모듈을 외부에서 래치 클리어하는 경

우.

Q 시리즈 대응 모듈의 입력 응답 시간 선택

(I/O 응답 시간)

●입력 응답 시간 선택이란

Q 시리즈 대응 모듈의 입력 응답 시간을 모듈 단위로 변경

는 기능입니다.

입력 응답 시간의 변경이 가능한 모듈과 설정 가능한 시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하

상기의 Q 시리즈 대응 모듈은 설정된 입력 응답 시간에 외부

입력을 수신합니다.

●주의 사항

(1) 설정 가능한 GX Developer의 버전에 제약이 있는 모듈

고속 입력 모듈 또는 인터럽트 모듈의 입력 응답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버전 GX

Developer를 사용하십시오.

아래의 버전보다 낮은 GX Developer를 사용한 경우에는

입력 응답 시간의 디폴트값으로 동작합니다.

이후의

(2) 입력 응답 시간을 짧게 한 경우

입력 응답 시간을 고속으로 설정하면, 노이즈 등에

집니다.

입력 응답 시간은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하십시오.

취약

해

(3) A 시리즈 대응 입력 모듈 사용 시

A 시리즈 대응 입력 모듈의 입력 응답 속도는 변

경할 수 없습니다.

A 시리즈 대응 입력 모듈 또는 인터럽트 모듈의

슬롯에 입력 응답 속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무처

리됩니다.

(4) 설정이 유효하게 되는 타이밍

입력 응답 시간의 설정 내용은 다음과 같을 때

유효하게 됩니다.

ㆍPLC의 전원 OFF→ON 시

ㆍCPU 모듈의 리셋 해제 시

베이식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에서는 A 시리즈 대응 모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러 시 출력 모드 설정

에러 시 출력 모드 설정이란

에러 시 출력 모드 설정은 Q 시리즈 대응 출력 모듈, 입

출력 혼합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인터럽트 모듈에

대한 출력을 CPU 모듈이 정지 에러 시에 클리어할 것인

지의 여부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하드웨어 에러 시 CPU 동작 모드 설정

하드웨어 에러 시 CPU 동작 모드 설정이란
하드웨어 에러 시 CPU 동작 모드 설정은 인텔리전트 기

능 모듈, 인터럽트 모듈에서 하드웨어 에러가 발생하였

을 때, CPU 모듈의 연산을 정지시킬 것인지, 속행시킬

것인지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1.1 CPU 모듈

주1.9

설정 가능한 시간

입력 모듈 1ms, 5ms, 10ms, 20ms, 70ms

(디폴트：10ms)입출력 혼합 모듈

고속 입력 모듈

인터럽트 모듈 (디폴트：0.2ms)

0.1ms, 0.2ms, 0.4ms, 0.6ms, 1ms

입력 응답 시간의

변경이 가능한 모듈

외부 입력

Q 시리즈 대응 모듈

입력 응답 시간

모듈 설정 가능한 GX Developer의 버전

고속 입력 모듈
GX Developer Version 5

(SW5D5C-GPPW) 이후

인터럽트 모듈
GX Developer Version 6

(SW6D5C-GPPW) 이후

베이직

주1.9

베이직

주1.9

이중화

주1.9

이중화

주1.9주1.9

주1.9

1.1.6 기능

프로세스

프로세스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스위치 설정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스위치 설정이란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스위치 설정은 Q 시리즈 대응 인텔

리전트 기능 모듈, 인터럽트 모듈의 스위치 내용을 GX

Developer에서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스위치 설정이 쓰여지는 타이밍

설정된 스위치 설정 내용은 PLC의 전원 기동 시 또는 CPU

모듈의 리셋 해제 시에 CPU 모듈에서 각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인터럽트 모듈에 .쓰여집니다

모니터 기능

●모니터 기능이란

모니터 기능은 GX Developer에서 CPU 모듈의 프로그램, 디

바이스,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상태를 읽는 기능입니다.

*1：베이식 모델 QCPU에는 글로벌 디바이스ㆍ로컬 디바이스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따라서 GX Developer에서 로컬 디바이스의 모니터를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디바이스 테스트에 의한 강제 ON/

OFF만 가능합니다.

●모니터 요구의 처리 타이밍과 표시 데이터

CPU 모듈은 GX Developer에서의 모니터 요구를

END 처리 시에 실행합니다.

따라서 GX Developer에서는 CPU 모듈의 END 처리

시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모니터 조건을 설정한 모니터

디버그할 때 GX Developer에서 모니터 조건을 설정

함으로써, CPU 모듈의 연산 상태를 지정된 조건으

로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정지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지정된 조

건으로 모니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로컬 디바이스의 모니터

복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로컬 디바이스를 사용

하고 있는 경우, 각 프로그램의 로컬 디바이스의 데

이터를 모니터할 수도 있습니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모니터 조건을 설정한 모니터

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복수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글로벌 디바이스와 로컬 디바이스의 구별이 없

습니다.

따라서 GX Developer에서 로컬 디바이스의 모니터를 설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1 CPU 모듈

주1.10

주1.11

② 전원 기동 시 또는 CPU
모듈 리셋 해제 시에 쓰기!

① 쓰기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스위치 설정

모니터 기능

CPU 사용 가능 여부모듈별

베이식

모델

Q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래더 모니터

디바이스/버퍼메모리

일괄 모니터

디바이스 등록 모니터

디바이스 테스트

래더 등록 모니터

모니터 조건 설정

로컬 디바이스의 모니터

ㆍ테스트

외부 입출력의 강제

ON/OFF

○：사용 가능  △：일부 사용 가능  ×：사용 불가능

베이직

주1.10

베이직

주1.11

베이직

주1.10

베이직

주1.11

1.1.6 기능



■ 로컬 디바이스의 모니터ᆞ테스트

PLC 파라미터의 디바이스 설정에서 로컬 디바이스로 설정

된 디바이스를 GX Developer에서 모니터 및 테스트할 수 있

습니다.

이 기능에 의해 GX Developer에서 모니터하고 있는

.

프로그

램을 로컬 디바이스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디버그할 수 있습

니다

● 로컬 디바이스의 모니터

로컬 디바이스를 D0~99로 설정하여 프로그램명이 “A”,

“B”, “C”인 3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의 동작을 나타

냅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는 A→B→C→(END 처리)→A→B…

로 합니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복수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글로벌 디바이스와 로컬 디바이스에 대한 구별

이 없습니다.

따라서 GX Developer에서 로컬 디바이스의 모니터를 설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로컬 디바이스의 모니터를 설정하 프로그램명

이 “B”인 프로그램을 모니터 하면, 프로그램 “B”의 로컬 디

바이스를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고

■ 외부 입출력의 강제 ON/OFF

GX Developer에서의 강제적 ON/OFF 조작에 의해 외부 입

출력을 강제적으로 ON/OFF할 수 있습니다.

ON/OFF가 등록되어 있는 정보는 GX Developer의 조작에

의해 해제합니다.

● 강제 ON/OFF 시의 동작

강제 ON/OFF 시에는 강제 ON(강제 ON 등록), 강제 OFF

(강제 OFF 등록), 강제 ON/OFF 해제(등록 해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 ON, 강제 OFF, 강제 ON/OFF 동작을 나타냅

니다.

해제 시

1. 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GX Developer Version 6 이후

의 제품이 필요합니다.
2. 이중화 CPU에서 계 전환이 발생한 경우, 신제어계는 계 전환

발생 전의 제어계에 등록되어 있는 강제 ON/OFF 등록 내용

대로 강제 ON/OFF를 계속합니다.

1.1 CPU 모듈

주1.12

주1.14

설 정

모니터 디바이스

D0(로컬 디바이스)
D100

(글로벌 디바이스)

로컬 디바이스

비설정 시

프로그램 “C”의 D0을

모니터합니다.

프로그램 “C” 실행 후의

D100을 모니터합니다.

로컬 디바이스

설정 시

표시되어 있는 프로그램

의 D0을 모니터합니다.

표시되어 있는 프로그램

실행 후의 D100을 모니

터합니다.

CPU 모듈

프로그램의 실행(A→B→C)

로컬 디바이스 모니
터로 설정하여, 프로
그램 B를 모니터한다.

프로그램 B의 로컬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표시한다.

(예)
D0부터 D99가 로컬 디바이스
인 경우에는 X10이 ON일 때
D0=4, X11이 ON일 때 D99=8을
표시한다.

프로그램：A

프로그램：B

프로그램：C

주1.15

주1.15

주1.15

조 작 입력(X) 동작 출력(Y) 동작

해제 시

외부 입력에 의해 시퀀

스 프로그램을 연산합

니다.

시퀀스 프로그램의 연산

결과를 외부에 출력합니

다.

강제

ON 시

강제 ON 상태에서 시퀀

스 프로그램을 연산합

니다.

시퀀스 프로그램의 연산

결과에 관계없이 “ON”을

외부에 출력합니다.

강제

OFF 시

강제 OFF 상태에서 시

퀀스 프로그램을 연산

합니다.

시퀀스 프로그램의 연산

결과에 관계없이 “OFF”

를 외부에 출력합니다.

베이직

주1.12

베이직

주1.12

베이직

주1.14

주1.13

하이
퍼포먼스

포인트

이중화

주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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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강제 입출력 등록/해제를 사용

한 강제 ON 등록, 강제 OFF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GX Developer의 디바이스 테

스트에 의한 강제 ON/OFF만 가능합니다.

백업 모드에서는 대기계 출력(Y)의 강제 ON/OFF는 실행

않습니다.되지

CPU 모듈 RUN 중 프로그램 쓰기

CPU 모듈이 RUN되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프

로그램을 씁니다.

■래더 모드에서의 RUN 중 쓰기

●래더 모드에서의 RUN 중 쓰기란

래더 모드에서의 RUN 중 쓰기는 CPU 모듈의 RUN 중에 프

로그램을 쓰는 기능입니다.

래더 모드에서 RUN 중 쓰기를 사용하면, CPU 모듈의 프로

그램 연산을 멈추지 않고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GX Developer에서 변경하여, 변환
시에 CPU 모듈에도 쓴다

또한, 네트워크의 다른 국에 접속한 GX Developer에서 프로

그램을 RUN .중에 쓸 수도 있습니다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GX Developer에서
CPU 모듈에도 쓴다

●주의 사항

프로그램 메모리만 RUN 중 쓰기가 가능합니다.

(1) RUN 중 쓰기가 가능한 메모리
프로그램 메모리만 RUN 중 쓰기가 가능합니다.

(2) 부트 운전 RUN 중 쓰기중에
부트 운전 중에 RUN 중 쓰기를 한 경우의 부트 소

스 프로그램의 상태는 사용하는 CPU 모듈과 부트

소스 메모리에 따라 다릅니다.

*1：부트 소스 프로그램은 다음 페이지의
선택하면 변경됩니다.

이 때, RUN 중 쓰기가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메시지가 표시되었을 때
"Yes"를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서 외부 입출력의 강제 ON/

OFF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CPU 모듈 및 GX Developer의

버전을 확인하십시오.

1.1 CPU 모듈

CPU 모듈 RUN 중 쓰기의 종류

베이식 모델 QCPU
ㆍ래더 모드에서의 RUN 중 쓰기

ㆍ포인터를 사용한 RUN 중 쓰기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ㆍ래더 모드에서의 RUN 중 쓰기

ㆍ파일의 RUN 중 쓰기

ㆍ포인터를 사용한 RUN 중 쓰기

부트 소스 메모리

부트 소스 프로그램의 상태

ᆞ베이식 모델

QCPU

ᆞ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ᆞ프로세스 CPU

ᆞ이중화 CPU

메모리

카드

SRAM

카드
ATA

카드

부트 소스 프로그램

도 변경된다. *1

부트 소스 프로그램

도 변경된다. 1*

Flash

카드

부트 소스 프로그램

은 변경되지 않는다.

2*

부트 소스 프로그램

도 변경된다. 1*

표준 ROM

부트 소스 프로그램

은 변경되지 않는다.

부트 소스 프로그램

도 변경된다. 1*

주1.16

2*

이중화

주1.15

주1.13

하이
퍼포먼스

베이직

주1.14

베이직

주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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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를 선택하면 부트 소스 프로그램은 변경되지 않습니
다.
RUN 중 쓰기 후에 PLC의 전원을 OFF하거나 CPU 모듈을
리셋하기 전에 프로그램 메모리의 내용을 메모리 카드/표
준 ROM에 쓰십시오.

*2：RUN 중 쓰기 후에 PLC의 전원을 OFF하거나 CPU 모듈을 리
셋하기 전에 프로그램 메모리의 내용을 메모리 카드(Flash 카
드)/표준 ROM에 쓰십시오.

(3) 한번에 RUN 중 쓰기 가능한 스텝수

한번에 최대 512스텝까지 RUN 중 쓰기가 가능합니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메모리 카드에서의 부트 운전

은 할 수 없습니다.

■파일의 RUN 중 쓰기

●파일의 RUN 중 쓰기 기능이란

CPU 모듈 RUN 중에 GX Developer의 온라인 조작에 의해

CPU 모듈에 파일을 일괄로 쓰는 기능입니다.다음의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파일의 RUN 중에는 쓸 수 없

습니다.

실행 시간 계측

●실행 시간 계측이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처리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실행 시간 계측의 용도와 종류

시스템 조정 시에 각 프로그램의 처리 시간이 전체의 스캔

타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 시간 계측에는 다음 .3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ㆍ프로그램 일람 모니터

ㆍ인터럽트 프로그램 일람 모니터

ㆍ스캔 타임 측정

■프로그램 일람 모니터

●프로그램 일람 모니터란

프로그램 일람 모니터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처리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프로그램별 스캔 타임, 실행 횟수 및 항목별 처리 시간이 표

시됩니다.

■인터럽트 프로그램 일람 모니터

●인터럽트 프로그램 일람 모니터란

인터럽트 프로그램의 실행 횟수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인터럽트 프로그램의 실행 상태 확인 시에 사용합니다.

■스캔 타임 측정

●스캔 타임 측정이란

스캔 타임 측정은 래더 모니터 실행 시 프로그램 임의의 구

간의 처리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서브 루틴 프로그램이나 인터럽트 프로그램 내의 시간도 측

정할 수 있습니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스캔 타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측정 기능을

1.1 CPU 모듈

메모리명

CPU 모듈 내장

메모리

카드

(RAM)

메모리 카드

(ROM)

프로

그램

메모리

표준

RAM

표준

ROM

SRAM

카드

Flash

카드

ATA

카드

파라미터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

프로그램

디바이스 코멘트

디바이스 초기값

파일 레지스터

로컬 디바이스

샘플링 트레이스

파일

고장 이력 데이터

PLC 사용자 데이터

○：쓰기 데이터허가

×：쓰기 데이터금지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액세스 중이 아니면 쓰기

가능한 데이터

프로그램 파일
A

프로그램
파일 A의 쓰기

베이직

주1.16

베이직

주1.17

베이직

주1.17

베이직

주1.18

베이직

주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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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 트레이스 기능

●샘플링 트레이스 기능이란

샘플링 트레이스 기능은 지정된 타이밍에 CPU 모듈의 지정

디바이스의 내용을 연속해서 수집하는 기능입니다.

샘플링 트레이스는 지정 디바이스의 내용을 일정한 간격(샘

플링 주기)으로 샘플링하여, 트레이스 결과를 메모리 카드

의 샘플링 트레이스 파일에 저장합니다.

●샘플링 트레이스의 용도

디버그 시에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의 변경

내용을 지정된 타이밍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리거 조건 성립 시의 디바이스 내용도 수신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샘플링 트레이스 기능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1. 샘플링 트레이스 파일은 표준 RAM 또는 SRAM 카드에만 저

장할 수 있습니다.

2. 표준 RAM에 샘플링 트레이스 파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모듈 및 GX Developer의 버전을 확인하십시오.CPU

여러 사람에 의한 디버그 기능

●여러 사람에 의한 디버그 기능이란

여러 사람에 의한 디버그 기능은 CPU 모듈,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등에 접속된 복수의 GX

Developer에서 동시에 디버그를 실행하는 기능입니

다.

공정별, 복수의 GX

Developer에서 동시에 별도의 파일로 디버그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별로 파일을 나누어

●기능 설명

여러 사람이 실행할 수 있는 디버그

.

기능은 다음과

같이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버그 기능의 조합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공정별, 기능별로 파일을 분할

할 수 없으므로 별도 파일의 사용할 수 없

습니다.

디버그 기능은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샘플링 트레이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모니터 조건을 설정한 모니터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모니터하는 기능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모니터하는 기능이란

본 기능을 사용하면 CPU 모듈,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

듈 등에 접속한 복수의 GX Developer에서 동시에 모니터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대상

사용자용

파일은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 영역을 작성함으로써, 복수의 GX

Developer에서 고속 모니터를 할 수 있습니다.(자국용

모니터 )

1.1 CPU 모듈

주1.20

주1.21

실행 중인 기능

나중에 실행한 기능

모니터
RUN 중

쓰기

실행 시간

계측

샘플링

트레이스

모니터

RUN 중 쓰기

실행 시간 계측

샘플링

트레이스

○：동시 실행 가능.
×：1개의 GX Developer에서만 실행 가능.

*1：모니터 조건 설정은 1개의 GX Developer에서만 유효

하므로, 다른 GX Developer에서는 모니터 조건을 설

정할 수 없습니다.

*2：모니터 조건을 설정한 모니터와 RUN 중 쓰기는 동시

에 실행할 수 없습니다.

*3：여러 사람이 동시에 실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GX Developer에서 실행하는 경우에는 실행 중

인 실행 시간 계측 및 샘플링 트레이스를 정지하거나

중단하고 나서 실행하십시오.

주1.22

베이직

주1.19

베이직

주1.19

베이직

주1.20

베이직

주1.22

베이직

주1.20

베이직

주1.21

베이직

주1.22
포인트

베이직

주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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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동시에 RUN 중 쓰기하는 기능

●여러 사람이 동시에 RUN 중 쓰기하는 기능이란

여러 사람이 동시에 1개의 파일 또는 다른 파일에 RUN 중에

쓰는 기능입니다.

PC A
(GX Developer)

PC B
(GX Developer)

베이식 모델 QCPU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RUN 중 쓰기

하는 경우에는 CPU 모듈 및 GX Developer의 버전을 확인

하십시오.

워치 도그 타이머(WDT)

●워치 도그 타이머(WDT)란

WDT는 CPU 모듈의 하드웨어나 시퀀스 프로그램의 이상을

검출하기 위한 CPU 모듈 내부의 타이머입니다.

● 타임업한 경우WDT가

WDT가 타임업하면 WDT 에러가 되며, CPU 모듈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1) CPU 모듈은 출력을 모두 OFF합니다.

(2) 앞면의 RUN LED가 소등하며, ERR.LED가 점멸합니다.

(3) SM1이 ON되며, SD0에 에러 코드 5000, 5001(“WDT

ERROR”)이 저장됩니다.

자기진단 기능

●자기진단 기능이란

자기진단 기능이란, CPU 모듈 자신이 이상의 유무를 진단

하는 기능입니다.

자기진단 기능은 CPU 모듈의 동작 이상을 방지함은 물로

예방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진단 타이밍

CPU 모듈의 전원 투입 시 또는 CPU 모듈의 RUN 중에 이상

이 발생한 경우, 자기진단 기능에 의해 이상을 검출하여

.

에

러를 표시하거나 CPU 모듈의 연산을 정지합니다

●이상의 확인

(1) LED의 점등
CPU 모듈은 이상을 검출하면, ERR.LED를 점등합니다.

(2) 이상 내용 저장 위치와 확인

CPU 모듈은 이상을 검출하면 특수 릴레이(SM0, SM1)

를 ON하여 이상 내용(에러 코드)을 특수 레지스터(SD0)

에 저장합니다.

이상을 복수로 검출하였을 때는 최신 에러의 에러 코드

가 SD0에 저장됩니다.

특수 릴레이, 특수 레지스터를 프로그램상에서 사용하여

PLC 또는 기계계의 인터록으로 사용하십시오.

●이상 검출 시의 CPU 모듈의 동작

(1) 이상 검출 시의 모드

자기 진단에 의해 이상을 검출한 경우, CPU 모듈을 동작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모드를 사용합니다

(a) CPU 모듈의 연산을 정지하는 모드

CPU 모듈은 이상을 검출한 시점에서 연산을 정지하

고, PLC 파라미터 I/O 할당 설정의 “에러 시의 출력

모드”에서 “클리어”(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모듈

의 외부 출력을 모두 OFF합니다.(디바이스 메모리

의 출력(Y)은 유지됩니다.)

다만 “에러 시의 출력 모드”에서 “유지”로 설정되어

있는 모듈은 외부 출력이 유지됩니다.

(디바이스 메모리상의 출력(Y)은 유지됩니다.)

(b) CPU 모듈의 연산을 속행하는 모드
CPU 모듈은 이상을 검출하면 이상이 발생된 프로그

램(명령)만 실행하지 않고 기타 프로그램도 실행합

니다.

(2) 연산의 속행/정지가 선택 가능한 에러

다음의 에러는 연산의 “속행/정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a) PLC 파라미터의 PLC RAS 설정에서 선택 가능한 에

러

ㆍ연산 에러(SFC 프로그램 포함)

ㆍ확장 명령 에러

ㆍ퓨즈 단선

ㆍI/O 모듈 대조 에러

ㆍ인텔리전트 모듈 프로그램 실행 에러

ㆍ메모리 카드 액세스 에러

ㆍ메모리 카드 조작 에러

ㆍ외부 전원 공급 OFF

예를 들어, I/O 모듈 대조 에러를 “속행”으로 설

정한 경우 에러가 발생되면 에러 발생 전의 입출

력 번호부터 연산을 속행합니다.

(b) PLC 파라미터 I/O 할당 설정의 상세 설정에서 선택

가능한 에러

ㆍ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에러

1.1 CPU 모듈

주1.24

주1.24

주1.24

베이직

주1.23

베이직

주1.23

베이직

주1.24

1.1.6 기능



●에러 체크의 선택

다음의 에러 체크는 PLC 파라미터의 PLC RAS 에

러 체크의 “실행한다/실행하지 않는다”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파라미터의 디폴트는 모두 “실행한다”로 설정되어 있습니

다.)

설정에서

(1) 배터리 체크

(2) 퓨즈 체크단선

(3) I/O 모듈 대조

1. 이중화 CPU의 경우, 다른 계에서 발생한 이상의 내용이 특수

릴레이(SM1610 ~ 1626) 및 특수 레지스터(SD1610 ~ 1636)

에 저장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른 계의 이상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

니다.
ㆍ 가 전원 OFF, 리셋, 하드웨어 이상다른 계

ㆍWDT 에러(에러 코드：5000, 5001) 발생 중

ㆍ트래킹 케이블 이상(미장착, 단선, 고장 등)

2. 다음의 CPU 모듈의 상태를 나타내는 에러 발생 시, 특수 릴레

이(SM0, SM1) 및 특수 레지스터(SD0 ~ 26)에 이상 발생 내

용은 저장되지 ERR.LED도 점등하지 않습니다.않으며,

에러 내용은 고장 이력에 저장됩니다.

ㆍ대기계→제어계 전환 발생

(에러 메시지：CONTROL EXE. 에러 코드：6200)

ㆍ제어계→대기계 전환 발생

(에러 메시지：STANDBY 에러 코드：6210)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메모리 카드 액세스 에러, 메

모리 카드 조작 에러, 외부 전원 공급 차단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에러 발생에 의한 인터럽트

CPU 모듈은 에러가 발생되면 대상이 되는 인터럽트 포인터

의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PLC RAS 설정에서 속행/정지로 설정 가능한 에러에 의

한 인터럽트

PLC 파라미터의 PLC RAS 설정에서 연산을 “속행/정지”로

설정할 수 있는 에러는, “속행”으로 설정된 에러만 실행됩니

다.

“정지”로 설정된 에러는 정지 에러 전체의 인터럽트 프로그

램(I32)을 실행합니다.

●인터럽트 포인터와 대응하는 에러

인터럽트 포인터와 대응하는 에러를 나타냅니다.

*1：아래와 같이 심각한 에러가 발생하고 있을 때는 I32의 인터럽
트 실행되지 않습니다.프로그램이

 ㆍMAIN CPU DOWN
 ㆍEND NOT EXECUTE
 ㆍRAM ERROR
 ㆍOPE CIRCUIT ERR.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에러 발생 시의 인터럽트

포인터가 없으므로 CPU 모듈 자신의 에러 발생에

의한 인터럽트는 구성할 수 없습니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에서는

인터럽트 포인터 I40, I41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I33은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7032”

이후인 제품이 대상입니다.

고장 이력

CPU 모듈은 자기진단 기능에 의해 검출한 결과에 검출 시

간을 부가하여 고장 이력으로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고장 이력은 GX Developer의 [진단]→[PLC 진단]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베이식 모델 QCPU

●저장 영역

최신의 고장 16점이 래치되어 있는 CPU 모듈의 고장 이력

저장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저장 데이터

PLC의 전원 ON 중에 동일한 에러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

고장 이력 저장 .메모리에는 데이터가 한 번만 저장됩니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 저장 영역

최신의 16점의 고장 내역은 래치되어 있는 CPU 모듈의 고

장 이력 저장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17점 이상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LC 파라미터의 PLC

RAS 설정에 의해 메모리 카드의 파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1.1 CPU 모듈

주1.26

인터럽트 포인터 대응하는 에러 메시지

정지 에러 전체 *1

CHK 명령

어넌시에이터 검출

빈 번호

에러 발생 시에 운전 모드가 속행되는 에러 또는
“정지/속행”을 선택할 수 있는 에러 중에
“속행”으로 설정되어 있는 에러

베이직

주1.24

베이직

주1.25

주1.26

하이
퍼포먼스

주1.26

주1.26

하이
퍼포먼스

주1.26

베이직

주1.25

포인트

1.1.6 기능

프로세스

프로세스



주1.27

주1.27

●저장 데이터

파라미터와 메모리 카드의 이력수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달

라진 경우, 메모리 카드의 이력 파일의 내용을 클리어하고

CPU 모듈의 고장 이력 저장 메모리의 16점 데이터를 이력

파일에 전송 합니다.

ㆍ파라미터의 이력 파일의 이력수를 도중에 변경한 경우

ㆍ파라미터에 설정되어 있는 이력수와 다른 메모리 카드

를 장착한 경우

고장 이력 파일의 저장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저장 가능 개수를 초과하였을 때 가장 오래된 이력을
신의 이력을 저장합니다.

삭제하
고 최

파라미터에 설정되어 있는 고장 이력 파일이 메모리 카드에 존재

하지 않아도 CPU 모듈은 에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 CPU 모듈은 발생된 고장을 CPU 모듈의 고장 이력 저장

메모리에만 저장합니다.

시스템 프로텍트

CPU 모듈은 설계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의 GX Developer,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등에 의한 프로그램 변경에 대해

서 몇 가지 보호 기능(시스템 프로텍트)을 가지고 있습니다.

CPU 모듈 본체의 딥 스위치 SW１을 ON하여 시스템 프

로텍트를 실행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PLC 파라미터,

CPU 모듈의 딥 스위치에 설정되어 있는 다음의 기능은

실행합니다.

ㆍ표준 ROM, 메모리 카드에서의 부트
ㆍ표준 ROM에 대한 자동 쓰기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CPU 전체 및 메모리 카드 단위

의 시스템 프로텍트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베이식 모델 QCPU에는 딥 스위치에 의한 시스템 프로텍

트 기능이 없으므로 포인트에 기재한 제약을 필요

는 없습니다.

신경쓸

■패스워드 등록

패스워드는 GX Developer에 의한 CPU 모듈 내의 프로그램,

디바이스 코멘트 등의 데이터 읽기 및 갱신을 금지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패스워드의 유효 범위

읽기 및 갱신 금지 범위는 지정된 메모리(프로그램

메모리/표준 ROM/메모리 카드)의 프로그램 파일,

디바이스 코멘트 파일, 디바이스 초기값 파일이 대

상이 됩니다.

●패스워드에 의해 금지 가능한 조작

다음과 같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ㆍ파일을 읽기/쓰기할 수 없다.

ㆍ파일을 쓸 수 없다.(읽기는 가능)

패스워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패스워드

를 입력하지 않는 한 GX

없습니다.

Developer에서 파일을 조

작할 수

베이식 모델 QCPU의 패스워드 유효 범위는 프로그램 메

모리의 프로그램 파일, 디바이스 코멘트 파일, 디바이스

초기값이 대상이 됩니다.

표준 ROM, 메모리 카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1 CPU 모듈

저장 영역 설정된 메모리 카드의 파일

저장 가능 개수 최대 100개(변경 가능)*1

프로텍트

대상

프로텍트

유효

파일

프로텍트

내용
방 법

유효

타이밍
비고

CPU

전체 모든

파일

외부에서 GX

Developer 등

으로 CPU 모듈

에 쓰거나 제어

지시를 내리는

것을 일괄 금지

한다.

CPU 모듈

의 시스템

설정 스위치

SW１을 ON

한다.

상시

디바

이스

에도

유효

메모리

카드

단위

모든

파일

메모리 카드에

대한 쓰기를 금

지한다.

메모리 카

드의 쓰기

방지 스위

치를 ON

한다.

상시

파일

단위

프로그램

디바이스

코멘트

디바이스

초기값

파일 마다 속성

을 '읽기/쓰기

금지', '쓰기

금지'로 변경한

다.

패스워드

등록에서

파일의 속

성을 변경

한다.

상시

주1.28

*： 다음과 같이

니다.됩

상기의 표에서 '제어 지시', '읽기/쓰기 및 쓰기'는

항 목 내 용

제어 지시
리모트 조작에 의한 CPU 모듈의 동작 지시.

(리모트 RUN, 리모트 STOP 등)

읽기/쓰기 프로그램의 읽기, 쓰기 등의 조작.

쓰기
프로그램의 쓰기, 테스트 등 쓰기 처리가 관계되는

조작.

주1.29

포인트

베이직

주1.27

베이직

주1.27

베이직

주1.28

베이직

주1.27

베이직

주1.28

베이직

주1.29

베이직

주1.29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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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 패스워드

●리모트 패스워드란

리모트 패스워드는 원격지의 사용자가 CPU 모듈에

방지하기 위한 기능입니

다.

리모트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으면, 원격지의 사용

자가 CPU 모듈에 대한 액세스 요구가 있을 때 리모

트 패스워드를 체크합니다.

부정하게 액세스하는 것을

●리모트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 있는 모듈

리모트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 있는 모듈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ㆍEthernet 모듈

ㆍ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리모트 패스워드의 설정 장수

리모트 패스워드의 설정 장수는 사용하는 GX

Developer의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GX Developer의 버전에 따른 리모트 패스워드의 설

정 .장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표의 최대 설정 장수는 CPU 모듈을 사용한 시스템에서
의 최대 장착 장수가 아니라, GX Developer의 버전에 따른
리모트 패스워드의 설정 장수입니다.

베이식 모델 Q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

서 리모트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CPU 모

듈 및 GX Developer의 버전을 확인하십시오.

GX Developer에 의한 CPU 모듈의 시스템

표시

CPU 모듈에 GX Developer를 접속하여, 시스템 모니터(아

래 그림 참조)에 의해 다음의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장착 상태

ㆍ동작 상태

ㆍ모듈 상세 정보

ㆍ제품 정보

시스템 모니터 화면(이중화 CPU 제외)

시스템 모니터 화면(이중화 CPU의 경우)

LED 표시

CPU 모듈의 앞면에는 CPU 모듈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LED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① : 베이식 모델 QCPU(Q00JCPU)
② : 베이식 모델 QCPU(Q00CPU, Q01CPU)
③ :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④ : 이중화 CPU

1.1 CPU 모듈

GX Developer

의 버전
모듈 명칭

최대 설정

장수

Version 6

Version 7

Ethernet 모듈 4장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4장

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Version 8 이후

제품

Ethernet 모듈 4장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8장

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주1.30

하이
퍼포먼스

베이직

주1.30

하이
퍼포먼스베이직

주1.30

포인트

1.1.6 기능



고속 인터럽트 기능

QnHCPU는 인터럽트 포인터 I49를 사용하여 인터

럽트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0.2ms~1.0ms간격의

고속 고정 스캔 인터럽트로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

다.

또한, QnHCPU는 고속 인터럽트 프로그램 실행 전

후의 파라미터에 설정되어 있는 범위의 입출력 신호

및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입출력의 응답성이 향상됩니다.

따라서 정밀한 위치 검출 등의 높은 정밀도의 제어

가 가능하게 됩니다.

버퍼메모리를 리프레시하

면

●대응하는 CPU 모듈

●고속 인터럽트 기능 사양

고속 인터럽트 기능은 PLC 파라미터의 「PLC 시스템 설정」

→「시스템 인터럽트 설정」→「고속 인터럽트 설정」에서

설정합니다.

●고속 인터럽트 기능의 상세 항목

고속 인터럽트 기능은 인터럽트 포인터 I49로 0.2ms ~ 1.0ms

간격으로 인터럽트가 실행되므로, 기타 인터럽트 포인터에 의한

인터럽트 프로그램 및 고정 스캔 프로그램은 실행하지 마십시오.

인터럽트 프로그램 및 고정 스캔 프로그램을 실행한 경우에는 고

속 인터럽트가 설정된 인터럽트 주기 간격으로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베이식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는 고속 인터럽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

니다.

Q02CPU는 고속 인터럽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nHCPU에서 고속 인터럽트 기능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CPU 모듈 및 GX Developer의

버전을 확인하십시오.

■ 처리 시간

고속 인터럽트 기능은 기동에서 종료까지의 각 처리 시간

을 나타냅니다.

1.1 CPU 모듈

스텝 0
메인 루틴 프로그램
(스캔 타임 1ms)

I49 인터럽트 프로그램

메인 루틴 프로그램

대기 시간

고속 인터럽트 기동

입력(X)

버퍼메모리 읽기

I49 오버헤드

고속 인터럽트 프로그램 실행

버퍼메모리 쓰기

출력(Y)

고속 인터럽트 종료

인터럽트 주기 간격：0.2ms(파라미터 설정)

대응 CPU 모듈 비 고

Q02HCPU, Q06HCPU,

Q12HCPU, Q25HCPU
CPU 모듈의 버전에 제약 있음

항 목 내 용

인터럽트 주기 간격 0.2~1.0ms 0.1ms 단위

인터럽트 프로그램수 1개 인터럽트 포인터 I49

인터럽트 프로그램의

실행

고속 I/O 리프레시

고속 버퍼 전송

I49로 작성한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실행합니

다.

인터럽트 주기 간격으로 입출력 모듈, 인텔리

전트 기능 모듈과 CPU 모듈 간에 입출력 신호

를 갱신합니다.

인터럽트 주기 간격으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의 버퍼메모리 데이터와 CPU 모듈의 디바이스

데이터 간을 갱신합니다.

비 고

내 용항 목

메인 루틴 프로그램

대기 시간

고속 인터럽트 기동

입력(X)

버퍼메모리 읽기

I49 오버헤드

고속 인터럽트 프로그램 실행

버퍼메모리 쓰기

출력(Y)

고속 인터럽트 종료

이중화

주1.31

베이직

주1.31

주1.32

하이
퍼포먼스

주1.31

주1.32

하이
퍼포먼스

주1.34

하이
퍼포먼스

이중화

주1.31

베이직

주1.31주1.31

베이직

주1.33

주1.33

이중화

주1.33

포인트

1.1.6 기능

프로세스

프로세스

프로세스



베이식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는 고속 인터럽트 기능을 사용할 수 없

으므로 본 항의 내용을 필요는 없습

니다.

신경쓸

Q02CPU는 고속 인터럽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본 항의 내용을 필요는 없습

니다.

신경쓸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에서의 인터럽트

CPU 모듈에서는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에서의 인터럽트 요

구에 의해 인터럽트 프로그램(I□)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에서는 아래와 같이 데

이터 교신 기능 실행 시에 인터럽트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수 있습니다.

수

신을 처리할

ㆍ무수순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 시의 데이터 수신

ㆍ쌍방향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 시의 데이터 수신

인터럽트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 CPU

모듈에 대한 수신 데이터의 수신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

다.

수신 처리를 함으로써

1.1 CPU 모듈

처리 항목 처리 시간

대기 시간

ㆍ최대 37.5μs 또는 37.5μs 이상의 명령 처리 시간

ㆍMELSECNET/H, CC-Link,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증설 베이스 모듈에 장착한 경우에는 최대 40μs

고속 인터럽트

기동＋고속

인터럽트 종료

22μs

X 입력

＜기본 베이스 모듈 시＞

시간=0.14×(X 총점수)＋0.65×(설정수)＋0.85μs

＜증설 베이스 모듈 시＞

시간=0.21×(X 총점수)＋0.65×(설정수)＋0.85μs

(계산 예) 기본 베이스 모듈 장착 시에 설정수 1, X 점수

16점의 경우, 3.74μs

버퍼 메모리

읽기

＜기본 베이스 모듈 시＞

ㆍ16워드 이하일 때

시간=0.47×(전송 총워드수)＋2.85×(설정수)＋

0.95μs

ㆍ16워드를 초과하였을 때

시간=0.5×(전송 총워드수)＋0.95μs

＜증설 베이스 모듈 시＞

ㆍ16워드 이하일 때

시간=1.07×(전송 총워드수)＋2.85×(설정수)＋

0.95μs

ㆍ16워드를 초과하였을 때

시간=1.1×(전송 총워드수)＋0.95μs

(계산 예) 기본 베이스 모듈 장착 시에 설정수 1, 2

워드의 경우, 4.74μs

I49의 오버

헤드
41μs

고속 인터럽트

프로그램 실행
사용자가 작성한 인터럽트 프로그램에 따릅니다.

버퍼 메모리

쓰기

＜기본 베이스 모듈 시＞

ㆍ16워드 이하일 때

시간=0.47×(전송총워드수)＋2.65×(설정수)＋

0.95μs

ㆍ16워드를 초과하였을 때

시간=0.55×(전송총워드수)＋0.95μs

＜증설 베이스 모듈 시＞

ㆍ16워드 이하일 때

시간=1.07×(전송총워드수)＋2.65×(설정수)＋

0.95μs

ㆍ16워드를 초과하였을 때

시간=1.15×(전송총워드수)＋0.95μs

(계산 예) 기본 베이스 모듈 장착 시에 설정수 1, 2

워드의 경우, 4.54μs

Y출력

＜기본 베이스 모듈 시＞

시간=0.13×(Y총점수)＋1.55μs

＜증설 베이스 모듈 시＞

시간=0.2×(Y총점수)＋1.55μs

(계산 예) 기본 베이스 모듈 장착 시에 설정수 1,

Y 점수
16점의 경우, 3.63μs

교신 상대 기기

데이터 송신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수신

인터럽트

발행

메인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

CPU 모듈
인터럽트

프로그램 실행

베이식 모델 QCPU에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로부터의

인터럽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CPU 모듈 및 GX

Developer의 버전을 확인하십시오.

베이직

주1.33

주1.34

하이
퍼포먼스

이중화

주1.33주1.33

베이직

주1.35

베이직

주1.35

1.1.6 기능

프로세스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기능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기능이란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CPU 모듈의 RS-232

인터페이스와 PC, 표시기 등을 RS-232 케이블로

접속하여 MC 프로토콜 에 의해 교신하는 기능입

니다.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의한 교신은 Q00CPU,

Q01CPU에서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다른 CPU 모

듈에는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없습니다.)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PC, 표시기

등과 교신하는데 필요한 사양, 기능, 각종 설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 1

*1：MC 프로토콜이란 MELSEC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의 약칭입니다.
MELSEC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은 Q 시리즈 PLC(시

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Ethernet 인터페이스 모듈

등)의 교신 순서에 따라 상대 기기에서 CPU 모듈에

액세스하기 위한 통신 방식의 이름입니다.

RS-232 케이블

PC, 표시기 등

MC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

1. PC, 표시기 등에서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교신할 수

있는 것은 PC, 표시기 등과 접속되어 있는 CPU 모듈뿐입니

다.

PC, 표시기 등과 접속되어 있는 CPU 모듈을 경유하여

MELSECNET/H, Ethernet, CC-Link 다른 국과 교신할 수 없

습니다.

2. GX Developer, GX Configurater와 CPU 모듈의 접속 시에는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Q00JCPU에서는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기능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에서는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기

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양

(1) 전송 사양

CPU 모듈의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사용하는

RS-232의 전송 사양을 나타냅니다.

PC/표시기 등의 사양이 아래와 같은지를 확인한 다음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1：GX Developer의 PLC 파라미터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MC 프로토콜 형식과 프레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2) RS-232 커넥터 사양
CPU 모듈의 RS-232 커넥터의 용도를 나타냅니다.

1.1 CPU 모듈

항 목 디폴트 설정 범위

통신 방식 전 2중 통신

동기 방식 조보 동기 방식

전송 속도*1

데이터 형식

스타트 비트：1

데이터 비트：8

패리티 비트：홀수

스톱 비트 ：1

MC 프로토콜

형식*2

(자동 판정)

형식4(ASCII)

형식5(바이너리)

프레임*2
QnA 호환 3C 프레임

QnA 호환 4C 프레임

전송 제어 DTR/DSR 제어

섬 체크*1 없음 있음, 없음

전송 대기

시간*1 대기 없음
대기 없음, 10ms~

150ms(10ms 단위)

RUN 중 쓰기

설정
허가하지 않음 허가 허가하지 않음

연장 거리

기 능 형식4 형식5

ASCII 코드에 의한 교신
QnA 호환 3C 프레임

QnA 호환 4C 프레임

바이너리 코드에 의한 교신 QnA 호환 4C 프레임

○：사용 가능, ×：사용 불가능

외 관 핀 번호 신호명 신호 명칭

MINi-Din 6핀

(암(오목))

1 RD(RXD) 수신 데이터

2 SD(TXD) 송신 데이터

3 SG 신호 접지

4

5 DSR(DR) 데이터 세트 레디

6 DTR(ER)
데이터 터미널

레디

이중화

주1.37

주1.36

하이
퍼포먼스

베이직

주1.37

주1.37

주1.36

베이직

하이
퍼포먼스

주1.37 주1.37

이중화

주1.37

포인트

1.1.6 기능

15m

프로세스



(3) RS-232 케이블

PC/표시기 등과 CPU 모듈의 접속 시에는 RS-232 케이

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QC30R2(케이블 길이：3m)

ㆍFMBKAZ1-  (倉茂電工주식회사)***

한쪽：미니 DIN 커넥터 부착, 한쪽：커넥터 없음

***는 케이블 길이를 나타내며, 0.1m단위로 15m까지

지정 가능

●기능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기능에서는 아래 표의 MC 프로토콜 커맨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1.1 CPU 모듈

(Q00CPU, Q01CPU측)

유효 길이

FMBKAZ1- 의 Q00CPU, Q01CPU측***

커넥터의 신호 배열

FMBKAZ1-***

핀 번호
금속 셸(Shell)

신호명

선심 빨강 검정 녹색ㆍ
흰색

노랑 갈색 실드(shield)

기 능 커맨드 처리 내용 처리 점수

일괄 읽기

일괄 쓰기*1

랜덤 읽기

테스트*1

(랜덤 쓰기)

모니터 등록

모니터

비트 단위

워드 단위

비트 디바이스를 1점 단위로 읽는다.

비트 디바이스를 16점 단위로 읽는다.

워드 디바이스를 1점 단위로 읽는다.

비트 디바이스를 1점 단위로 쓴다.

비트 디바이스를 16점 단위로 쓴다.

워드 디바이스를 1점 단위로 쓴다.

비트 디바이스를 16점, 32점 단위로, 디바이스ㆍ디바이스 번

호를 랜덤으로 지정하여 읽는다.

워드 디바이스를 1점, 2점 단위로, 디바이스ㆍ디바이스 번호를

랜덤으로 지정하여 읽는다.

비트 디바이스를 1점 단위로, 디바이스ㆍ디바이스 번호를 랜덤

으로 지정하여 세트, 리셋한다.

비트 디바이스를 16점, 32점 단위로, 디바이스ㆍ디바이스 번호

를 랜덤으로 지정하여 세트, 리셋한다.

워드 디바이스를 1점, 2점 단위로, 디바이스ㆍ디바이스 번호를

랜덤으로 지정하여 쓴다.

모니터할 비트 디바이스를 16점, 32점 단위로 등록한다.

모니터할 워드 디바이스를 1점, 2점 단위로 등록한다.

모니터 등록한 디바이스 모니터 모니터 등록 점수만큼

*1：CPU 모듈이 RUN 중에 경우에는 RUN 중 쓰기 설정을 “허가”로 설정합니다.쓰고자 하는
*2：처리 점수는 아래 식의 범위 내에서 설정합니다.

(워드 액세스 점수) × 12 ＋ (더블 워드 액세스 점수) × 14 ≤ 960

ㆍ비트 디바이스는 워드 액세스 시 1점이 16비트, 더블 워드 액세스 시 1점이 32비트가 됩니다.
ㆍ워드 디바이스는 워드 액세스 시 1점이 1워드, 더블 워드 액세스 시 1점이 2워드가 됩니다.

비트 단위

비트 단위

워드 단위

워드 단위

워드 단위

워드 단위

워드 단위

1.1.6 기능

ASCII: 3584점

BIN: 7168점

480워드(7680점)

480점

ASCII: 3584점

BIN: 7168점

480워드(7680점)

480점

96점

94점

*2

96점

96점



●액세스 가능 디바이스

*1：GX Developer에서 CPU 모듈의 디바이스 점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디바이스 번호 범위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10진, 16진은 MC 프로토콜의 커맨드 지정이 10진/16진인지를 .나타냅니다

*2：FX, FY의 000005~ .00000F에는 부정값이 들어갑니다

모듈 서비스 간격 시간 읽기

모듈 서비스 간격은 모니터, 테스트, 프로그램의 읽기/쓰기

등 트랜전트 요구의 간격을 나타냅니다.

CPU 모듈은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네트워크 모듈 또는 GX

Developer의 서비스 간격 시간(서비스 접수에서 다음 서비

스 접수까지의 시간)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

CPU 모듈에 대한 액세스 빈도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디바이스 초기값

(1) 디바이스 초기값이란

디바이스 초기값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

터를 프로그램하지 않고도 디바이스, 인텔리전

트 기능 모듈/특수 기능 모듈 의 버퍼메모

리에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2) 디바이스 초기값의 용도

디바이스 초기값을 사용하면, 초기화 처리 프로

그램에 의한 디바이스 데이터의 설정 프로그램

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 디바이스 초기값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CPU 모듈 및 GX

Developer의 버전을 확인하십시오.

베이식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에서는 특수 기능 모듈을 사용할 수 없

습니다.

1.1 CPU 모듈

주1.39

분 류 디바이스 디바이스 코드 디바이스 번호 범위 (디폴트값)*1 쓰기 읽기

내부

시스템

디바이스

내부

사용자

디바이스

펑션 입력

펑션 출력

펑션 레지스터

특수 릴레이

특수 레지스터

입력

출력

내부 릴레이

래치 릴레이

어넌시에이터

에지 릴레이

링크 릴레이

데이터 레지스터

링크 레지스터

타이머

접점

코일

현재값

적산

타이머

접점

코일

현재값

카운터

접점

코일

현재값

링크 특수 릴레이

링크 특수 레지스터

스텝 릴레이

다이렉트 입력

다이렉트 출력

인덱스 레지스터

파일 레지스터

○：읽기/쓰기 가능, ×：쓰기 불가능

10진

16진

16진

16진

16진

16진

16진

10진

10진

10진

10진

10진

10진

10진

10진

10진

10진

10진

10진

10진

16진

16진

16진

16진

16진

이중화

주1.39

베이직

주1.38

베이직

주1.39

베이직

주1.39

베이직

주1.38

주1.39

주1.39

이중화

주1.39

1.1.6 기능

프로세스

프로세스



주1.40

온라인 모듈 교환

온라인 모듈 교환 은 프로세스 CPU 또는 이중

화 CPU에서 제어하면서, 기본 베이스 모

듈 및 증설 베이스 모듈에 장착되어 있는 Q 시리즈

의 모듈을 교환하는 기능입니다.

온라인 모듈 사용하면 제어 중에 이상

이 발생한 모듈을 동일한 형명의 모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교환 기능을

1. 온라인 모듈 모듈을 추가하거나 다른 모

듈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교환 기능 사용 시는

2. 멀티 CPU 시스템의 프로세스 CPU에서 온라인 모듈 교환을

하는 경우, PLC 파라미터의 멀티 CPU 설정에서 “다른 CPU

서 온라인 모듈 교환 허가”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에

또한, 멀티 CPU 시스템을 구성하는 CPU 모듈의 버전에 제약

이 있습니다.

3. 온라인 모듈 교환은 PLC 외부의 시스템이 오동작하지 않는지

를 확인하고 나서 실행하십시오.

4. 온라인 모듈 교환하는 모듈의 외부 전원은 감전이나 동작 중

모듈의 동작 이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스위치 등으로 개별

로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인

적으

5.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의 시스템에서 사전에 온

라인 모듈 교환을 실행하여, 교환 대상이 아닌 모듈의 동작에

영향이 없는지를 검증하여 둘 것을 권합니다.
ㆍ외부 기기와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 및 구성 오류 여부.
ㆍ스위치 등의 ON/OFF에 따른 영향.

6. 모듈과 베이스는 제품 사용 후 50회 이내에서 탈착하십시오.

(JIS-B3502에 준거)

50회를 초과하하면 동작 이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베이식 모델 Q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는

온라인 모듈 교환에 .대응합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

온라인 모듈 교환은 다음과 같을 때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모듈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모듈을 나타냅니다.

상기 이외의 모듈은 온라인 모듈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온라인 모듈 교환이 가능한 GX Developer

온라인 모듈 교환을 실행하려면 GX Developer가 필요합

니다.

사용 가능한 GX Developer의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세스 CPU 사용 시 : Version 7.10L 이후.

이중화 CPU 사용 시 : Version 8.17T 이후.

네트워크를 경유한 GX Developer에서도 온라인 모듈 교

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모듈 교환 시의 베이스 모듈

(a)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Q3□SB) 사용 시는 온

라인 모듈 교환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b) 전원 모듈 불필요 타입의 증설 베이스 모듈(Q5□B)

사용 시는 접속되어 있는 모든 베이스 모듈의 모듈

에 대해서 온라인 모듈 교환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4) CPU 모듈의 제어 상태

(a) 온라인 모듈 교환은 정지 에러가 발생되고 있지 않

을 때 실행할 수 있습니다.

CPU 모듈의 제어 상태에 따른 온라인 모듈 교환의

실행 가능 여부를 나타냅니다.

*1：RUN 상태에서 속행 포함됩니다.에러가 발생한 경우도

(b) 온라인 모듈 교환 중에 CPU 모듈의 제어 상태를

STOP/PAUSE 상태로 변경해도 온라인 모듈 교환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을 때는 온라인 모듈 교환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ㆍCPU 모듈을 리셋하였을 때

ㆍ정지 에러가 발생하였을 때

(5)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모듈수
1회의 온라인 모듈 교환 시에 교환할 수 있는 모듈수는

CPU 모듈 1장당 1모듈입니다.

복수의 모듈을 동시에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

1.1 CPU 모듈

모듈 종류 제 약

입력 모듈

제약 없음출력 모듈

입출력 혼합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모듈

기능 버전 C에서 대응.

(이중화 CPU 사용 시

는 온라인 모듈 교환

불가능)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모듈

온도 입력 모듈

온도 조절 모듈

루프 컨트롤 모듈

펄스 입력 모듈

제어 상태
RUN 상태

*1
STOP 상태

PAUSE

상태
정지
에러 시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여부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베이직

주1.40

주1.40

하이
퍼포먼스

베이직

주1.40

하이
퍼포먼스

포인트

1.1.6 기능



1.2 전원 모듈
1.2.1 전원 모듈과 조합이 가능한 베이스 모듈, CPU 모듈의 조합 일람

PLC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전원 모듈(Q 시리즈 전원 모듈, 슬림 타입 전원 모듈, 이중화 전원 모듈, AnS 시리즈 전원 모

듈)의 사양 및 선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원 조합이 가능한 베이스 모듈 및 CPU 모듈의 조합에 대해 설명합니다.모듈별로

○：조합 가능, ×：조합 불가능
*1：기본 베이스 모듈(Q3□B)과 이중화 증설 베이스 모듈(Q6□RB)은 조합할 수 없습니다.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Q3□RB)과 증설 베이스 모듈(Q6□B, QA1S6□B)은 조합할 수 없습니다.
CPU 모듈이 Q12PRHCPU, Q25PRHCPU인 경우, 증설 베이스 모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CPU 모듈은 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착하십시오.

Q12PRHCPU, Q25PRHCPU는 2슬롯을 점유합니다.(기타 CPU 모듈은 1슬롯을 점유합니다.)
*3：동일 베이스상에서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증설 베이스 모듈에 QA1S6□B를 사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전원

모듈

베이스 모듈 *1

CPU 모듈 *2

기본 베이스 모듈 증설 베이스 모듈



1.2.2 전원 모듈 사양 일람

전원 모듈의 사양에 대해 나타냅니다.

1.2 전원 모듈

항 목
성능 사양

베이스 장착 위치
슬림 타입

전원 모듈

장착 슬롯

Q 시리즈 전원 모듈 장착 슬롯

적용 베이스 모듈

입력 전원

입력 주파수

입력 전압 왜율 5% 이내

입력 최대 피상 전력

입력 최대 전력

돌입 전류

정격 출력

전류

외부 출력 전압

과전류

보호 *1

6.6A 이상

과전압

보호 *2

효율

허용 순간 정전 시간 *3

내전압
입력ㆍLG 일괄  출력ㆍFG 일괄 간

AC2,830Vrms(Q61P-A1은 AC1,780Vrms)/3사이클(표고 2,000m)

일차  DC5V 간

AC500V

절연 저항
입력ㆍLG 일괄  출력ㆍFG 일괄, 입력 일괄  LG,

출력 일괄  FG DC500V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ㆍ노이즈 전압 1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ㆍ노이즈 전압 IEC61000-4-4, 2kV

노이즈 전압

500Vp-p, 노이즈

폭 1μs, 노이즈주

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

터에 따름

동작 표시 LED 표시(정상 시：녹색 점등 이상 시：소등)

퓨즈 내장(사용자 교환 불가능)

용도 ERR 접점

정격 개폐 전압ㆍ전류 DC24V, 0.5A

최소 개폐 부하 DC5V, 1mA

응답 시간 OFF→ON：10ms 이하 ON→OFF：12ms 이하

수명 기계적：2000만회 이상 전기적：정격 개폐 전압ㆍ전류 10만회 이상

서지 킬러 없음

퓨즈 없음

단자 나사 크기 M3.5 나사

적합 전선 크기

적합 압착 단자

적합 조임 토크

보호 등급

외형 치수

중량

20A 8ms 이내*5

2.2 이상

20ms 이내
20ms 이내

(AC100V 이상)

70% 이상

100A 1ms 이내

(DC24V 입력 시)

3.3A 이상

0.66A 이상

9.9A 이상 6.6A 이상

65% 이상 70% 이상

10ms 이내

(DC24V 입력 시)



*6：전원 투입 직후 및 전원 차단 직후에 순간적으로 「POWER」 LED가 하지만 Q63RP/Q64RP에 이상이 있는 것은
.

빨강으로 점등 아닙니
다

1.2 전원 모듈

항 목
성능 사양

베이스 장착 위치 이중화 전원 모듈 장착 슬롯

적용 베이스 모듈

입력 전원

입력 주파수

입력 전압 왜율 5% 이내

10ms 이상(DC24V 입력 시)

9.35A 이상

입력 최대 피상 전력

돌입 전류

정격 출력

전류

과전류

보호 *1

과전압

보호 *2

효율

허용 순간 정전 시간 *3

내전압 일차  DC5V 간 AC500V
입력ㆍLG 일괄  출력ㆍFG 일괄 간

AC2, 83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입력ㆍLG 일괄  출력ㆍFG 일괄, 입력 일괄LG,

출력 일괄  FG DC500V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노이즈 전압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ㆍ노이즈 전압 1,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ㆍ노이즈 전압 IEC61000-4-4, 2kV

동작 표시 LED 표시(정상 시：녹색 점등 이상 시：빨강 점등) *6

퓨즈 내장(사용자 교환 불가능)

용도 ERR 접점

정격 개폐 전압ㆍ전류

최소 개폐 부하

응답 시간 OFF→ON：10ms 이하 ON→OFF：12ms 이하

수명 기계적：2000만회 이상 전기적：정격 개폐 전압ㆍ전류 10만회 이상

서지 킬러 없음

퓨즈 없음

단자 나사 크기 M3.5 나사

적합 전선 크기

적합 압착 단자

적합 조임 토크

보호 등급

외형 치수

중량

150A 1ms 이내

65% 이상

20A 8ms 이내*5

20ms 이내

1.2.2 전원 모듈 사양 일람



1.2 전원 모듈

항 목
성능 사양

Q00JCPU(전원부)

입력 전원

입력 주파수

입력 전압 왜율 5% 이내

입력 최대 피상 전력

돌입 전류 40A 8ms 이내*5

정격 출력

전류

과전류

보호 *1

과전압

보호 *2

효율 65% 이상

허용 순간 정전 시간 *3 20ms 이내(AC100V 이상)

내전압
입력ㆍLG 일괄  출력ㆍFG 일괄 간

AC2, 83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입력ㆍLG 일괄  출력ㆍFG 일괄, 입력 일괄  LG,

출력 일괄  FG DC500V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ㆍ노이즈 전압 1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ㆍ노이즈 전압 IEC61000-4-4, 2kV

동작 표시 LED 표시(정상 시：녹색 점등 이상 시：소등 CPU부의 POWER LED)

퓨즈 내장(사용자 교환 불가능)

접점 출력 없음

단자 나사 크기

적합 전선 크기

적합 압착 단자

적합 조임 토크

1.2.2 전원 모듈 사양 일람



1.2 전원 모듈

베이스 장착 위치 AnS 시리즈 전원 모듈 장착 슬롯

적용 베이스 모듈

입력 전원

입력 주파수

입력 전압 왜율 5% 이내

입력 최대 피상 전력

입력 최대 전력

돌입 전류

정격 출력 전류

과전류 보호*1

과전압 보호*2

효율

허용 순간 정전 시간 *3

내전압
입력ㆍLG 일괄  출력ㆍFG 일괄 간

AC2, 830V rms/3 사이클(표고 2,000m)

일차  DC5V 간

AC500V

절연 저항
입력 일괄  출력 일괄(LGㆍFG는 분리), 입력 일괄  LGㆍFG,

출력 일괄  FGㆍLG DC500V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절연 저항계에서 5MΩ 이상

노이즈 내량

ㆍ노이즈 전압 1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ㆍ노이즈 전압 IEC61000-4-4, 2kV

노이즈 전압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시뮬레이터

에 따름

동작 표시 LED 표시(정상 시：녹색 점등 이상 시：소등)

퓨즈 내장(사용자 교환 불가능)

접점 출력 없음

단자 나사 크기 M3.5 나사

적합 전선 크기

적합 압착 단자

적합 조임 토크

외형 치수

중량

항 목
성능 사양

1.2.2 전원 모듈 사양 일람

20A 8ms 이내*5

5.5A 이상

5.5~6.5

65% 이상

20ms 이내

3.3A 이상

0.66A 이상

81A 1ms 이내

5.5A 이상

10ms 이내 (DC24V 입력시)



*1：과전류 보호

DC5V, DC24V 회로에 사양을 벗어나는 전류가 흐르면, 과전류 보호 기능이 회로를 차단하여 시스템을 정지시킵니다.

전원 모듈의 LED 표시는 전압 저하에 의해 소등되거나 희미하게 녹색 점등됩니다.
(다만 이중화 전원 모듈(Q64RP)의 경우, 전압 저하에 의해 소등되거나 빨강 점등됩니다.)

본 장치가 동작한 경우에는 입력 전원을 OFF하여, 전류 용량의 부족, 합선 등의 요인 제거 후 몇 분을 기다린 다음 ON하여 시스템

을 시작하십시오.
전류값이 정상이 되면, 시스템은 초기화 스타트합니다.

*2：과전압 보호

DC5V의 회로에 DC5.5V 이상의 과전압이 인가되면 과전압 보호 기능이 회로를 차단하여 시스템을 정지시킵니다.

전원 모듈의 LED 표시는 소등합니다.

시스템의 재스타트는 입력 전원을 OFF한 후 몇 분을 기다린 다음 ON하면 시스템이 초기화 스타트합니다. 시스템이 기동되지 않고

LED 표시가 소등(이중화 전원 모듈(Q64RP)의 경우 빨강 점등)되는 경우에는 전원 모듈을 교환해야 합니다.

*3：허용 순간 정전 시간

(1) AC 입력 전원의 경우

ㆍ20ms 이내의 순간 정전 시에는 AC 다운을 검출하지만 운전을 계속합니다.

ㆍ20ms를 초과하는 순간 정전 시에는 전원의 부하에 의해 계속 운전하는 경우와 초기화 스타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C 입력 모듈(QX10 등)의 AC 공급을 전원 모듈과 동일하게 하면, 전원 OFF 시에 AC 입력 모듈(QX10 등)에 접속된 센서가

ON되어 있더라도 전원이 차단되어 OFF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만 전원에 접속된 AC 라인에 AC 입력 모듈(QX10 등)만이 접속된 경우에는 AC 입력 모듈(QX10 등) 내부의 콘덴서에 의해

전원 모듈의 AC 다운 검출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AC 입력 모듈(QX10 등) 1대에 대해 30mA 정도의 부하를 AC 라인

에 접속하십시오.

이중화 전원 모듈(Q64RP)을 2대 장착하여 운전하고 있는 경우, 한쪽의 AC 입력 전원만이라도 20ms 이상의 순간 정전이 발생

하면 초기화 스타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AC 입력 전원의 순간 정전이 동시에 20ms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화 스타

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DC 입력 전원의 경우

ㆍ10ms( 4) 이내의 순간 정전 시에는 DC24V 다운이 검출되지만 운전을 계속합니다.*

ㆍ10ms( 4)를 초과하는 순간 정전 시에는 전원의 부하에 따라 계속 운전하는 경우와 초기화 스타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4：DC24V 입력 시입니다. DC24V 이하일 때는 10ms 이하가 됩니다.)*

*5：돌입 전류

전원 차단 직후(5초 이내)에 전원을 재투입하였을 때는 규정값을 초과하는 돌입 전류(2ms 이하)가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원

재투입 시는 전원 차단 후, 5초 이상 경과하고 나서 투입하도록 하십시오.

외부 회로의 퓨즈나 차단기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용단(과전류로 도선 일부가 녹아 단선됨)ㆍ검출 특성 및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설

계하십시오.

1.2 전원 모듈

포인트

1.2.2 전원 모듈 사양 일람



●베이스 모듈이 Q3□B, Q6□B인 경우

*1：기본 베이스 모듈(Q3□B)에 장착합니다.

베이스 모듈(Q3□B, Q6□B)의 소비 전류는 Q 시리즈 전

원 모듈의 DC5V 정격 출력 전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

십시오.

(1) 증설 베이스 모듈(Q5□B)을 사용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Q5□B를 사용하면, DC5V 전원은 기본 베이스 모듈

(Q3□B)의 전원 모듈에서 증설 케이블을 통하여 공급됩

니다.

따라서 Q5□B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

하십시오.

ㆍ기본 베이스 모듈(Q3□B)에 장착하는 전원 모듈의

DC5V 정격 출력 전류는 Q5□B상에서 사용하는 DC5V

도 커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십시오.

예를 들어, 기본 베이스 모듈(Q3□B)의 소비 전류가

3.0A, Q5□B의 소비 전류가 1.0A라면, 다음의 전원 모

듈을 기본 베이스 모듈(Q3□B)에 장착할 필요가 있습

니다.

ㆍQ5□B에는 증설 케이블을 통하여 DC5V가 공급되므로

증설 케이블에서 전압강하가 발생합니다.

Q5□B “IN” 커넥터의 전압이 DC4.75V 이상이 되도록

전원 모듈 및 증설 케이블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압강하의 자세한 사항은 1.3.2항을 참조하십시오.

(2) 전압강하를 줄이는 방법

증설 케이블의 전압강하를 줄이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a) 모듈 장착 위치 변경

소비 전류가 큰 모듈은 기본 베이스 모듈(Q3□B)에

장착하십시오.

소비 전류가 작은 모듈은 증설 베이스 모듈(Q5□B)

에 장착하십시오.

(b) 짧은 증설 케이블을 사용

증설 케이블이 짧을수록 저항값이 작아져 전압강하

도 작아집니다.

가능한 한 짧은 증설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베이스 모듈이 Q3□SB인 경우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Q3□SB)의 소비 전류는 슬림

타입 전원 모듈(Q61SP)의 DC5V 정격 출력 전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베이스 모듈이 Q3□RB, Q6□RB인 경우

*2：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Q3□RB)에 장착합니다.

전원 이중화 시스템을 구성한 경우, 한 쪽의 이중화 전원 모듈

(Q63RP/Q64RP)의 고장에 의해 이상이 발생한 이중화 전원 모

듈을 교환하는 중에는 다른 한 쪽의 이중화 전원 모듈만으로 운

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화 베이스 모듈(Q3□RB/Q6□RB)의

소비 전류는 이중화 전원 모듈 × 1대분의 DC5V 정격 출력 전류

(8.5A)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1.2 전원 모듈

전원 모듈은 베이스 모듈, CPU 모듈, 각 입출력 모듈, 인텔

리전트 기능 모듈, 특수 기능 모듈, 주변기기의 합계 소비

전류에 따라 선정합니다.

베이스 모듈의 DC5V 내부 소비 전류는 1.3.1항을 참조하십

시오.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특수 기능 모듈, 주변

기의 DC5V 내부 소비 전류에 대해서는 각 모듈의 해당 항

을 참조하십시오.

기

목

DC5V 정격 출력 전류 형 명

Q 시리즈 전원 모듈
Q61P-A1, Q61P-A2 등

베이스 모듈
Q35B, Q65B 등

CPU 모듈 *1

Q02(H) CPU,
Q06HCPU 등

입출력 모듈
QX10, QY10 등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Q64AD, QJ71LP21-25 등

주변기기
(CPU 모듈과 PC 등
접속용) 등

DC5V 정격 출력 전류 형 명

슬림 타입
전원 모듈
Q61SP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
Q32SB, Q33SB, Q35SB

CPU 모듈
Q02(H) CPU,
Q06HCPU 등

입출력 모듈
QX10, QY10 등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Q64AD, QJ71LP21-25 등

주변기기
(CPU 모듈과 PC 접속
용) 등

DC5V 정격 출력 전류 형 명

DC5V 정격 출력 전류 형 명

이중화 전원 모듈
Q63RP, Q64RP 2대
또는 각 1대

이중화 베이스 모듈
Q38RB, Q68RB

CPU 모듈
Q02(H) CPU,
Q06HCPU 등

*2

입출력 모듈
QX10, QY10 등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Q64AD, QJ71LP21-25 등

주변기기
(CPU 모듈과 PC 접속
용) 등

포인트

1.2.3 전원 모듈의 선정



(1) 증설 베이스 모듈(Q5□B)을 사용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Q5 □ B를 사용하면, DC5V 전원은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Q3□RB)의 이중화 전원 모듈(Q63RP 또는 Q64RP)

에서 증설 케이블을 통하여 공급됩니다.

따라서 Q5□B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

십시오.하

ㆍQ3□RB의 소비 전류와 Q5□B의 소비 전류의 합이 이

화 전원 모듈(Q63RP 또는 Q64RP)×1대 분의 DC5V

격 출력 전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중

정

형 명DC5V 정격 출력 전류

ㆍQ5□B에는 증설 케이블을 통하여 DC5V가 공급되므로

증설 케이블에 전압강하가 발생합니다.

Q5□B의 “IN” 커넥터의 전압이 DC4.75V 이상이 되도

증설 케이블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압강하의 자세한 사항은 1.3.2항을 참조하십시오.

록

(2) 전압강하를 줄이는 방법

증설 케이블의 전압강하를 줄이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a) 모듈 장착 위치 변경

소비 전류가 큰 모듈은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

(Q3□RB)에 장착하십시오.

소비 전류가 작은 모듈은 증설 베이스 모듈(Q5□B)

에 장착하십시오.
(b) 짧은 증설 케이블 사용

증설 케이블이 짧을수록 저항값이 작아져 전압강하

도 작아집니다.

가능한 한 짧은 증설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베이스 모듈이 QA1S6□B인 경우

특수 기능 모듈에 접속하는 주변기기의 소비 전류도 고려하여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A1SD75P1-S3에 AD75TU를 접속한 경우, AD75TU
의 소비 전류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

■UPS 장치와 접속할 때의 주의 사항

Q 시리즈 CPU 모듈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무정전 전원 장치

(이하, UPS로 줄여서 표현)와 접속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UPS는 전압 왜율이 5% 이하인 상시 인버터 방식 또는 항시

라인 인터랙티브 방식을 사용하십시오.

상시 상용 전원 방식의 UPS는 미쓰비시전기의 F 시리즈

UPS(시리얼 No.P 이후)를 사용하십시오.(예：FW-F10-0.

3K/0. 5k)

상기 F 시리즈 이외의 상시 상용 전원 방식의 UPS는 사용하

지 마십시오.

■공급 전원의 전원 용량에 관한 주의 사항

Q64RP 및 Q64P는 정격 입력 전압 파형을 자동으로 인식하

여, AC100V/200V를 전환합니다.

Q64RP 및 Q64P에 대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원

용량이 충분하게 큰 공급 전원을 선정하십시오.(2배 이상을

권합니다.)

전원 용량이 작은 공급 전원을 선정하면 AC200V 전원 투입

시에 전원 모듈에 이상이 있습니다.발생할 수

1.2 전원 모듈

AnS 시리즈 전원 모듈

A1S61PN, A1S62PN, A1S63P

베이스 모듈
QA1S65B, QA1S68B

입출력 모듈

A1SX10, A1SY10 등

특수 기능 모듈
A1SD61, A1SD75P1-S3 등

주변기기

AD75TU

1.2.3 전원 모듈의 선정



1.3 베이스 모듈, 증설 케이블
1.3.1 베이스 모듈 사양 일람

●기본 베이스 모듈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

항 목
형 명

입출력 모듈 장착 장수

증설 접속 가능 여부 증설 접속 가능

적용 모듈 Q 시리즈 모듈

보호 등급

DC5V 내부 소비 전류

설치 구멍 크기 M4 나사 구멍 또는 φ4.5 구멍(M4 나사용)

외형 치수

중량

부속품 장착 나사 M4×14 4개(DIN 레일 설치용, 어댑터는 별매)

DIN 레일 설치용

어댑터 형명

입출력 모듈 장착 장수

증설 접속 가능 여부 증설 접속 불가능

적용 모듈 Q 시리즈 모듈

보호 등급

DC5V 내부 소비 전류

설치 구멍 크기 M4 나사 구멍 또는 φ4.5구멍(M4 나사용)

외형 치수

중량

부속품 장착 나사 M4×12 4개(DIN 레일 설치용, 어댑터는 별매)

DIN 레일 설치용

어댑터 형명

입출력 모듈 장착 장수

증설 접속 가능 여부 증설 접속 가능

적용 모듈 Q 시리즈 모듈

보호 등급

DC5V 내부 소비 전류

설치 구멍 크기 M4 나사 구멍 또는 φ4.5구멍(M4 나사용)

외형 치수

중량

부속품 장착 나사 M4×14 5개(DIN 레일 설치용, 어댑터는 별매)

DIN 레일 설치용

어댑터 형명

항 목
형 명

항 목
형 명



●증설 베이스 모듈(전원 모듈 불필요 타입)

●증설 베이스 모듈(전원 모듈 장착 타입)

●A/AnS 시리즈 모듈 장착 증설 베이스 모듈

입출력 모듈 장착 장수

증설 접속 가능 여부 증설 접속 가능

적용 모듈 Q 시리즈 모듈

보호 등급

DC5V 내부 소비 전류

설치 구멍 크기 M4 나사 구멍 또는 φ4.5구멍(M4 나사용)

외형 치수

중량

부속품 장착 나사 M4×14 4개(DIN 레일 설치용, 어댑터는 별매)

DIN 레일 설치용

어댑터 형명

입출력 모듈 장착 장수

증설 접속 가능 여부 증설 접속 가능

적용 모듈 Q 시리즈 모듈

보호 등급

DC5V 내부 소비 전류

설치 구멍 크기
M4 나사 구멍 또는 φ4.5구멍

(M4 나사용)

외형 치수

중량

부속품
장착 나사 M4×14 4개

(DIN 레일 설치용, 어댑터는 별매)

DIN 레일 설치용

어댑터 형명

입출력 모듈 장착 장수

증설 접속 가능 여부 증설 접속 가능

적용 모듈 AnS 시리즈 모듈 A 대형 시리즈 모듈

보호 등급

DC5V 내부 소비 전류

설치 구멍 크기
M5나사 구멍 또는 φ5.5구멍

(M5나사용)

M5나사 구멍 또는 φ6구멍

(M5나사용)

외형 치수

중량

부속품 장착 나사 M5×25 4개

DIN 레일 설치용

어댑터 형명

항 목
형 명

항 목
형 명

항 목
형 명

1.3 베이스 모듈, 증설 케이블
1.3.1 베이스 모듈 사양 일람



●이중화 증설 베이스 모듈

1.3 베이스 모듈, 증설 케이블

입출력 모듈 장착 장수

증설 접속 가능 여부 증설 접속 가능

적용 모듈 Q 시리즈 모듈

보호 등급

DC5V 내부 소비 전류

설치 구멍 크기 M4 나사 구멍 또는 φ4.5구멍(M4 나사용)

외형 치수

중량

부속품 장착 나사 M4×14 5개(DIN 레일 설치용 어댑터는 별매)

DIN 레일 설치용

어댑터 형명

항 목
형 명

1.3.1 베이스 모듈 사양 일람



증설 베이스 모듈(Q5□B)은 기본 베이스 모듈의 전원 모듈

서 DC5V가 공급되므로 증설 케이블에서 전압강하가 발생

니다.

Q5□B의 “IN” 커넥터에 규정된 전압(DC4.75V 이상)이 공급

되지 않으면 입력 및 출력 이상이 있습니다.

Q5□B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Q5□B의 “IN” 커넥터에 대해

DC4.75V 이상이 인가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Q5□B를 사용하는 경우, 전압강하의 관계상 가능한 한 기본

베이스 모듈의 직후에 짧은 증설 케이블을 사용하여 접속할

것을 권합니다.

에

합

발생할 수

● 증설 베이스 모듈에 Q5□B만 접속한 경우

(1) 선정 조건

마지막 단 Q5□B의 “IN” 커넥터에 DC4.75V 이상 인가

것.될

(2) “IN” 커넥터까지의 전압 계산 방법

기본 베이스 모듈상의 전원 모듈의 DC5V 출력 전압은

저 DC4.90V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최

따라서 증설 케이블에 의한 전압강하가 0.15V(4.9V-

4.75V=0.15V) 이하이면 Q5□B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 베이스 모듈, 증설 케이블
1.3.2 증설 베이스 모듈(Q5□B) 사용 기준

기본 베이스 모듈(Q3□B)

전원
모듈

증설 베이스 모듈(Q5□B)

증설 1번째 단

증설 베이스 모듈(Q5□B)

증설 2번째 단

증설 베이스 모듈(Q5□B)

증설 7번째 단

증설 케이블 형명 증설 케이블 도체 저항값

기 호 내 용

V1
기본 베이스 모듈(Q3□B)과 증설 베이스 모듈(Q5□B) 간의

증설 케이블에 의한 전압강하

Vn

증설 베이스 모듈(Q5□B)(증설 n－1번째 단)과 증설 베이스

모듈(Q5□B)(증설 n단목) 간의 증설 케이블에 의한 전압강하

R1
기본 베이스 모듈(Q3□B)과 증설 베이스 모듈(Q5□B) 간의

케이블 저항값

Rn
증설 베이스 모듈(Q5□B)(증설 n－1번째 단)과 증설 베이스

모듈(Q5□B)(증설 n번째 단) 간의 증설 케이블 저항값

I1~I7 증설 1~7번째 단에서의 DC5V 소비 전류 *1

*1：Q5□B의 소비 전류＋Q5□B에 장착되는 입출력 모듈 및 인텔
리전트 기능 모듈의 소비 전류의 합 I1~I7은 Q5□B에 장착되
모듈에 따라 다르므로 사용하는 모듈의 각 항목에서 확인하
시오.
는
십

Q5□B의

장착 위치

각 증설 단수에 있어서의 증설 케이블의 전압 강하 Q5□B “IN”

커넥터까지의

전압강하의 총합(V)

증설 1단

증설 2단

증설 3단

증설 4단

증설 5단

증설 6단

증설 7단

마지막 단 Q5□B “IN” 커넥터의 전압이 DC4.75V 이상이 되는 조건은, Q5□B “IN” 커넥터까지의 전압강하의 총합(V)이 0.15V 이하인 경우
입니다.



●Q3□B와 Q5□B 간에 Q6□B를 접속한 경우

(1) 선정 조건

마지막 단 Q5□B의 “IN” 커넥터에 DC4.75V 이상 인가

것.될

(2) “IN” 커넥터까지의 전압 계산 방법

기본 베이스 모듈상의 전원 모듈의 DC5V 출력 전압은

저값이 DC4.90V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설 케이블에 의한 전압강하가 0.15V(4.9V-

4.75V=0.15V) 이하라면 Q5□B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

Q3□B와 Q5□B 간에 Q6□B를 접속하였을 때의 증설 케이블에 의

한 전압강하 산출 일람

Q5□B의 “IN” 커넥터의 전압이 DC4.75V 이상이 되는 조건은, 기본
베이스 모듈에서 Q5□B 간의 증설 케이블에 의한 전압강하(V)가
0.15V 이하인 경우입니다.

1.3 베이스 모듈, 증설 케이블

[증설 2번째 단에 Q5□B를 접속하였을 때]

기본 베이스 모듈(Q3□B)
전원
모듈

증설 베이스 모듈(Q6□B)

증설 1번째 단

증설 베이스 모듈(Q5□B)

증설 2번째 단

전원
모듈

증설 케이블 형명 증설 케이블 도체 저항값

기 호 내 용

V
기본 베이스 모듈(Q3□B)과 증설 베이스 모듈(Q5□B) 간의

증설 케이블에 의한 전압강하

In

증설 베이스 모듈(Q5□B)을 증설 n+1번째 단에 사용할 때의

DC5V 소비 전류 n=1~6, n：증설 베이스 모듈

(Q6□B)의 접속 단수

(Q5□B의 소비 전류 + Q5□B에 장착되는 입출력 모듈, 인텔

리전트 기능 모듈의 소비 전류의 총합)

Rn

기본 베이스 모듈(Q3□B)과 증설 베이스 모듈(Q6□B) 간 또

는 증설 베이스 모듈(Q6□B)과 증설 베이스 모듈(Q6□B) 간

의 증설 케이블 저항값

Rn+1
증설 베이스 모듈(Q6□B)과 증설 베이스 모듈(Q5□B) 간의

증설 케이블 저항값

증설 베이스 모듈

장착 위치

기본 베이스 모듈에서 Q5□B의 IN

커넥터까지의 증설 케이블에 의한

전압강하(V)

증설 1단 증설 2번째 단

증설 1단,

증설 2단

증설 1단 ~

증설 3단

증설 1단 ~

증설 4단

증설 1단 ~

증설 5단

증설 1단 ~

증설 6단

증설 3번째 단

증설 4번째 단

증설 5번째 단

증설 6번째 단

증설 7번째 단

1.3.2 증설 베이스 모듈(Q5□B) 사용 기준

Q B6□ Q5 B□



증설 케이블은 기본 베이스 모듈 - 증설 베이스 모듈 간 또

는 증설 베이스 모듈 - 증설 베이스 모듈 간에 신호를 송수

신하기 위해 접속하는 케이블입니다.

증설 케이블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설 케이블의 총연

장 거리가 13.2m 이내가 되도록 선정하십시오.

1.3 베이스 모듈, 증설 케이블

케이블 길이

도체 저항값

중량

항 목
형 명

포인트

1.3.2 증설 베이스 모듈(Q5□B) 사용 기준



1.4 메모리 카드, 배터리

메모리 카드 는 프로그램, 파일 레지스터를 저장하거

나 트레이스 기능에 의해 디버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또한, 메모리 카드는 표준 RAM에 저장할 수 있는 점수를

초과하는 파일 레지스터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

용합니다.

메모리 카드의 사용 가능 여부 일람

*：CPU 모듈 마다 장착 가능한 메모리 카드는 1장뿐입니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

니다.

메모리 카드 사양

CPU 모듈에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카드의 사양은 JEIDA/

PCMCIA 스몰 PC 카드에 .준합니다

●SRAM 카드

●Flash 카드

●ATA 카드

메모리 카드 취급

●메모리 카드의 포맷

CPU 모듈에서 사용하는 SRAM 카드 및 ATA 카드는 모두 포

맷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입하신 SRAM 카드 및 ATA 카드는

GX Developer에서 포맷한 다음 사용하십시오.

(Flash 카드는 포맷이 불필요합니다.)

포맷되어 있지 않으므

로

ATA 카드는 GX Developer 이외의 제품을 사용하여 포맷하지 마

십시오.(Microsoft Windows Operating System의 포맷 기능

등을 이용하여 포맷한 경우, CPU 모듈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없

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SRAM 카드의 배터리 장착

구입하신 SRAM 카드에는 정전 유지용 배터리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SRAM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배터리를 장착하십시

오.

CPU 모듈 본체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SRAM 카
드에 배터리가 SRAM 카드의 메모리가 백업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또한, SRAM 카드로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CPU 모
듈 본체에 배터리가 CPU 모듈의 프로그램 메모
리, 표준 RAM, 래치 디바이스는 백업되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주의하십시오.

없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는

주1.41

메모리 카드에는 SRAM 카드, Flash 카드, ATA 카드 등 3종

류가 있습니다. CPU 모듈 마다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카드

에 대해 설명합니다.

메모리 카드 *

CPU 모듈 

카드

○：사용 가능, ×：사용 불가능

항 목
형 명

포맷 후의

메모리 용량
1011.5k바이트 2034k바이트

저장 가능 파일 개수 256개 288개

탈착 횟수 5000회

외형 치수

중량

메모리 용량 2035k바이트 4079k바이트

저장 가능 파일 개수 288개

탈착 횟수 5000회

쓰기 횟수 10만회

외형 치수

중량

포맷 후의

메모리 용량

7940

k바이트

15932

k바이트

31854

k바이트

저장 가능 파일 개수 512개

탈착 횟수 5000회

쓰기 횟수 100만회

외형 치수

중량

항 목
형 명

항 목

형 명

베이직

주1.41

베이직

주1.41

포인트

포인트

카드

카드



■배터리(Q6BAT, Q7BAT, Q8BAT)

배터리(Q6BAT, Q7BAT, Q8BAT)는 프로그램 메모리, 표준 RAM, 래치 디바이스의 정전 유지용으로 CPU 모듈에 장착하여

사용합니다.

배터리 사양

CPU 모듈에 사용하는 배터리의 사양에 대해 설명합니다.

1.4 메모리 카드, 배터리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Q7BAT, Q8BAT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메모리 카드용 배터리 사양

메모리 카드(SRAM 카드)에 사용하는 배터리의 사양에 대해 설명합니다.

종류 이산화 망간 리튬 일차 전지
이산화 망간 리튬 일차 전지

(패키지 제품)

초기 전압

공칭 전류 개

저장 수명 5년(상온)

용도 프로그램 메모리, 표준 RAM, 래치 디바이스의 정전 유지용

부속품 배터리 홀더 Q8BAT 접속 케이블

종류 흑연 리튬 일차 전지

초기 전압

공칭 전류

저장 수명 5년(상온)

용도 SRAM 카드의 정전 유지용

항 목
형 명

항 목

형 명

주1.42

베이직

주1.42

베이직

주1.42

주1.42



1.5 프로그래밍
1.5.1 시퀀스 프로그램

시퀀스 프로그램은 시퀀스 명령, 기본 명령, 응용 명령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퀀스 프로그램의 기술 방법

시퀀스 프로그램의 프로그래밍에는 래더 모드에 의한 방법

리스트 모드에 의한 방법 등 .과 2종류를 사용합니다

(1) 래더 모드
래더 모드는 릴레이 제어의 시퀀스 회로를 기본으로 한

드입니다. 시퀀스 회로에 가까운 표현 방식으로 프로

밍할 수 있습니다.

래더 모드에서는 래더 블록 단위로 프로그래밍합니다.

래더 블록은 시퀀스 프로그램의 연산을 하는 최소 단위

니다.

래더 블록은 왼쪽의 세로 모선에서 시작하여 오른쪽의

로 모선으로 끝나는 회로입니다.

모

그래

입

세

(2) 리스트 모드
리스트 모드는 래더 모드에서의 기호를, 접점, 코일 등

전용 명령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하는 모드입니다.

a접점, b접점, 코일은 다음과 .

의

같은 명령에 사용됩니다

ㆍa접점ㆍㆍㆍㆍLD, AND, OR

ㆍb접점ㆍㆍㆍㆍLDI, ANI, ORI

ㆍ코일 ㆍㆍㆍㆍOUT

●시퀀스 프로그램의 분류

시퀀스 프로그램은 다음의 3종류로 분류됩니다.

ㆍ메인 루틴 프로그램

ㆍ서브 루틴 프로그램

ㆍ인터럽트 프로그램

시퀀스 명령

기본 명령

응용 명령

오른쪽의
세로 모선

스텝 번호

래더 블록

X0~5는 입력을 나타냅니다.
Y20~24는 출력을 나타냅니다.

왼쪽의 세로 모선 a접점 b접점 코일(출력)

파일 A

메인 루틴
프로그램

서브 루틴
프로그램

인터럽트
프로그램

파일명은“MAIN”으로 고정

메인 루틴
프로그램

서브 루틴
프로그램

인터럽트
프로그램

베이식 모델 QCPU]

에서는 복수의 프로

그램을 실행할 수 없

으므로 파일명은

“MAIN”으로 고정됩

니다.

베이직

주1.43

베이직

주1.43



■메인 루틴 프로그램

●메인 루틴 프로그램이란

메인 루틴 프로그램은 스텝 0에서 END/FEND 명령

지의 프로그램입니다.까

●메인 루틴 프로그램의 실행 동작

메인 루틴 프로그램의 실행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개의 프로그램만 실행하는 경우

메인 루틴 프로그램은 스텝 0부터 END/FEND

령까지를 실행한 다음 END 처리를 합니다.명
END 처리 후에 다시 스텝 0부터 연산을 계속합

다.니

(2) 복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메인 루틴 프로그램의 END/FEND 명령 실행 후

의 동작은 설정되어 있는 실행 조건에 따라 다릅

니다.

●메인 루틴 프로그램으로 설정 가능한 실행 타입

복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메인 루틴 프로

램에는 용도에 다음 5가지 종류의 실행 타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입따라

ㆍ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

ㆍ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ㆍ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램

ㆍ대기 타입 프로그램

ㆍ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1개의 프로그램만 실행하는 경우에 실행 타입을 설정하지
않으면, 메인 루틴 프로그램은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로 동작합니다.으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복수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타입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중화 CPU에서는 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브 루틴 프로그램

●서브 루틴 프로그램이란

서브 루틴 프로그램은 포인터(P)에서 RET 명령까지

의 프로그램입니다.

서브 루틴 프로그램은 메인 루틴 프로그램 내에서

브 루틴 프로그램의 명령(CALL(P), FCALL(P)

으로 되었을 때만 실행됩니다.

서

등)

호출

호출

●서브 루틴 프로그램의 용도

서브 루틴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프

로그램의 스텝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ㆍ1스캔 중에 여러 차례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서브

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체적인 스텝

줄어듭니다.

루

수가

ㆍ어느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만 실행하는 프로그램

서브 루틴 프로그램으로 함으로써, 항시 실행

프로그램의 스텝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을

하는

●서브 루틴 프로그램의 관리

서브 루틴 프로그램은 메인 루틴 프로그램의 뒤

(FEND 명령 이후)에 작성합니다.

서브 루틴 프로그램은 1개의 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있습니다.수

(1) 메인 루틴 프로그램 이후에 작성하는 경우

(a) 서브 루틴 프로그램의 작성 위치

서브 루틴 프로그램은 메인 루틴 프로그램의

FEND 명령~ END 명령 사이에 작성합니다.

1.5 프로그래밍

주1.45

주1.44

주1.46

스텝 0
프로그램의 실행 상태를 나타낸다.

메인 루틴
프로그램

1개의 프로그램만 실행하는
경우에는 스텝 0으로 돌아온다.

END 처리

프로그램 A

메인 루틴
프로그램

쓰기 프로그램 A
의 파일

서브 루틴
프로그램

베이직

주1.44

이중화

주1.45

베이직

주1.44

이중화

주1.45

베이직

주1.46

포인트

1.5.1 시퀀스 프로그램



복수의 서브 루틴 프로그램 작성 시에 포인

터를 작은 번호순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c) 사용 가능한 포인터

서브 루틴 프로그램에서는 로컬 포인터 및

공통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컬 포인터의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

에서 서브 루틴 프로그램을 호출할 수 없

니다.

램

습

로컬 포인터의 경우에는 타프로그램에서 서

브 루틴 프로그램을 ECALL 명령을 사용하

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여

(2)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경우

서브 루틴 프로그램은 1개로 정리하여 다른 프

그램(대기 타입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것이

능합니다.

로

가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복수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로컬 포인터, 공통 포인터의 구별이 없습니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복수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서브 루틴 프로그램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관

리할 수 없습니다.

■인터럽트 프로그램

●인터럽트 프로그램이란

인터럽트 프로그램은 인터럽트 포인터(I )에서 IRET 명령

지의 프로그램입니다.까

1.5 프로그래밍

주1.47

주1.48

인터럽트 포인터(I )의 번호에 따라 인터럽트 요인이 다릅니

다.

인터럽트 요인이 발생되면, 그 요인에 대응하는 인터럽트 포

인터 번호의 인터럽트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인터럽트 프

로그램은 인터럽트 요인이 발생된 경우에만 실행됩니다.)

베이식 모델 QCPU

에서는 복수의 프로

그램을 실행할 수 없

으므로 파일명은

“MAIN”으로 고정됩

니다.

파일명은“MAIN”으로 고정

메인 루틴
프로그램

(b) 작성 순서의 제약

메인 루틴
프로그램

메인 루틴
프로그램의
끝을 나타낸다

I0의
인터럽트 프로그램

I29의
인터럽트 프로그램

인터럽트 포인터

인터럽트 프로그램의 실행 타이밍

IO에 대한
인터럽트 발생

I29에 대한
인터럽트 발생

메인 루틴
프로그램

실행

IO의
인터럽트 프로그램

I29의
인터럽트 프로그램

시간

실행

실행 실행

실행

베이식 모델 QCPU

에서는 복수의 프로

그램을 실행할 수 없

으므로 파일명은

“MAIN”으로 고정됩

니다.

베이직

주1.47

베이직

주1.48

베이직

주1.47

베이직

주1.48

베이직

주1.46

1.5.1 시퀀스 프로그램



1. 인터럽트 포인터에는 고속 인터럽트 기능 전용 포인터

(I49)가 있습니다. ,

I49를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포인터 및 프로그램은

실행하지 마십시오.

ㆍ기타 인터럽트 포인터

(I49 이외의 인터럽트 포인터)

ㆍ인터럽트 프로그램

ㆍ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상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I49의 인터럽트 프

로그램은 설정된 인터럽트 주기 간격으로 실행할 수 없

습니다.
2. 1개의 인터럽트 포인터 번호로 작성 가능한 인터럽트

프로그램은 1개뿐입니다.

베이식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에서는 고속 인터럽트 기능 전용 포인터

(I49)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서는 고속 인터

럽트 기능 전용 포인터(I49)는 QnHCPU에서

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CPU 모듈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럽트 프로그램의 관리

인터럽트 프로그램은 메인 루틴 프로그램의 뒤

(FEND 명령 이후)에 작성합니다.

인터럽트 프로그램은 1개의 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메인 루틴 프로그램의 작성하는 경우뒤에

(a) 인터럽트 프로그램의 작성 위치

인터럽트 프로그램은 메인 루틴 프로그램의

FEND 명령~END 명령 사이에 작성합니다.

(b) 작성 순서의 제약

복수의 인터럽트 프로그램 작성 시 인터럽

트 포인터를 작은 번호순으로 할 필요는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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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9 주1.50

주1.51

베이식 모델 QCPU

에서는 복수의 프로

그램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파일명은

“MAIN”으로 고정됩

니다.

파일명은“MAIN”으로 고정

메인 루틴
프로그램

프로그램 A

메인 루틴
프로그램

쓰기 프로그램 A
의 파일

인터럽트
프로그램

인터럽트 포인터

I0의
인터럽트 프로그램

I29의
인터럽트 프로그램

베이직

주1.49

주1.50

하이
퍼포먼스

이중화

주1.49

주1.49

베이직

주1.49

주1.50

하이
퍼포먼스

이중화

주1.49 주1.49

베이직

주1.51

베이직

주1.51

포인트

1.5 프로그래밍
1.5.1 시퀀스 프로그램

프로세스

프로세스

베이식 모델 QCPU

에서는 복수의 프로

그램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파일명은

“MAIN”으로 고정

됩니다.



(2)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경우

인터럽트 프로그램은 1개로 정리하여 다른 프로

그램(대기 타입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

이 명령을 실행하여 인터럽트 허가 상태로 하십시오.

(1) 베이식 모델 QCPU의 경우
EI 명령을 실행하여 인터럽트 허가 상태로 합니

다.

(2)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

중화 CPU의 경우
인터럽트 포인터 I32~47의 인터럽트 프로그램

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IMASK 명령 및 EI 명령에

의해 인터럽트 허가 상태로 .

인터럽트 포인터 I0~31, I48~255의 인터럽트

프로그램은 EI 명령으로 인터럽트를 허가 상태

로 하면 .

만듭니다

실행할 수 있습니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복수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관

리할 수 없습니다.

1.5 프로그래밍

주1.52
베이직

주1.52

베이직

주1.52

1.5 프로그래밍
1.5.1 시퀀스 프로그램



1.5.2 SFC 프로그램

SFC 프로그램은 기계의 단위를 1개의 스텝으

로 나타냅니다.

각 스텝에는 래더 회로에 의해 프로그래

밍합니다.

일련의 동작

복잡한 제어 내용을

SFC 프로그램은 초기화 스텝부터 시작되며, 이행 조건이 성

립될 때 마다 이행 조건의 다음스텝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엔드 스텝에서 일련의 동작을 종료합니다.

(1) SFC 프로그램을 기동하면, 먼저 초기화 스텝을 실행합

니다.

(2) 이행 조건 0이 성립될 때까지 초기화 스텝만을 실행합니

다. 이행 조건 0이 성립되면, 초기화 스텝의 실행을 정지

하고 초기화 스텝 다음의 스텝을 실행합니다.

이와 같이 SFC 프로그램에서는 각 스텝 다음의 이행 조건이

성립되면 각 스텝을 순서대로 엔드 스텝까지 실행합니다.

1.5 프로그래밍

기계의 일련 동작

기계 동작

플로차트

가공 시작 조작

팔레트 확인

클램프 동작

가공 완료

〔SFC 그림〕

초기화

스텝

이행 조건0

엔드 스텝

〔각 스텝의 동작 출력, 이행 조건의 래더 그림〕

기동 스위치 워크 검출
컨베이어 기동

팔레트 검출

팔레트 클램프

클램프 확인

드릴 회전

드릴 하강

드릴 하강 리미트

드릴 상승

드릴 상승 리미트

팔레트 언클램프

언클램프 확인 컨베이어 기동

워크 반출 확인

SFC 프로그램

천공 가공

언클램프 동작

워크 반출

스텝1

이행 조건1

스텝2

스텝3

이행 조건2

이행 조건3

1.5 프로그래밍

1동작 단위

1동작 단위

1동작 단위

1동작 단위

1동작 단위



SFC 프로그램은 GX Developer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SFC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설계ᆞ보전 작업이 용이

설비 전체, 각 스테이션의 기계 장치, 각 기계의 제어를 SFC

프로그램의 각 블록, 각 스텝과 1대 1로 대응시킬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시퀀스 프로그램의 시스

템을 설계하거나 보전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설계한 프로그램일지라도 용이하게 해독

할 수 있습니다.

작성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복잡한 인터록 회로가 불필요

각 스텝의 동작 출력 프로그램 내에서만 인터록 회로를 마련

합니다.

SFC 프로그램에서 스텝 간의

.

인터록이 불필요하므로, 설비

전체를 고려하여 기존에는 꼭 필요하던 다음의 인터록 회로

가 불필요해집니다

●제어 대상에 블록, 스텝의 분할 편집이 용이따라

ㆍSFC 프로그램 전체에서 320블록 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

다.

* 1

ㆍ1블록은 512스텝 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ㆍ동작 출력은 전체 블록 중에서 2k시퀀스스텝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ㆍ각 이행 조건은 1회로블록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블록, 스텝을 분할함으로써, 택트

.

타임을 줄이

고 용이하게 디버그 및 시운전할 수 있습니다

ㆍ기계의 동작 단위에 따라 블록을 분할한다.

ㆍ블록 내의 스텝을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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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션1

제어 장치
전체 공정

보진용
제어 장치

트랜스퍼 머신

설비 전체
(SFC 프로그램)

전체 공정 보진용
제어 장치

기동
(초기화 스텝)

스테이션 1 기동

(블록 1 기동)

스테이션 2 기동

(블록 2 기동)

스테이션 3 기동
(블록 3 기동)

완료
(엔드 스텝)

스타트
(초기화 스텝)

팔레트 클램프
(스텝 1)

천공 가공
(스텝 2)

팔레트 언클램프
(스텝 3)

(엔드 스텝)

스타트
(초기화 스텝)

제어 장치 제어 장치

스테이션2 스테이션3

스테이션1 스테이션2 스테이션3
제어 장치 제어 장치 제어 장치

팔레트 클램프
(스텝 1)

태핑
(스텝 2)

팔레트 언클램프
(스텝 3)

(엔드 스텝)

스타트
(초기화 스텝)

팔레트 클램프
(스텝 1)

워크 언로드
(스텝 2)

팔레트 언클램프
(스텝 3)

(엔드 스텝)

(블록 0) (블록 1) (블록 2) (블록 3)

320블록 1*

블록0

초기화
스텝

동작 출력 프로그램

이행 조건은 1회로블록만

동작 출력：전체 블록 중으로 2k시퀀스스텝

*1：베이식 모델 QCPU 128블록이 됩니다.에서는
*2：베이식 모델 QCPU 128스텝이 됩니다.에서는

블록1 블록319

스텝1

스텝2

512스텝

스텝1 스텝1

스텝2 스텝2

초기화
스텝

초기화
스텝

*2

주축대

회전 MT2-R

반송대

(주축대 후단) (가공 시작) (가공 끝) (반송대 전진단) (반송대 후진단)

스텝5

반송대 전진 리미트

클램프 하강

반송대 전진

클램프 하강 리미트

주축대 전진

SFC 프로그램

클램프

클램프 상승 리미트

클램프 하강 리미트

스텝6

스텝7

1.5.2 SFC 프로그램



●복수의 초기화 스텝 작성 가능

복수의 공정을 실행한 후에 합류해 가는 간단

하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초기화 스텝(S0 ~ S3)이 활성화되면,

스텝이 비활성화되고

다음 스텝으로 이행합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스텝 직전의 이행 조건이 성립되면, 파라

미터에 의해 다음 스텝이 실행됩니다.

처리 과정을

초기화 스텝은 선택 결합을 사용하여 결합합니다.

선택 결합 직

전의 이행 조건(t4~t7)이 처음 성립된

ㆍ대기ㆍㆍㆍㆍ다음 스텝이 비활성화되는 것을 기다리고

서 이행합니다.나

ㆍ이행ㆍㆍㆍㆍ다음 스텝이 활성화되어 있더라도 그대로

행합니다.(디폴트)이

ㆍ정지ㆍㆍㆍㆍ다음 스텝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에러가

니다.됩

초기화 스텝 마다 결합 스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풍부한 스텝 속성으로 프로그램 디자인이 용이

각 스텝에는 각종 스텝 속성을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제어에 맞추어 속성을 나누어 사용하거나 조합하여 사용함

으로써, SFC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1.5 프로그래밍

*: 베이식 모델 QCPU는 파라미터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디폴트의 "이행"으로 동작합니다.

(1) 유지 스텝의 종류와 동작

(a) 코일 유지 스텝( )

(b) 동작 유지 스텝(이행 체크 안함)( )

(c) 동작 유지 스텝(이행 체크 표시)( )

(이행 성립)

이행 조건 성립에 의해

활성화되어 있는 스텝

이행 조건 성립에 의해

활성화되어 있는 스텝

(이행)

이전회의 이행 조건

성립에 의해 활성화
되어 있는 스텝

ㆍ이행 후에 동작 출력의 연산

을 속행(유지 상태)

하고, 인터록 조건(X0)의 ON

/OFF에 관계없이 이행 조건

성립 시의 코일 출력

유지한다.

상태를

ㆍ다시 이행 조건이 성립되어

도 이행하지 않는다.

ㆍ해당 블록이 종료될 때까지

출력을 유지하고 싶을 때(유

압 모터의 출력, 통과 확인

신호 등)에 편리.

ㆍ이행한 다음에도 동작 출력

의 연산을 속행(유지 상태)하

고, 인터록 조건(X0)의 ON/

OFF에 따라 코일 출력(Y10)

도 ON/OFF한다.

ㆍ다시 이행 조건이 성립되어

도 이행하지 않는다.

ㆍ실린더의 전진ㆍ후진과 같

해당 블록이 활성화되어

동안에 같은 동작을 반

하는 등의 동작에 편리.

이

있

는 복

ㆍ이행한 다음에도 동작 출력

의 연산을 속행(유지 상태)하

고, 인터록 조건(X0)의 ON /

OFF에 따라 코일 출력(Y10)

도 ON/OFF한다.

ㆍ다시 이행 조건이 성립되면

이행하여 다음 스텝을 활성

화시킨다.

ㆍ다시 활성화된 다음 스텝은

동작 출력을 연산하고, 이행

조건이 성립되면 이행하여

비활성화된다.

ㆍ부품의 반입 등과 같이 반복

해서 동작하고, 완료에 의해

가공을 시작하는 것과 같이

다음의 동작과 연동시키는

등의 출력에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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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목적에 따라 동일한 기능을 복수의 방법으로 제어 가능

각 블록의 기동ㆍ종료, 일시 정지ㆍ재개, 지정 스텝의 강제

활성ㆍ강제 종료 등을 SFC 그림 기호, SFC 제어 명령, SFC

용 정보 디바이스의 각 처리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ㆍSFC 그림 기호로 제어하는 경우

ㆍㆍㆍ자동 운전 제어 등과 같이 시퀀스 제어가 용이한 때

편리.

ㆍSFC 제어 명령으로 제어하는 경우

ㆍㆍㆍSFC 이외의 프로그램 파일에서도 요구가 가능하며,

비상 정지 등의 이상 처리나 인터럽트 제어 등에 편

리.

ㆍSFC용 정보 디바이스로 제어하는 경우

ㆍㆍㆍSFC용 제어가 가능하며, 디버그나 시

전 등과 같은 운전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다.운

주변기기에서

동일한 기능을 복수의 방법으로 제어할 수있는 주요 기능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블록 또는 스텝에 먼저 요구를 발행하는 제어 방법

을 사용하여 동일 기능을 복수로 실행할수 있습니다.

(2) 서로 다른 제어 방법으로 제어한 기능을 다른 제어 방법

으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 블록 기동의 경우

SFC 그림( m)으로 기동을 걸어 활성되어 있는 블

록을 엔드 스텝( )을 기다리지 않고 SFC 제어 명령

(RSTBLm)으로 강제 종료하거나, SFC용 정보 디바

이스의 블록 기동 종료 비트를 OFF하여 강제 종료시

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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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셋 스텝( n)

(3) 블록 기동 스텝의 종류와 동작

(a) 블록 기동 스텝(종료 체크 표시)( m)

(b) 블록 기동 스텝(종료 체크 안함)( m)

ㆍ기계의 제어상 유지가 불필

요하게 되었거나 에러 검출

등으로 수동 회로에 선택 분

기되었을 때, 유지 스텝에

해서 리셋 요구를 발행하

해당 스텝을 비활성화할

있다.

대

여

수

ㆍ서브 루틴 CALL~RET와 같

이 기동 위치 블록이 엔드

텝이 될 때까지 기동 소스

록은 이행하지 않는다.

스

블

ㆍ동일한 블록을 복수로 기동

되도록 하거나 복수의 블록

으로 함께 사용하는 등에 편

리.

ㆍ가공 라인 등에서 가공 공정

을 별도의 블록으로 하고,

공 완료 시에 기동 소스로

아와 다음 공정으로 이행

경우 등에 편리.

가

돌

하

는

ㆍ기동 위치 블록이 활성화 되

어 있는 상태에서도, 블록

동 스텝에 따르는 이행 조

이 성립되면 기동 소스 블

은 이행한다. 이 때, 기동

치 블록은 그대로 엔드 스

이 될 때까지 처리를 속행

다.

기

건

록

위

텝

한

ㆍ어느 스텝에서 다른 블록을

기동함으로써, 기동 위치 블

록은 자신의 블록의 처리 종

료 시까지 단독으로 기동 소

스와 비동기로 제어하는 것

이 가능.

리셋 스텝이 활성화되면

지정된 스텝이 비활성화

된다

기 능

제어 방법

SFC 그림
SFC 제어

명령
SFC용 정보 디바이스

블록 기동

(종료 대기 있음)

블록 기동

(종료 대기 없음)

블록 기동 종료

비트 ON

블록 종료
블록 기동 종료

비트 OFF

블록 정지
블록 정지 재개

비트 ON

정지 중 블록 재개
블록 정지 재개

비트 OFF

스텝의 강제

활성화

스텝의 강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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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사양

●베이식 모델 QCPU의 경우

*1：프로그램 관리용 SFC 프로그램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2：베이식 모델 QCPU에서 SFC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CPU 모듈 및 GX Developer의 버전을 확인하십시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의 경우

노트를 편집하지 않는 경우 및 노트 편집 시에 “일체"가 선택된
경우(일체 노트)는 1블록에서 최대 2k스텝을 확보할 수 있습니
다.

용량 계산

SFC 프로그램은 SFC 그림을 명령으로 전개하므로 다음과

같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SFC 그림을 SFC 전용 명령으로 전개하였을 때의 스텝수와

SFC 프로그램의 용량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SFC 프로그램의 용량 계산 방법

1.5 프로그래밍

항 목 Q00JCPU Q00CPU Q01CPU

SFC

프로

그램*2

용량
최대

8k스텝

최대

8k스텝

최대

14k스텝

파일수

블록수 최대 128블록(0~127)

SFC

스텝수

분기수 최대 32

동시 활성

스텝수

동작 출력

시퀀스

스텝수

전체 블록에서 최대 2k스텝

1스텝당 제약은 없음

이행 조건

시퀀스 1회로블록만

전체 블록에서 최대 1024스텝

1블록에서 최대 128스텝

(유지 스텝

포함)

스캔을 실행할 수 있는 SFC 프로그램：1개 *1

전체 블록에서 최대 1024 스텝,

1블록에서 최대 128스텝

스텝수

*1：동작 출력으로 노트 편집 시 “주변"이 선택된 경우(주변 노트)
는 1블록에서 최대 2k스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목

SFC

프로

그램

용량
최대 28k

스텝

최대 60k

스텝

최대 124k

스텝

최대 252k

스텝

파일수

스캔을 실행할 수 있는 SFC 프로그램：2개

(일반 SFC 프로그램：1개, 프로그램 실행 관리

용 SFC 프로그램：1개)

블록수 최대 320블록(0~319)

SFC

스텝수
전체 블록에서 최대 8192스텝,

1블록에서 최대 512스텝

분기수 최대 32

동시 활성

화 스텝수

전체 블록에서 최대 1280스텝

1블록에서 최대 256스텝

(유지 스텝

포함)

동작 출력

시퀀스

스텝수

전체 블록에서 최대 2k스텝 *1

1스텝당 제약은 없음

이행 조건

시퀀스

스텝수

1회로블록만

스텝 이행 감시

타이머 기능
있음(타이머 개수 10개)

ㆍ스텝

스텝 시작 명령(STEP Sn)과

스텝 종료 명령(SEND)의 3시퀀

스스텝

ㆍ이행 조건(＋)

① 직렬 이행 또는 선택 분기 -

결합 시

이행 시작 명령(TRAN TRn)

과 이행 위치 지정 명령

(TSET Sn)의 4시퀀스스텝

② 병렬 분기 시

이행 시작 명령(TRAN TRn)

과 병렬 분기수만큼의 이행

위치 지정 명령(TSET Sn)의

합계 스텝수

③ 병렬 결합 시

이행 시작 명령(TRAN TRn)

과 (병렬 결합수 - 1) 의 결

합 체크 명령(TAND Sn)과

이행 위치 지정 명령(TSET

Sn)의 합계 스텝수

ㆍ점프( ), 엔드 스텝

( )

직전의 이행 조건에 포함되므로

0스텝으로 계산한다

ㆍ각 스텝의 동작 출력：

1스텝당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

다.

ㆍ각 명령의 시퀀스스텝수의 총합

ㆍ각 이행 조건：

1이행 조건당 용량은 다음과 같

습니다.

ㆍ각 명령의 시퀀스스텝수의 총합

* SFC 그림을 SFC 전용 명령으로 표현한 스텝수

SFC
프로그램
용량

(스텝)

작성한 최대
＋(블록0의 용량)＋(블록1의 용량)＋…＋(블록n의 용량)

블록 번호＋1
사용하고 있는 블록수 만큼

SFC 파일 머리글 용량

SFC 프로그램 시작 명령(SFCP), 종료 명령(SFCPEND)

각 블록
의 용량

SFC 그림을 SFC 전용
명령으로 표현한 스텝수

＋(각 스텝의 동작 출력의 총합)＋(각 이행 조건의 총합)

* 아래와 같음

블록 시작 명령(BLOCK BLm), 블록 종료 명령(B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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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 그림을 SFC 전용 명령으로 전개하였을 때의 스텝수

SFC 전개하였을 때의 스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을 SFC 전용 명령으로
SFC 프로그램의 구성

SFC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SFC 프로그램 기호, SFC

제어 명령, SFC용 정보 디바이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1) SFC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초기화 스텝, 이행 조건,

스텝, 엔드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화 스텝부터

엔드 스텝까지를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2) SFC 프로그램은 초기화 스텝에서 시작되며, 이행 조건

이 성립될 때 마다 이행 조건의 다음 스텝을 순차적으로

실행하여 엔드 스텝에서 일련의 동작을 종료합니다.

(a) SFC 프로그램을 기동하면, 먼저 초기화 스텝을 실

행합니다.

초기화 스텝 실행 중에는 초기화 스텝의 다음 이행

조건(그림의 이행 조건 0(t0))이 성립되었는지의 여

부를 체크합니다.

(b) 이행 조건 0(t0)이 성립될 때까지 초기화 스텝만을

실행합니다.

이행 조건 0(t0)이 성립되면, 초기화 스텝의 실행을

정지하고, 초기화 스텝의 다음 스텝(그림의 스텝 1

(S1))을 실행합니다.

스텝 1(S1) 실행 중에는 스텝 1(S1)의 다음 이행 조

건(그림의 이행 조건 1(t1))이 성립되었는지의 여부

를 체크합니다.

(c) 이행 조건 1(t1)이 성립되면, 스텝 1(S1)의 실행을

정지하고 다음 스텝(그림의 스텝 2(S2))을 실행합

다.니

(d) 순차 이행 조건이 성립될 때 마다 다음 스텝을 실행

하고, 엔드 스텝을 실행하면 그 블록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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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래더 표현
스텝
수

내용 필요량

시작 명령

SFC 프로그램의

시작을 나타낸다.
1 프로그램에 1개

SFCP

종료 명령

SFC 프로그램의

종료를 나타낸다.
1 프로그램에 1개

블록

시작 명령

블록의 시작을

나타낸다.
1 블록에 1개

블록

종료 명령

블록의 종료를

나타낸다.
1 블록에 1개

스텝

시작 명령

스텝의 시작을

나타낸다.( 는

스텝 속성에 따

라 다름)

1 스텝에 1개

이행 시작

명령

이행의 시작을

나타낸다.( 는

스텝 속성에 따

라 다름)

1 이행 조건에 1개

결합

체크

명령

병렬 결합 시 결

합 완료를 체크

한다.

병렬 결합 1위치

마다

(결합수-1) 개

이행 위치

지정 명령

이행 위치 스텝

을 지정한다.

1 이행 조건 마다

직렬 이행ㆍ선택

이행 시는 1개,

병렬 분기 시는

병렬 갯수 만큼

스텝

종료 명령

스텝/이행의 종

료를 나타낸다.
1 스텝에 1개

SFCP

초기화 스텝

엔드 스텝

블록

스텝0

스텝1

스텝2

이행 조건0 이행 조건

이행 조건1

스텝

이행 조건

스텝

1.5.2 SFC 프로그램



1.5 프로그래밍

명칭
SFC 그림

기호
비고

초기화 스텝

더미

초기화 스텝

코일 유지 초기화 스텝

동작 유지 스텝

(이행 체크 안함)

초기화 스텝

동작 유지 스텝

(이행 체크 표시)

초기화 스텝

리셋

초기화 스텝

초기화 스텝

더미

초기화 스텝

코일 유지

초기화 스텝

동작 유지 스텝

(이행 체크 안함)

초기화 스텝

동작 유지 스텝

(이행 체크 표시)

초기화 스텝

리셋

초기화 스텝

스텝

더미 스텝

코일 유지 스텝

동작 유지 스텝

(이행 체크 안함)

동작 유지 스텝

(이행 체크 표시)

리셋 스텝

블록 기동 스텝

(종료 체크 표시)

블록 기동 스텝

(종료 체크 안함)

엔드 스텝

1 블록에 1개

*：SFC 그림

왼쪽 위(1번

째)의 초기화

스텝은 No. 0

에 고정

n=리셋 위치

스텝 No.

1 블록에 최대

31개

i= 스텝

No.(1~511)

n=리셋 위치

스텝 No

1 블록에 초기화

스텝을 포함 최대

512개

(베이식 모델

QCPU는 128개)

i= 스텝

No.(1~511)

n=

스텝 No.

m=이동 위치

블록 No.

리셋 위치

1 블록에 복수

지정 가능

직렬 이행

선택 분기

선택 결합

선택 결합 - 병렬 분기

병렬 분기

병렬 결합

병렬 결합 - 병렬 분기

병렬 결합 - 선택 분기

선택 분기 - 병렬 분기

병렬 결합 - 선택 결합

점프 이행

a, b=이행 조건

No.

a=이행 조건 No.

j=점프 위치 스텝

No.

명칭
SFC 그림

기호
비고

SFC 그림 기호 일람

1.5.2 SFC 프로그램



ST(스트럭처드 텍스트) 프로그램은 ST 언어로 기술된 프로

그램입니다.

ST 언어는 오픈ㆍ컨트롤러에서의 논리 기술 방식에 대해 규

정한 국제 규격 IEC61131-3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ST 언어에서는 연산자ㆍ제어 구문ㆍ함수를 지원하며, 다음

과 수 있습니다.같이 기술할

ㆍ조건문에 의한 선택 분기, 반복문에 의한 반복 등의 제어

구문

ㆍ연산자(*, /, +, -, <, >, = 등)를 사용한 식

ㆍ사용자가 정의한 펑션 블록(FB)의 호출

ㆍ함수의 호출(MELSEC 함수ㆍIEC 함수)

ㆍ한자 등의 전각 문자를 포함한 코멘트 기술

ST 언어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 형식에 의한 자유로운 기술

ST 언어는 반각영숫자의 텍스트 형식으로 기술됩니다. 코멘

트나 문자열에서는 한자 등의 전각 문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C 언어 등의 고급언어와 같은 프로그래밍 지원

ST 언어는 C 언어 등의 고급언어와 같이 조건문에 의한 선

분기나 반복문에 의한 반복 등의 구문에 의한 제어를 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쉬운 프로그램을 간결하게

수 있습니다.

택

술할

사용할

●연산 처리를 용이하게 기술 가능

ST 언어는 리스트나 래더에서는 기술하기 어려운 연산 처리

내용을 간결하고 보기 쉽게 기술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가시성이 좋아 복잡한 산술 연산ㆍ비교 연산 등을 실행하는

분야에 적합합니다.

ST 프로그램은 GX Developer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

다.

ST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품화에 의한 설계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

ST 언어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처리를 펑션 블록(FB)으로 부

품화하여 미리 정의해 두고, 각 프로그램의 필요한

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오류를 줄여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

킬 수 있습니다.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PLC에서 읽고 ST 프로그램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

MELSEC-Q 시리즈에 있어서의 ST 프로그램에서는 작성한

프로그램을 PLC에 써서 실행하지만, PLC에서 읽은 후에 복

원하여 ST 언어의 형식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동작 중에 프로그램의 변경(RUN 중 쓰기)이 가능

시스템을 정지시키지 않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

경할 수 있습니다.

●타언어 프로그램과의 연계

MELSEC-Q 시리즈는 ST 언어 이외의 언어도 지원하고 있

으므로, 처리에 적합한 언어를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프로그

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파일 단위로 실행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1개의 CPU에 복수의 프로그램 파일을 쓸 수 있습니다.

복수의 언어를 지원함으로써, 최적의 제어로 폭넓은 용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함수군

MELSEC-Q 시리즈에 있어서의 ST 프로그램에서는

MELSEC-Q 시리즈용 각종 공통 명령에 대응하는 MELSEC

함수, IEC61131-3으로 정의되어 있는 IEC 함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5 프로그래밍
1.5.3 ST 프로그램



ST 프로그램의 문자나 수치의 취급

●사용할 수 있는 문자

ST 언어는 텍스트 형식으로 기술하는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일반 텍스트 문자 편집기에서의 도큐멘트 편집과 같이 기술

할 수 있지만, 문법이나 사용할 수 있는 기호가 정의

되어 있습니다.

ST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자 및

ST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습니다.있

●데이터의 취급

ST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형은 다음과 같습니

다.

*1： K, H로 지정된 K0ㆍK1ㆍH0ㆍ BOOL형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H1은

●배열과 구조체

ST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로 배열과 구조체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배열과 구조체는 사용하기 전에 각 디바이스를 로컬 라벨 또

는 글로벌 라벨로 정의함으로써, 프로그램 중에서

취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입니다.

하나의 블

록으로서

(1) 배열

배열은 같은 형식의 복수의 데이터를 조합하여 정의한 데

이터형입니다.

ST 프로그램 중에서의 배열은, 배열형으로 정의한 변수

(라벨) 명 뒤에 디바이스 번호를 [ ]로 지정함으로써 각

디바이스를 개별적으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배열 디바이스의 지정 번호는 0부터 계산합니다.

【서식】

배열명[배열 디바이스의 지정 번호]

【이미지】

디바이스가 4개인 워드형 배열을 배열명 tanka로 한 경

우

배열 디바이스의 지정 번호는 0, 1, 2, 3이 됩니다.

워드형 배열의 경우, 각 배열 디바이스에 워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1.5 프로그래밍

문자 종류

사용 위치

문자 예프로그램

문
코멘트 문자열 라벨

영숫자

반각 기호

반각 가나

전각 문자

반각 스페이스

전각 스페이스

행 바꾸기 코드

TAB 코드

분류 항목 내용 예

라벨명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한 문자열

상수
프로그램에 직접 쓰는 값

(정수ㆍ실수ㆍ문자열 등)

코멘트 ( ON한다 )* *

데이터 형명 데이터의 종류를 나타내는 말

제어 구문

디바이스명
MELSEC에서의 PLC용 데이터명

함수명
정의되어 있는 MELSEC 함수ㆍ

IEC 함수명

연산자

단락 기호

기타 기호 레이아웃을 정리하기 위한 코드

반각 스페이스

펑션 블록명ㆍ배열명ㆍ구조체명

등을 포함합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제어의 처리 대

상이 되지 않는 주석문

제어 구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문법상 의미가 정의되어 있는 말

식이나 대입문을 위해 의미가 정

의되어 있는 문자 코드

프로그램의 구조를 명확하게 하

기 위해서 의미가 정의되어 있는

문자 코드

행 바꾸기 코드,

TAB

데이터형 내용 범위 래더에서
의 형식

C 언어에서
의 형식

BOOL 불형 비트

INT 상수형 워드

DINT
배정밀도

상수형

더블

워드

REAL 실수형 실수

STRING 문자열형
최대 50문자까지의

정의가 가능
문자열

ARRAY

지정되어 있는 디바

이스의 데이터형에

따름.

배열 char[ ] 등

STRUCT

지정되어 있는 디바

이스의 데이터형에

따름.

구조체

char

구조화

데이터형

배열

데이터형

1.5.3 ST 프로그램



(2) 구조체

구조체는 임의의 형식의 데이터를 조합하여 정의한 데이

터형입니다.

구조체형으로 정의한 변수(라벨)명 뒤에 디바이스명을

피리어드(.)로 구분하여 기술함으로써, 각 디바이스를

개별적으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명을 멤버 변수라고도 부릅니다.

【서식】

구조체명. 구조체 디바이스명

【이미지】

구조체명 shiire

구조체 디바이스：

워드형 1개 구조체 디바이스명 kosuu

실수형 1개 구조체 디바이스명 tanka

문자열형 1개 구조체 디바이스명 hinmei

로 한 경우

【기술 예】

( 구조체 디바이스 kosuu에 100을 대입 )* *

shiire.kosuu := 100;

( 구조체 디바이스 tanka에 98.2를 대입 )* *

shiire.tanka := E98. 2;

( 구조체 디바이스 hinmei에 “APPLE"을 대입 )* *

shiire.hinmei := "APPLE";

구조체의 멤버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구조체 변수 설정 화면에서 등록 가능한 멤버수는 128개입니다.

●데이터의 표기 방법

1.5 프로그래밍

1. 배열 디바이스의 지정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n 개의 디바이스 배열의 경우, 배열 디바이스의 지정 번호는

0 ~ n-1 이므로 n 이상을 지정하면 변환 시에 에러가 됩니다.

예) 디바이스 개수 4개의 배열의 경우

tanka[4] := 100; ← 에러가 됩니다.

2. 배열 디바이스의 지정 번호에 배열을 사용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배열 디바이스의 지정 번호에 배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 최대 5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개 이상 사용하

면 변환 에러가 됩니다.

네

스트

예) 가 5개인 경우네스트

tanka[tanka[tanka[tanka[tanka[D1]]]]] := 100;

3. 배열 디바이스의 지정 번호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다른 디바이스의 정보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열

디바이스 번호로 지정된 값이 배열 디바이스 개수를 초과하

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4. 배열의 디바이스 개수를 설정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글로벌(로컬) 변수 설정 화면에서 등록합니다. 등록 가능한

디바이스는 256개입니다.

【기술 예】

( 배열 3번째 디바이스에 tanka[0]+tanka[1]을 대입 )* *

tanka[0] := 100;( 배열 1번째 디바이스에 10을 대입 )* *

( 디바이스 D１을 이용하여 배열 2번째 디바이스에 1200
을 대입 )

*
*

배열 디바이스의 지정 번호로
데이터형 INT에 의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배열 디바이스의 지정 번호로
라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는 상수ㆍ라벨ㆍ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항목 내용 표기 예

상수

프로그램에 직접 쓸 수 있는 수치나 문자

열 데이터.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경되지

않는다.

라벨 사용자가 형식과 이름을 정의한 데이터.

디바이스

MELSEC PLC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바

이스. 디바이스명ㆍ디바이스 번호로 식

별된다.

포인트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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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수
각 상수는 ST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표기됩니다.

(2) 라벨
ST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를 라벨로 이용할 수 있습니

다.

ST 프로그램에서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로컬 변수 설정 화면 또는 글로벌 변수 설정 화면에

서 라벨을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ST 프로그램에서의 라벨의 표기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인터형ㆍ타이머형ㆍ카운터형ㆍ적산 타이머형 라벨 사용

시의 주의 사항
포인터형ㆍ타이머형ㆍ카운터형ㆍ적산 타이머형의 라벨은 선

언할 수 있지만, ST 프로그램에서 라벨로 해서 사용하면 변

환 에러가 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타이머형ㆍ카운터형ㆍ적산 타이머형 라벨 사용 시의 주의 사

항
구조체의 멤버 변수에 대해 타이머형ㆍ카운터형ㆍ적산 타이

머형의 라벨을 정의한 경우, 그 멤버 변수는 ST 편집 화면에

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타이머형ㆍ카운터형ㆍ적산

타이머형의 라벨을 포함한 다른 멤버 변수는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구조체가

(3) 디바이스

ST 프로그램상에서 라벨을 사용하지 않고 MELSEC의

디바이스를 직접 기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

스는 식 좌변, 우변, 함수의 인수ㆍ반환값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예】

디바이스의 수식 방법ㆍ지정 방법으로 다음의 3가지 방

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래더 프로그램에서 사

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인덱스 수식

(b) 비트 No. 지정

(c) 자리 지정

1.5 프로그래밍

예) Switch_A := FALSE;

( Switch_A에 FALSE를 대입합니다. )* *

예) IF INT_TO_BOOL(Kosuu) = FALSE THEN
Daisuu := 2147483647;
END_IF;

( INT_TO_BOOL(Kosuu)가 FALSE라면 )* *

( Daisuu에 2147483647을 대입합니다. )* *

예) Limit_A := E1. 0;

( Limit_A에 1.0을 대입합니다. )* *

예) 컨베이어[4] := Kosuu;

( 컨베이어의 5번째 디바이스에 Kosuu의 값을 )* *

( 대입합니다. )* *

예) stPressure.Status := TRUE;

( stPressure의 디바이스명 Status에 )* *

( TRUE를 대입합니다. )* *

예) stPressure.eLimit := E1. 0;

( stPressure의 디바이스명 eLimit에 )* *

( 1.0을 대입합니다. )* *

데이터형 진수 표기 방법 예

2진수
사용하는 2진수의 앞에

“2#”을 붙인다.

사용하는 8진수의 앞에

“8#”을 붙인다.

사용하는 16진수의 앞에

“16#”을 붙인다.

사용하는 2진수의 앞에

“2#”을 붙인다.

사용하는 8진수의 앞에

“8#”을 붙인다.

사용하는 10진수를 직접

입력한다.(수치의 앞에 “K"

를 부가해도 가능)

사용하는 16진수의 앞에

“16#”을 붙인다.(수치의

앞에 “H"를 부가해도 가능)

사용하는 실수를 직접 입력

한다.(수치의 앞에 “E"를

부가해도 가능)

문자열을 ''(또는"")로 둘러

싼다.

8진수

16진수

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

M0 := TRUE;

( M0을 ON합니다. )* *

IF INT_TO_BOOL(D0) = FALSE THEN

( INT_TO_BOOL(D0)가 FALSE라면 )* *

W0 := 1000;

( W0에 1000을 대입합니다. )* *

END_IF;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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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프로그램의 식

●대입식

대입문은 우변의 식의 결과를 좌변의 라벨이나 디바이스에

대입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대입문에서는 우변의 식의 결과와 좌변의 데이터형이 같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변환 에러가 됩니다.

【기술 예】

●연산자

ST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연산자 일람과 연산 실행 시의

우선 순위를 나타냅니다.

우선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왼쪽의 연산자부터 평가됩니다.

연산자와 대상 데이터형 및 연산 결과 데이터형은 다음과 같

습니다.

(※1) 라벨, 상수(음수)를 제외합니다.

●제어 구문

ST 프로그램에서는 비교ㆍ반복을 실행하기 위해 조건문과

반복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건문 ：어느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선택된 문장을

실행합니다.

반복문 ：어느 특정 변수나 조건 상태에 대해 1개 이상의 문

장을 몇번이나 반복하여 실행합니다.

제어 구문 일람을 나타냅니다.

1.5 프로그래밍

ㆍ실제 디바이스를 사용한 경우

D0 := 0;

이 식을 실행하였을 때 10진수의 0을 D0에 대입합니다.

ㆍ라벨을 사용한 경우

Stest 라고 하는 문자열형 라벨을 사용한 경우

Stest := "APPLE";

이 식을 실행하였을 때 문자열 "APPLE"을 Stest 에 대입

합니다.

1. 문자열을 대입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문자열은 최대 32문자의 문자열 길이까지 대입할 수 있습니

다. 문자열이 32문자를 초과하는 문자열을 대입한 경우에는

변환 에러가 됩니다.

2. 대입문의 좌변에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TS, TC, STS, STC, CS, CC, BL, DX, BL □\S □,

BL □\TR □디바이스는 대입문의 좌변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

다.

상기 디바이스를 좌변에 사용한 경우에는 변환 에러가 됩니다.

연산자 내 용 우선 순위

괄호식 최상위

함수( ) 함수의 파라미터 리스트

지수(제곱) tei shisuu**

(지수)

불 보수(비트를 반전한 값)

곱셈

나눗셈

나머지

덧셈

뺄셈

비교

등식

부등식

논리적

배타적 논리합

논리합 최하위

1. 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1

연산자의 우변 대상 데이터와 좌변 대상 데이터의 데이터형

이 같지 않은 경우 변환 에러가 됩니다.
2. 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2
연산자는 반각으로 기술하십시오.

3. 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3

1식에 기술할 수 있는 연산자의 사용 개수는 최대 1024개까

지입니다.

1025개 이상 사용하면 변환 에러가 됩니다.

제어 구문에 계층을 사용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제어 구문의 계층은 16단까지 가능합니다. 17단 이상 사용해도

변환 않지만, 계층이 이해하기 힘든

프로그램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층은 아무리 4 ~ 5단

이내가 되도록 프로그램할 것을 권합니다.

에러가 발생되지는 많아지면

많아도

조건문
IF 조건문

CASE 조건문

반복문

FORㆍㆍㆍDO 구문

WHILEㆍㆍㆍDO 구문

REPEATㆍㆍㆍUNTIL 구문

기타 제어 구문
RETURN 구문

EXIT 구문

연산자 대상 데이터형 연산 결과 데이터형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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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FBD 프로그램

프로세스 CPU 및 이중화 CPU에서는 PX Developer 프로그

래밍 툴을 FBD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사용하여

(1) 프로그래밍 툴에 의한 프로그래밍은 IEC61131-3으로

규정되어 있는 FBD 언어에 준하고 있습니다.
FBD 프로그램은 FBD 언어를 사용한 프로그램입니다.

(2) FBD 언어는 그래픽 언어

다.

입

니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정 블록(펑션 부품, FB 부품), 변수 부품, 상수 부품을

데이터나 신호의 흐름에 따라 결선하여 프로그래밍합니

다.

블록은 재이용이 가능한 부품으로 FBD 프로그램의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으며, 블록은 사용자가 정의할 수

도 있습니다.

(예) FBD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예

상수 부품 블록(펑션 부품)

윗 그림과 같이 결선된 블록의 그림은 전기

. FBD 프로그램에서는 블록, 변수

부품, 상수 부품의 출력에서 다른 블록이나 변수 부품의

입력으로 데이터가 흐릅니다.

회로도 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FBD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FBD 부품이라고 부릅

니다.

부품을

사용자는 이들 FBD 부품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4) FBD 언어로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지금까지 래더 프로

그램으로 작성하기에 번거로웠던 DDC 처리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작성할 수가 있어 프로그램의

.

생산성이 향상됩

니다

(5) PX Developer에서는 QnP(R)HCPU의 계장 제어용 전용

명령이나 태그 데이터를 조합한 풍부한 루프 처리용 펑

션 블록(태그 FB)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부품을 사용하여 FBD 프로그램을 작성함으로써,

DDC 처리 프로그램의 작성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6) FBD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변수의 PLC 디바이스에 대

한 할당은 자동으로 실행되므로 별도로 디바이스를 할당

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시퀀스 제어와 루프 제어와 조합하는 배치 시스템

1대의 QnP(R)HCPU 내에 시퀀스 제어 처리의 기술을

지향하는 래더 프로그램과 루프 제어를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는 FBD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 가능합

니다.

등에

서

1.5 프로그래밍

접속선

변수 부품

블록(FB 부품)

FBD 부품명 FBD 부품도 내 용

펑션 부품

펑션의 실행을 나타냅니다.

왼쪽의 핀이 입력, 오른쪽의 핀이

출력이 됩니다.

부품 내의 상부 가운데에 펑션명이

표시됩니다.

FB 부품

FB의 실행을 나타냅니다.

왼쪽의 핀이 입력, 오른쪽의 핀이

출력이 됩니다.

부품 내의 상부 가운데에 FB의 형

명, 부품 상부에는 FB 변수명이 표

시됩니다.

* 모듈 FB의 경우, 부품 내의 하부

가운데에 모듈 형명이 표시됩니다.

변수 부품

변수를 나타냅니다.

값을 수집하거나 저장합니다. 변수

명은 부품 가운데에 표시됩니다.

상수 부품

상수를 나타냅니다.

부품에 직접, 수치 또는 문자열을

설정합니다.

상수값은 부품 가운데에 표시됩니

다.

접속선

데이터 플로를 나타냅니다.

부품을 연결하여 좌단에서 우단으

로 향하여 데이터를 넘겨줍니다.

접속되어 있는 부품의 데이터형이

동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멘트 부품

코멘트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컴파일 결과의 실행 코드에는 영향

을 주지 않습니다.(FBD 프로그램에

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코멘트



프로그램 구성 단위

FBD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디바이스를 프로그램 구성 단위

(Program Organization Unit)라고 부릅니다.(이하, POU로

줄여서 표현)

POU의 종류에는 프로그램, FB, 펑션이 있습니다.

●FBD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계층적 구조화 설계

FBD 프로그램은 몇개의 POU에서 계층화된 구조로 되고 있

습니다.

(1) QnP(R)HCPU에 목적하는 처리를 하게 하기 위해 사용

자가 FBD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 1개 또는 복

수의 FBD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FBD 프로그램 내에 처

리 내용을 정의합니다. FBD 프로그램은 FB 부품이나 펑

션 부품 등을 조합하여 정의합니다.

(2) FBD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하는 FB 부품은

, 사용자 정의 FB 부품 내에 이미 정의되

어 있는 FB 부품이나 펑션 부품 등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정

의할 수 있으며

(3) FBD 프로그램 계층 중 최하층의 POU는 제조회사가 제

공하는 펑션, FB, 태그 FB가 위치합니다.

(4) 프로젝트는 FBD 프로그램을 QnP(R)HCPU에서 실행할

수 있는 래더 프로그램으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자가 정

의한 모든 디바이스(POU 정의 구조체 정의 글로벌 변수

등)를 관리합니다.

●프로그램

(1)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QnP(R)HCPU에 의한 처리를 펑션

이나 FB를 조합함으로써 .정의됩니다

프로그램은 FBD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부품의 계층에서

최상위에 위치합니다.

(2)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 툴의 프로그램 실행 설정에서 설

정한 실행 조건에 근거하여 처리합니다.

(3) 프로젝트에는 최대 200개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

니다.

(예) 프로그램 편집 화면

●FB

(1) FB는 내부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 입력과 내부 메모리 상

태에 따라 제어합니다.

프로그램 또는 사용자 정의 FB 부품으로 제어하기 위한

.부품으로 사용됩니다

(2) FB는 각각 변수명을 붙여 사용합니다.

변수 이름이 붙여진 FB 부품은 각각 독립해서 제어합니

다.

(3) FB 부품에는 사용자가 정의한 FB와 제조회사가 제공하

는 FB가 있습니다.

(예) 사용자 정의 태그 FB

1.5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실행 설정
프로그램 POU
“프로그램 A”

“XXX” FB 부품

“프로그램 A” 프로그램 정의

프로그램ㆍ사용자 정의 FB
내에서 펑션/FB 부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YYY” FB 부품

“XXX” FB 정의

“YYY” FB 정의

제조회사 제공
라이브러리 * *제조회사가 제공하는 펑션/FB 부품.

FB 정의 윈도우

사용자 정의
태그 FB 부품

태그 FB 선언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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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션

(1) 펑션은 입력에 대해서 특정한 제어를 하는 기능입니다.

프로그램 또는 사용자 정의 FB 부품으로 제어하기 위한

부품으로 사용됩니다.

(2) 펑션은 내부 메모리를 가지지 않으므로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동일한 처리를 합니다.

펑션 부품은 변수명을 갖게 할 필요는 없으며, 각각이 독

립하여 동작할 수 있습니다.

(3) 펑션 부품은 제조회사가 제공하는 것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사용자가 정의할 수 없습니다.

(예) 펑션 부품도

POU 인터페이스의 정의

POU의 인터페이스에는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가 있습니다.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

(1)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FBD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POU의 계층에서

최상위에 위치하여 파라미터에서 데이터가 교환되지 않

으므로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가 없습니다.

(2) 펑션/FB

펑션/ FB는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가 있습니다.

(다만 입력 변수 또는 출력 변수를 가지지 않는 펑션/FB

부품도 있습니다.)

ㆍ입력 변수： 펑션 부품, FB 부품이 처리한 경우에 데이

터를 이어받는 변수입니다.

ㆍ출력 변수： 펑션 부품, FB 부품이 처리한 결과의 데이

터를 넘겨주는 변수입니다.

입력 변수 출력 변수

●사용자 정의 FB /태그 FB 부품에 있어서의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의 정의

사용자 정의 FB/태그 FB 부품으로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를

정의합니다.

(1)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는 FB 정의 윈도우 중에서 변수

가 입력 변수 또는 출력 변수인 변수 부품을 정의함

으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류

(2) 삽입된 입력 변수, 출력 변수는 로컬 변수 시트에 자동적

으로 반영되어 로컬 변수 시트상의 순서가 사용자 정의

FB/태그 FB의 입출력 핀의 배열에 대응합니다.

(예) 사용자 정의 FB 부품의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의 정

의

사용자 정의 FB/태그 FB의 입출력 핀의 배열은 로컬 변수 시트에서의

입력 변수/출력 변수의 행의 순서에 대응합니다.

POU 처리 내용 정의

POU 처리 내용 정의는 프로그램/FB 정의 윈도우의 FBD 시

트상에 처리 동작을 나타내는 블록도를 작성함으로써 실행

됩니다.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POU는 프로그램과 FB(태그 FB 포

함)입니다.

●POU 정의 프로그래밍

제조회사 제공 펑션/FB 부품, 사용자 정의 FB 부품, 변수 부

품 등 각종 FBD 부품을 FBD 시트상에 삽입하여, 이들을 제

어 동작에 따라 서로 결선함으로써 POU 정의를 프로그래밍

합니다.

●FBD 시트란

FBD 시트란, FBD 부품을 삽입하여 결선하기 위한 작업 영

역입니다.

POU 정의를 FBD 언어로 기술 시 기술 내용 인식 능력을 높

이기 위해 최대 32장의 FBD 시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FBD 시트로 프로그램을 작성한 경우, 왼쪽 탭의

FBD 시트에서 오른쪽 탭의 FBD 시트로 향하여 실행됩니다.

(예) POU의 처리 내용(사용자 정의 FB)

POU는 왼쪽 탭의 FBD 시트에서 오른쪽 탭의
FBD 시트로 향하여 처리됩니다.

1.5 프로그래밍
1.5.4 FBD 프로그램



FBD 프로그램 컴파일

FBD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 툴에 의해 컴파일함으로써

QnP(R)HCPU에서 실행 가능한 코드(래더 프로그램, PLC

파라미터 등)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콜드 스타트 컴파일, 핫 스타트 컴파일 및 RUN 중 쓰기 컴

파일컴파일 방법에는 등의 컴파일 방법이 있습니다.

●콜드 스타트 컴파일

콜드 스타트 컴파일은 기존 변수의 할당 디바이스 등을 모두

처음부터 다시 할당하는 컴파일입니다.(변수의 값은 모두 초

기값이 됩니다.)

FBD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컴파일하는 경우에는 우선 콜드

스타트 컴파일을 실행합니다.

콜드 스타트 컴파일 후에 PLC에 쓰는 경우 QnP(R)HCPU는

STOP 상태가 됩니다. STOP 상태에서는 FBD 프로그램 및

사용자 래더 프로그램의 실행이 정지되고 출력(Y)이 모두

OFF됩니다. 아날로그 출력은 유지가 가능합니다.(모듈측의

설정에 의해 가능합니다.)

●핫 스타트 컴파일

핫 스타트 컴파일은 기존 변수의 할당 디바이스를 변경하지

않고 실행하는 컴파일입니다.(변수의 값은 유지됩니다.)

운용 중에 현재 상태를 유지한채로 FBD 프로그램으로 처리

를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사용합니다.

핫 스타트 컴파일 후 PLC에 쓰는 경우 QnP(R)HCPU는

PAUSE 상태가 됩니다. PAUSE 상태에서는 FBD 프로그램

및 사용자 래더 프로그램의 실행이 정지되고 출력(Y)이

PAUSE되기 전의 상태로 유지됩니다. 아날로그 출력은 유지

가 가능합니다.(모듈측의 설정에 의해 가능합니다.)

●RUN 중 쓰기 컴파일

RUN 중 쓰기 컴파일은 기존 변수의 할당 디바이스를 변경

하지 않고 컴파일을 실행하여 QnP(R)HCPU를 STOP하거나

PAUSE하지 않고도 RUN 중 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도 FBD 프로그램으로 처리를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사용합니다.(핫 스타트 컴파일

마찬가지로 변수의 값은 유지됩니다.)과

로컬 변수와 글로벌 변수

로컬 변수는 각 FBD 프로그램(프로그램, 사용자 정의 FB형

/태그 FB형) 내에서 선언되며, 해당 FBD 프로그램 내에서

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글로벌 변수는 프로그래밍 툴의 글로벌 변수 선언 윈도우로

선언되는 변수로, PX Developer 프로젝트의 모든 FBD 프로

그램에서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각 FBD 프로그램은 로컬 변수로 선언되어 있는 외부 변수를

이용하여 글로벌 변수를 참조합니다.

글로벌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FBD 프로그램과의 사이

에 데이터의 교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글로벌 변수는 최대 32000개까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 데이터형

구조 체형

구조 체형은 최대 255개의 기본 데이터형 변수를 1개의 단

위로 집약한 것으로, 관련성 있는 변수를 한덩어리로 해 두

는데 사용합니다.

구조 체형은 다른 기본 데이터형의 변수를 취급할 수 있습니

다.

다만 데이터형으로 선언할 수 있는 것은 기본 데이터형뿐이

며 구조체형이나 FB형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상수

상수는 자신이 결정한 데이터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수 부품에 접속선으로 접속한 펑션 부품/FB 부품의 입력

변수의 데이터형에 따라 데이터형이 결정됩니다.

상수의 입력 서식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형에 대해

설명합니다.

1.5 프로그래밍

데이터형 내 용 범 위

16비트 부호 부착 상수

32비트 부호 부착 상수

32비트 실수값

(단정밀도 부동 소수)

1비트 데이터

16비트 데이터

32비트 데이터

캐스케이드 접속으로 트래

킹하는 경우에 사용

가변 길이 문자열

입력

서식
표시

서식 예

문자

열

10진

상수

16진

상수

실수

(소수점 표시)

(지수 형식 표시)

진위

○：사용 가능 ―：사용 불가능

*1 입력 서식에 대해 나타냅니다.

문자열：이중인용부호(" ")로 둘러싼 32문자 이내의 문자열.
10진 상수：부호(+, －)와 숫자로 구성되는 수치.
16진 상수："H"로 시작되고, 숫자와 "A"~"F"로 구성되는 수치.

실수：소수점 표시(예：100.0) 또는 지수 표시(예：2E+010)로

구성되는 수치.
진위："TRUE" 또는 "FALSE"

*2 BOOL형의 TRUE, FALSE는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10진 상수의 경우 0 ：FALSE, 1：TRUE
16진 상수의 경우 H0：FALSE, H1：TRUE

1.5.4 FBD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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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션

펑션은 입력 변수로부터의 입력값에 대해서 항시 같은 연산

을 하고, 출력 변수로서 연산 결과를 출력합니다. 펑션은 내

부 메모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예) 형 변환 펑션(INT_TO_REAL)의 경우

INT형으로 10을 입력하면 REAL형의 데이터형으로

10.0을 출력합니다.

FB

FB는 부품 마다 변수명을 붙여 사용합니다.

변수명을 붙여넣을 수 있는 FB는 각각 내부 메모리를 가지

고 있어, 내부 메모리와 입력 변수에서의 입력값에 따라 연

산을 하여 출력 변수로서 연산 결과를 출력합니다.

FB는 펑션과는 달리 다른 FBD 부품과 접속선으로 연결할

수 없는 입력 핀이 존재해도 컴파일 에러가 되지 않습니다.

태그

태그는 계장 시스템에서 각종 DDC 처리에 붙여넣을 수 있

는 식별 기호입니다. 태그가 가리키는 DDC 처리에 관계되

는 데이터를 집계한 것을 태그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태그

FB를 이용하면 태그를 용이하게 실장할 수 있습니다.

태그 FB 부품은 내부에 태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태그

데이터를 모니터 툴로 감시함으로써 DDC 처리 상태를 감시

할 수 있습니다.

QnP(R)HCPU의 디바이스 영역에는 프로그래밍 툴의 태그

FB 선언 윈도우에서 설정한 최대 태그수 만큼의 태그 데이

터 영역이 확보되어 있으며, 각 태그 FB의 태그 데이터의 선

두 디바이스 어드레스는 고정됩니다.

모듈 FB

모듈 FB는 PLC의 베이스 모듈 등에 접속된 모듈로부터의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FB입니다.

모듈 FB를 사용하면, 모듈로부터의 데이터 입출력의 X/Y디

바이스나 버퍼메모리의 어드레스를 신경쓰지 않고도 데이터

교신용 프로그램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래밍 툴로 사용 가능한 모듈 형명을 나타냅니다.

입력값：10(INT형) 출력값：10.0(REAL형)

FB 부품의 생성

USERFB01과 USERFB02는 모두 사용자가 FB“FB001”로 정의한 처리를 합니다.
USERFB01과 USERFB02는 각각의 내부 메모리를 이용하여 독립하여 동작합니다.

분류 대응 모듈 형명

디지털 입출력 모듈

아날로그 모듈

온도 입력 모듈

카운터 모듈

CC-Link 마스터

모듈 경유

리모트

모듈*1

마스터 모듈

리모트 I/O국용
CC-Link 리모트 범용

(1~4국 점유)

리모트

디바이스국용

CC-Link 리모트 범용

(1~4국 점유)

*1：CC-Link Ver. 2에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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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프로그램

라벨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함으로써 프로그램을 표준화

수 있습니다.

할

라벨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설계 효율이 좋아집니다.

ㆍ라벨 프로그래밍으로 범용 프로그램을 작성함으로써, 기

기 구성에 맞게 디바이스 할당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다른

프로그램에 간단하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ㆍ기기 구성을 몰라도 라벨에 의해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ㆍ기기 구성이 정해진 시점에서 라벨과 실제 디바이스를 관

련지음으로써 간단하게 실행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습

니다.

ㆍ라벨 할당 방법을 지정하기만 하면, 디바이스명/디바이스

번호를 신경쓰지 않고도 컴파일 조작만으로 자동적으로

디바이스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ㆍ라벨명 상태 프로그램을 모니터ㆍ디버그할 수 있으므로

고효율의 디버그가 가능합니다.

라벨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경우의 주의/제약 사항

(1) SFC, MELSAP-L은 라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디바이스 코멘트는 글로벌 변수/로컬 변수 설정 화면에

설정되어 있는 코멘트가 표시됩니다.

디바이스 코멘트 일괄 편집 화면에서 작성한 코멘트는

시되지 않습니다.

코멘트는 반각 64문자(전각 32문자)를 설정할 수 있지

표시할 수 있는 문자수는 반각 32문자(전각 16문자)

입니다.

표

만,

까지

(3) 글로벌 변수/로컬 변수에 동일한 라벨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로컬 변수 설정에서 설정한 라벨 코멘트가 표시됩

니다.

(4)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는 수식할 수 없습니다.

인덱스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대상 디바이스에 실제 디

이스를 사용하십시오.바

1.5.5 라벨 프로그램

라벨 프로그램

글로벌 변수 ：프로젝트에 복수의 라벨 프로그램 작성 시, 모

든 라벨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효한 라벨 변수.

로컬 변수 ：개개의 라벨 프로그램 내에서만 유효한 라벨

변수. 각 라벨 프로그램과 1대 1로 설정된다.



FB는 시퀀스 프로그램 내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는 래더 블록

을 부품화(FB)하여 시퀀스 프로그램 내에서 유용하기 위한

기능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효율화함은 물론 프로그램 오류

를 줄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FB는 GX Developer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부품화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1개의 블록으로 표시함으로써 프로그

램을 재이용하거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용이하게 편집 및

디버그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구축

수 있습니다.

할

●프로그램 품질의 균일화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부품을 재이용함으로써, 프로그램 개

자의 기술 레벨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균일한 프로그램 품질

얻을 수 있으며 유용 시의 프로그래밍 오류도 방 할 수

있습니다.

발

을 지

●조작성 높은 편집 기능

FB를 드래그＆드롭함으로써 간단하게 시퀀스 프로그램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언어의 선택 가능

FB를 래더 프로그램, 스트럭처드 텍스트(ST) 프로그램 등으

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FB의 사양

●FB 정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경우

(2) 주의 사항

(a) FB 안에 FB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b)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수식은 사용할 수 없

습니다.
인덱스 수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 디바이스에

실제 디바이스를 사용하십시오.

(c) 입력 변수로 취급할 수 있는 수치 디바이스는 최대

더블 워드이므로, 입력수가 3워드 이상이 되는 명

은 외부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령

3워드 이상을 외부에서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력값을 저장하는 디바이스에 실제 디바이스를 사

용하거나 입력하는 명령을 필요한 개수만큼 작성하

십시오.

(d) 출력 변수로 취급할 수 있는 수치 디바이스수는 최

더블 워드이므로, 결과가 3워드 이상이 되는 명

외부에 출력할 수 없습니다.

대

령은

3워드 이상의 결과를 외부에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결과를 저장하는 디바이스에 실제 디바이스를

사용하십시오.

●FB를 포함한 시퀀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경우

(1) 사양

1.5 프로그래밍
1.5.6 펑션 블록(FB)

FB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사양

항목 사양

프로그램 용량*1
2048스텝

(ST 프로그램 시：FB 정의 변환 후, 최대

2048 스텝[라벨 스텝])

디바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라벨수

500개

입력 변수＋입출력 변수=24개

출력 변수＋입출력 변수=24개

(입력 변수 및 출력 변수는 최저 1개 필요)

입력 변수, 출력 변수 및 입출력 변수 이외의

라벨은 내부 변수로 사용

프로그램 언어 래더, 리스트, ST

*1：GX Developer Version8.30G 이후에 대응
이전의 버전의 경우, 500스텝이 됩니다.

작성 가능 시퀀스

프로그램 언어
래더, ST

붙여넣기 가능한 FB

컴파일이 끝난 FB

컴파일되지 않은 FB를 붙여넣으려 하면, GX

Developer에서는 에러 메시지를 표시한다.

1래더 블록에

붙여넣기 가능한 FB수

1개

FB에서의 출력을 다른 FB의 입력에 직접 접속

할 수 없습니다. FB 끼리 접속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FB에서의 출력을 한 번 코일로 받고

나서, 그 코일의 접점을 다른 FB의 입력에 접

속한다.

항목 사양



(2) 주의 사항

(a) 입력 회로부, 출력 회로부는 재귀되도록 접속할 수 없습니다.

1) 재귀 접속 형식은 프로그래밍할 수 없습니다.

2) 한 번 코일로 받아, 그 코일의 접점을 대상 명령의 조건으로 한다.

(b) FB는 SFC 프로그램 및 MELSAP-L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c) FB의 디바이스 종류와 접속하는 입력 회로부 및 출력 회로부의 디바이스 종류가 다르면, GX Developer에서는 에러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FB의 디바이스에는 다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비트 ：ON/OFF 시에 표시되는 데이터.

② 워드 ：16비트로 표시되는 데이터.

③ 더블 워드：32비트로 표시되는 데이터.

④ 실수 ：32비트로 표시되는 부동 소수점 데이터.

⑤ 문자열 ：JIS8 코드로 표시되는 문자열 데이터.

예를 들어, FB의 디바이스 종류가 워드인 입력에 접점을 접속하면 에러가 됩니다.

(d) FB 정의는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라벨에 디바이스를 자동으로 할당합니다. 시퀀스 프로그램은 자동 할당된 디바이

스를 피하여 작성하십시오.

자동 할당은 로컬 변수와 같게 자동 할당 디바이스 설정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동 할당 디바이스 설정은 다음의

디바이스 범위가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① 워드 디바이스：D6144~D12287

② 비트 디바이스：M4096~M8191

③ 타이머   ：T64~T2047

④ 카운터   ：C512~C1023

출력 회로부

펑션 블록

입력 회로부

1.5 프로그래밍
1.5.6 펑션 블록(FB)



시퀀스 프로그램은 스텝 0부터 END/FEND 명령까지의 연산

을 순차적으로 실행합니다.

END/FEND 명령을 실행하면 END 처리를 합니다.

END 처리를 하면, 다시 스텝 0부터 연산을 실행합니다.

이와 같이 시퀀스 프로그램은 스텝 0부터 END/FEND 명령

까지의 연산을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스캔 타임

스캔 타임은 시퀀스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 및 END

처리 시간의 합입니다.

아래의 프로그램을 실행한 경우에는 다음의 프로그

램 실행 시간이 스캔 타임에 더해집니다.

ㆍ인터럽트 프로그램

ㆍ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1) 스캔 타임의 저장 장소
CPU 모듈에서는 스캔 타임의 현재값 최소값,

최대값을 계측하여 특수 레지스터(SD520,

SD521, SD524 ~ 527)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SD520, SD521, SD524 ~ 527을 모니터하면

스캔 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D520이 3, SD521이 400인 경우, 스캔 타임은

3.4ms가 됩니다.

(2) 스캔 타임의 정밀도와 계측

특수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각 스캔 타임의 정밀

도는 ±0.1ms입니다.

또한,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WDT 리셋 명령을

실행해도 각 스캔 타임은 계속 계측됩니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고정 스캔 실행 타입의 프로

그램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WDT(워치 도그 타이머)

워치 도그 타이머(이하 WDT로 줄여서 표현)

는 스캔 타임을 감시하는 타이머입니다.

디폴트값은 200ms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 WDT의 오차
WDT의 오차는 10ms입니다.

WDT(t)를 10ms로 설정하면, 스캔 타임이

10ms＜t＜20ms의 범위에서 “WDT ERROR”가

됩니다.

(2) WDT의 설정

WDT는 PLC 파라미터의 PLC RAS 설정에서

10ms~2000ms의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합니

다.(설정 단위：10ms)

●일정 간격으로 프로그램을 반복하여 실행하는 기

능

콘스턴트 스캔 기능을 사용하면, 일정 간격으로 프

로그램을 반복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콘스턴트 스캔을 설정한 경우에는 설정되어 있는 콘

스턴트 스캔 시간 마다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1.5 프로그래밍
1.5.7 시퀀스 프로그램을 1개만 실행하는 경우

주1.53

현재값

최소값

최대값

1ms 이하의 스캔 타임을 저장(단위μs)

1ms 단위의 스캔 타임을 저장

베이직

주1.53

베이직

주1.53



1.5.8 시퀀스 프로그램을 복수로 실행하는 경우

시퀀스 프로그램을 복수로 작성한 경우에는 기동

시에 1회만 기동하는 프로그램, 일정 간격으로 실

행하는 프로그램 등과 같이 프로그램 마다 실행 타

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프로그램을 복수로 작성하는 경우의 용도

프로그램은 제어 단위 마다 복수의 프로그램으로

분할하여 CPU 모듈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을 1개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

니다.)

따라서 각 설계자가 1개의 처리 단위 마다 분할하여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시퀀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에 필요

한 설정

CPU 모듈에서 복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파일명(프로그램명)과 실행

조건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의 저장 장소

CPU 모듈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다음의 메모리

에 저장 가능합니다.

ㆍ프로그램 메모리

ㆍ표준 ROM

ㆍ메모리 카드

●설정 가능한 실행 타입

CPU 모듈에서 설정 가능한 프로그램의 실행 타입

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

ㆍ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ㆍ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램

ㆍ대기 타입 프로그램

ㆍ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복수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중화 CPU에서는 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이란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은 PLC의 전원 OFF→ON

또는 STOP 상태에서 RUN 상태로 전환했을 때 1회

만 실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은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에

대한 초기화 처리 등과 같이 한 번만 실행하면 다음

스캔부터는 실행할 필요가 없는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처리

(1) 실행 순서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실행이 모두 완료되

면 END 처리를 하고, 다음 스캔부터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2) 초기 스캔 타임

초기 스캔 타임은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실

행 시간입니다.

복수의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을 실행한 경우,

모든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a) 초기 스캔 타임의 저장 장소

CPU 모듈은 초기 스캔 타임을 계측하여 특

수 레지스터(SD522, SD523)에 저장합니다.

SD522, SD523을 모니터하면 초기 스캔 타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ms 다음의 초기 스캔 타임을 저장(단위μs)

1ms 단위의 초기 스캔 타임을 저장

1.5 프로그래밍

주1.55

1개의 프로그램에 의한 제어

제어 내용 A

제어 내용 B

제어 내용 n

복수의 프로그램
으로 분할한 제어

프로그램 A

제어 내용 A

프로그램 B

제어 내용 B

프로그램 n

제어 내용 n

제어 내용 마다
분할하여 등록

1개의 프로그램으로 제어 시

한 번만 실행
하는 처리

매스캔 실행
하는 처리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 사용 시

프로그램 A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 B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
과 스캔 실행 타입 프로
그램으로 분할

프로그램

전원 OFF→ON/STOP→RUN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 A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 B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 n

END 처리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1스캔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이
다수 있는 경우, 작은 번호의
프로그램부터 순서대로 실행된다.

베이직

주1.54

주1.55

베이직

주1.54

베이직

주1.56

베이직

주1.56

이중화

주1.55

이중화



예：SD522가 3, SD523이 400인 경우, 초기 스

캔 타임은 3.4ms가 됩니다.

(b) 초기 스캔 타임의 정밀도와 계측

특수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초기 스캔 타임

의 정밀도는 ±0.1ms입니다.

또한, 초기 스캔 타임의 계측은 시퀀스 프

로그램으로 WDT 리셋 명령을 실행해도 계

속됩니다.
(c) 인터럽트 프로그램/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

로그램을 실행한 경우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실행이 완료되

기 전에 인터럽트 프로그램/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에 인터럽트 프로그

램/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이 더해집니다.

(3) 초기 실행 감시 시간
초기 실행 감시 시간은 초기 스캔 타임을 감시하

는 타이머입니다.

설정 범위는 10~2000ms(설정 단위：10ms)입

니다.

초기 실행 감시 시간은 디폴트에서는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디폴트값은 없습니다.)

(a) 초기 실행 감시 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초기 스캔 타임이 설정된 초기 실행 감시

시간을 초과하였을 때는 "WDT ERROR"가

됩니다.

CPU 모듈은 연산을 정지합니다.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이란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은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

램을 실행한 다음 스캔에서 1스캔동안 1회 실행되

는 프로그램입니다.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처리

(1) 스캔 타임

스캔 타임은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실행 시

간과 END 처리 시간의 합계 시간입니다.

(a) 스캔 타임의 저장 장소

CPU 모듈은 스캔 타임의 현재값 최소값,

최대값을 계측하여, 특수 레지스터(SD520,

SD521, SD524 ~ 527)에 저장합니다.

SD520, SD521, SD524~527을 모니터하

면 스캔 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SD520이 3, SD521이 400인 경우, 스캔 타

임은 3.4ms가 됩니다.

(b) 스캔 타임의 정밀도와 계측

특수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각 스캔 타임의

정밀도는 ±0.1ms입니다.

또한,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WDT 리셋 명령

을 실행해도 각 스캔 타임의 계측은 계속됩

니다.

(c) 복수의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실행

복수의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을 실행한

경우에는 모든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이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이 됩니다.

인터럽트 프로그램/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

로그램을 실행한 경우, 인터럽트 프로그램/

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

이 더해진 값이 스캔 타임이 됩니다.

(2) END 처리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을 모두 실행하면, END

처리를 실행하고 나서 다시 선두의 스캔 실행 타

입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각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COM

명령을 넣으면, 각 프로그램 마다 END 처리(네

트워크 리프레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1.5 프로그래밍

현재값

최소값

최대값

1ms 다음의 스캔 타임을 저장(단위μs)

1ms 단위의 스캔 타임을 저장

STOP→RUN

1번째 스캔

END 처리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A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C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B

스캔 타임

전원 ON→RUN
2번째 스캔 3번째 스캔 4번째 스캔

베이직

주1.57

1.5.8 시퀀스 프로그램을 복수로 실행하는 경우



(3) WDT(워치 도그 타이머)

워치 도그 타이머(이하 WDT로 줄여서 표현)는

스캔 타임을 감시하는 타이머입니다.

디폴트값은 200ms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a) WDT의 오차

WDT의 오차는 10ms입니다.

WDT(t)를 10ms로 설정하면, 스캔 타임이

10ms ＜ t ＜ 20ms의 범위에서 “WDT

ERROR”가 됩니다.

(b) WDT의 설정

WDT는 PLC 파라미터의 PLC RAS 설정에

서 변경 가능합니다.

(4) 일정 간격으로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을 반복

실행
콘스턴트 스캔 기능을 사용하면, 일정한 간격으

로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콘스턴트 스캔 설정 시는 설정되어 있는 콘스턴

트 스캔 시간 마다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복수의 스캔 실행 타입 프로

그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램

●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램이란

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램은 콘스턴트 스캔의 잔여

시간 또는 설정되어 있는 저속 프로그램 실행 시간

만 실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램은 프린터에 대한 출력 등

매스캔 실행할 필요가 없는 프로그램에 사용합니다.

●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처리

(1) 실행 동작

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램은 설정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행 동작이 다릅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십시오.

(a) 스캔 타임을 일정하게 하여 제어의 정밀도

를 우선하는 경우

콘스턴트 스캔을 설정합니다.

(b) 실행 시간을 확보하여, 저속 실행 타입 프

로그램이 확실히 실행되도록 하는 경우

저속 프로그램 실행 시간을 설정합니다.

(2) 1스캔 내에서 모든 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연산이 완료되어 잔여 시간이 있는 경우

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연산 완료 후의 처

리는, 특수 릴레이 SM330의 ON/OFF 상태 및

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실행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a) 비동기 방식(SM330=OFF)

잔여 시간 내에 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연산을 계속하는 방식입니다.

(b) 동기 방식(SM330=ON)

잔여 시간이 있어도 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

램의 연산을 계속하지 않고, 다음 스캔을

연산하는 방식입니다.

(3) 콘스턴트 스캔의 잔여 시간 또는 저속 실행 프

로그램 실행 시간 내에 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

램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프로그램의 실행은 일단 중단되며, 다음 스캔에

나머지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4) 저속 END 처리

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램을 모두 실행하면, 저

속 END 처리를 합니다.

저속 END 처리 시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ㆍ저속 프로그램용 특수 릴레이/특수 레지스터

세트*1

ㆍ저속 실행 프로그램의 RUN 중 쓰기

ㆍ저속 스캔 타임의 계측

ㆍ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WDT 리셋

저속 END 처리가 종료되면, 다시 선두의 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1：저속 프로그램용 특수 릴레이/특수 레지스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SM330，SM404，SM405，SM510

SD430，SD510，SD528~535，SD544~547

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램 실행 시는 실행되고 있는 명령의 최대

처리 시간＋저속 END 처리 시간만큼 콘스턴트 스캔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1.5 프로그래밍

콘스턴트
스캔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램

스캔 타임(1스캔) 스캔 타임(1스캔)

스캔
실행A

저속 실행 B
END 처리

저속 END 처리

저속 스캔 타임

스캔
실행B

스캔
실행A

스캔
실행B

END 처리
저속 실행 A

저속 실행 B

저속 실행 A

저속 END 처리

저속 스캔 타임

베이직

주1.57

베이직

주1.58

주1.58

이중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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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속 스캔 타임

저속 스캔 타임은 모든 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

램의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과 저속 END

처리 시간을 더한 시간입니다.

(a) 스캔 타임의 저장 장소

CPU 모듈에서는 저속 스캔 타임을 계측하

여 특수 레지스터(SD528~535)에 저장합

니다.

SD528~535를 모니터함으로써, 저속 스

캔 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SD528가 50, SD529가 400인 경우, 저속

스캔 타임은 50.4ms가 됩니다.

(b) 저속 스캔 타임의 정밀도와 계측 특수 레

스터에 저장되는 각 스캔 타임의 정밀도

±0.1ms입니다.

지

는

또한,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WDT 리셋 명

령을 실행해도, 각 스캔 타임의 계측은 계

속됩니다.

(c) 인터럽트 프로그램/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을 실행한 경우

저속 스캔 타임은 인터럽트 프로그램/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이

더해진 값이 됩니다.

(6) 저속 실행 감시 시간

저속 실행 감시 시간은 저속 스캔 타임을 감시

하는 타이머입니다.

설정 범위는 10~2000ms(설정 단위：10ms)입

니다.

저속 실행 감시 시간은 디폴트값에서는 설정되

어 있지 않습니다.(디폴트값은 없습니다.)

(a) 저속 실행 감시 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저속 스캔 타임이 설정된 저속 실행 감시

시간을 초과하였을 때는 “PRG TIME

OVER(에러 코드：5010)”가 됩니다.

베이식 모델 QCPU, 이중화 CPU에서는 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기 타입 프로그램

●대기 타입 프로그램이란

대기 타입 프로그램은 실행 요구가 있을 때만 실행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기 타입은 시퀀스 프로그램의 명령에 의해 다른

실행 타입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 타입 프로그램의 사용 용도

대기 타입 프로그램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

다.

(1) 프로그램의 라이브러리화

서브 루틴 프로그램,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대기

타입 프로그램으로 하여, 메인 루틴 프로그램과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개의 대기 타입 프로그램에는 서브 루틴 프로

그램,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복수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2) 프로그램의 절차 대체

모든 시스템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미리 작성

하여 두어, 필요한 프로그램만 실행하도록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리 PLC 파라미터에서 대기 타입

으로 설정된 프로그램은 시퀀스

스캔 실행 타입 으로 변경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대기 타입 프로그램의 실행 방법

대기 타입 프로그램은 다음의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ㆍ대기 타입 프로그램 내에 서브 루틴 프로그램, 인

터럽트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인터럽트 발생 시

또는 포인터 등으로 호출 시 실행하는 방법

ㆍ프로그램의 실행 타입을 전환하는 명령을 사용하

여 대기 타입 프로그램을 다른 실행 타입으로 전

환하여 실행하는 방법

(1) 대기 타입 프로그램 내에 서브 루틴 프로그램

또는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1개로 정리하는 경

우
서브 루틴 프로그램 또는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1개의 대기 타입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경우

에는 스텝 0부터 작성합니다.

메인 루틴 프로그램의 다음에 서브 루틴 프로그

램,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FEND 명령은 필요 없습니다.

1.5 프로그래밍

현재값

최소값

최대값

1ms 다음의 스캔 타임을 저장(단위μs)

1ms 단위의 스캔 타임을 저장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메인 루틴
프로그램

서브 루틴

프로그램

인터럽트
프로그램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메인 루틴

프로그램

대기 타입 프로그램

서브 루틴
프로그램

인터럽트
프로그램

베이직

주1.58

이중화

주1.58

베이직

주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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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기 타입 프로그램 내의 서브 루틴 프로

그램,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실행한 경우에

동작 대기 타입 프로그램의 실행을 종료하

면, 대기 타입 프로그램 내의 프로그램을

호출 한 프로그램을 재개합니다.

대기 타입 프로그램 내의 서브 루틴 프로

그램,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실행한 경우의

동작을 나타냅니다.

(2) 명령으로 실행 타입을 전환하는 경우

실행 타입은 PSCAN 명령, PLOW 명령 ,

PSTOP 명령, POFF 명령으로 전환합니다.

(a)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에서 실행 타입을

전환하는 예

ㆍ프로그램 “ABC”와 “GHI”는 스캔 실행

입 프로그램으로 설정

타

프로그램 “DEF”는 대기 타입 프로그램

로 설정

으

ㆍ조건이 성립(아래 그림에 있는 내부 릴레

이(M0)가 ON)하였을 때 프로그램 “DEF”

를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으로 전환하

고, 프로그램 “ABC”를 대기 타입 프로그

램으로 전환한다.
대기 타입 프로그램：ABC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DEF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GHI

(b) 실행 타입의 전환 타이밍

프로그램의 실행 타입은 END 처리 시에

환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프로

그램의 실행 타입은 전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스캔으로 동일 프로그램에

른 타입을 설정한 경우, 나중에 실행한

타입의 전환 명령이 실행 타입이 됩니다.

전

다

실행

*：“GHI”와 “DEF”의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는 PLC 파라

미터의 프로그램 설정에서 설정한 순서에 따릅니다

이중화 CPU에서는 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PLOW 명령을 사용하여 실행 타입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

1.5 프로그래밍

주1.60
프로그램 A

메인 루틴
프로그램

쓰기
프로그램 A

프로그램 B

프로그램 B(대기 타입 프로그램)

쓰기

공통 포인터를 사용한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대기 타입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ND 처리

CALL P100 명령 실행

END 처리
인터럽트 요인 발생

END 처리

메인 루틴 프로그램

대기 타입 프로그램 내의

서브 루틴 프로그램

대기 타입 프로그램 내의

인터럽트 프로그램

END 처리END 처리END 처리

실행 프로그램명

PSTOP“ABC" 실행
PSCAN“DEF" 실행

“DEF"를 스캔 실행 타입으로 전환하고,
“ABC"를 대기 타입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

베이직

주1.59

이중화

주1.60

이중화

주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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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이란

지정 시간 마다 실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럽트 포인터, IRET 명령을 기술하지 않고 파일

단위로 고정 스캔 실행이 가능합니다.

●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처리

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처리에 대해 설명

합니다.

(1) 복수의 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은 지정 시간 마

실행됩니다.

복수의 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이 동일

이밍에 지정 시간에 도달한 경우, PLC 파라미터

가 작은 번호의 프로그램부터 순서대로 실행됩

니다.

다

타

(2) 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과 인터럽트 프로

그램이 있는 경우

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과 인터럽트 프로

그램(I28~31)이 동일 타이밍에 지정 시간에 도

달한 경우에는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실행합니다.

(3) 네트워크 리프레시 중의 실행

네트워크 리프레시 중에 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실행 조건이 성립되면, 네트워크 리

프레시를 중단하고 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

램을 실행합니다.

MELSECNET/H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사이클릭

데이터를 국 단위 블록 보증을 실행해도, 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으로 리프레시 앞에 설

정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사용하면, 사이클릭 데

이터의 국 단위 블록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에서는 네트워크

리프레시 상대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END 처리 중의 실행

콘스턴트 스캔 실행 시 및 END 명령의 대기 시

간 중에 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실행

조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5) 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고속 실행 설

정과 오버헤드 시간

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ㆍ인덱스 레지스터의 대피와 복귀

ㆍ사용 중인 파일 레지스터의 파일명 대피와 복

귀

PLC 파라미터의 PLC 시스템 설정에서 인터럽

트 프로그램/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고속 실행”을 선택하면 상기의 처리를 하지 않

습니다.

1.5 프로그래밍

고정 스캔 간격

END 처리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조건 성립조건 성립

인터럽트 요인

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실행

링크 리프레시의
실행

링크 리프레시를 중단하고,
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콘스턴트
스캔

고정 스캔 간격

END 처리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조건 성립

*1：대기 시간
*2：대기 시간 중에 처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캔 타임이 늘어
난다

베이직

주1.61

베이직

주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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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타입 설정 및 전환 예

●실행 타입 설정

복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프로그

램 설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타입은 GX Developer의 PLC 파

미터의 프로그램 설정에서 설정합니다.

CPU 모듈은 설정된 실행 타입의 프로그램을 설정

순으로 실행합니다.

라

된

●명령에 의한 실행 타입 전환 예

(1) 실행 타입 전환 명령

실행 타입은 명령을 사용함으로써 시퀀스 프로

그램 실행 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행 타입은 PSCAN 명령, PLOW 명령 ,

PSTOP 명령, POFF 명령으로 변경합니다.

베이식 모델 QCPU는 복수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으

므로, 실행 타입 설정 및

.

명령을 사용하여 전환할 수 없습

니다

이중화 CPU에서는 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PLOW

.

명령을 사용하여 실행 타입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

1.5 프로그래밍

주1.63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

명령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대기 타입
프로그램

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램

명령 명령 명령 명령 명령 명령

명령

명령

명령

명령명령

변경 전

실행 타입

실행 명령

스캔

실행 타입

초기 실행

타입

대기 타입

저속 실행

타입 

고정 스캔

실행 타입

스캔 실행 타

입 그대로 변

경되지 않는

다.

스캔 실행 타

입이 된다.

저속 실행 타

입의 실행을

중단하고, 다

음 스캔부터

스캔 실행 타

입이 된다.

(스텝 0부터

실행)

스캔 실행 타

입이 된다.

대기 타입

이 된다.

대기 타입

그대로 변

경되지 않

는다.

저속 실행

타입의 실

행을 중단

하고, 다음

스캔 이후

대기 타입

이 된다.

대기 타입

이 된다.

다음 스캔에서

출력을 OFF합

니다.

그 다음 스캔 이

후 대기 타입이

된다.

무처리

저속 실행 타입

의 실행을 중단

하고, 다음 스캔

에서 출력을

OFF합니다.

그 다음 스캔

이후 대기 타입

이 된다.

다음 스캔에서

출력을 OFF합

니다.

그 다음 스캔 이

후 대기 타입이

된다.

저속 실행

타입이 된다.

저속 실행

타입 그대로

변경되지 않

는다.

저속 실행타

입이 된다.

주1.63

주1.63

베이직

주1.62

이중화

주1.63

이중화

주1.63

이중화

주1.63

베이직

주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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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력 처리와 응답 지연

CPU 모듈의 입출력 처리는 리프레시 방식입니다.

다만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다이렉트 액세스 입출력을 사

함으로써, 각 명령의 실행 시에 다이렉트 방식의 입출력 처

리가 가능합니다.

CPU 모듈의 입출력 처리의 방식과 응답 지연에 대해 설명

합니다.

용

(1) 리프레시 방식

리프레시 방식은 시퀀스 프로그램의 연산 시작 전에 일

괄로 입출력 모듈과 액세스하는 방식입니다.

(2) 다이렉트 방식

다이렉트 방식은 시퀀스 프로그램의 각 명령 실행 시

입출력 모듈과 액세스하는 방식입니다..

다이렉트 방식으로 입출력 모듈과 액세스하는 경우,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다이렉트 액세스 입력 또는 다이

렉트 액세스 출력을 사용합니다.

●리프레시 방식과 다이렉트 액세스 방식의 차이점

다이렉트 액세스 방식은 명령 실행 시에 직접 입출력 모듈

과 액세스하기 위해 리프레시 방식에 비해 입력의 수신이

빨라집니다.

리프레시 방식에 비해 명령의 처리 시간은 길어 집니다.

또한, 다이렉트 액세스 방식은 기본 베이스 모듈 및 증설 베

이스 모듈에 장착되어 있는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에서 사용하는 입출력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프레시 방식과 다이렉트 액세스 방식의 차이점을 나타냅

니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증설 베이스 모듈에 장착된

I/O 링크의 입출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중화 CPU에서는 증설 베이스 모듈을 사용할 수 없으

므로 증설 베이스 모듈에 장착된 I/O 링크의 입출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리프레시 방식

●리프레시 방식이란

리프레시 방식은 시퀀스 프로그램의 연산 시작 전에 일괄로
입출력 모듈과 액세스하는 방식입니다.

●입력

입력 모듈의 ON/OFF 정보는 시퀀스 프로그램의 연산 시작

전에 일괄적으로 CPU 모듈 내부의 입력 모듈과의 교신용

영역에서 수신합니다.

시퀀스 프로그램 실행 시는 입력(X)용 디바이스 메모리의

ON/OFF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산합니다.

●출력

출력(Y)의 시퀀스 프로그램에서의 연산 결과는 그때마다

CPU 모듈 내부의 출력(Y)용 디바이스 메모리에 출력하고,

시퀀스 프로그램의 연산 시작 전에 출력(Y)용 디바이스 메

모리의 ON/OFF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출력 모듈에 출력합

니다.

■다이렉트 방식

●다이렉트 방식이란

다이렉트 방식은 시퀀스 프로그램의 각 명령 실행 시 입출

력 모듈과 액세스하는 방식입니다.

CPU 모듈에서는 다이렉트 액세스 입력(DX), 다이렉트 액

세스 출력(DY)을 사용하여 다이렉트 방식의 입출력 처리를

합니다.

1.5 프로그래밍

항 목
리프레시

방식

다이렉트

액세스 방식

베이스 모듈에 장착된 입출력

모듈

사용 가능 사용 가능

베이스 모듈에 장착된 인텔리

전트 기능 모듈의 입출력

링크의 입출력

증설 베이스 모듈에 장착된 I/O

MELSECNET/H 네트워크 시스

템, CC-Link 시스템에서 사용

되는 입출력

사용 가능 사용 불가능

주1.64

주1.65

베이직

주1.64

이중화

주1.65

베이직

주1.64

이중화

주1.65

1.5.8 시퀀스 프로그램을 복수로 실행하는 경우



1.5.9 디바이스의 설명

내부 사용자 디바이스

●내부 사용자 디바이스란

내부 사용자 디바이스는 사용자의 용도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내부 사용자 디바이스는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점수(디폴트

값)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PLC 파라미터의 디바이스 설정에 의해 사용 점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부 사용자 디바이스의 설정 범위

CPU 모듈의 입력(X), 출력(Y), 스텝 릴레이(S), 링크 특수

릴레이(SB), 링크 특수 레지스터(SW) 이외의 내부 사용자

디바이스는 PLC 파라미터의 디바이스 설정에서 다음의 범

위로 사용 점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부 사용자 디바이스 점수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

니다.

(1) 설정 범위

1디바이스는 16점 단위로 설정합니다.

1디바이스의 최대 점수는 32k점입니다.

타이머, 적산 타이머, 카운터의 1점은 코일 1점과 접점

1점의 2점으로 계산합니다.

■입력(X)

입력은 누름 버튼, 전환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 디지털 스

위치 등의 외부 기기에 의해 CPU 모듈에 지령이나 데이터

를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출력(Y)

출력은 프로그램의 제어 결과를 외부의 신호 등 디지털 표시

기, 전자 개폐기(콘택터), 솔레노이드 등에 출력하는 것입니

다.

출력은 외부에 1a 접점에 해당하는 출력을 내보낼 수 있습니

다.

■내부 릴레이(M)

내부 릴레이는 CPU 모듈 내부에서 사용하는 보조 릴레이입

니다.

아래와 같이 조작하면 내부 릴레이는 모두 OFF됩니다.

ㆍPLC의 전원 OFF→ON 시

ㆍCPU 모듈의 리셋 조작 시

ㆍ래치 클리어 시

●래치(정전 유지) 가능 여부

(1) 베이식 모델 Q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

스 CPU의 경우

내부 릴레이는 래치(정전 유지)할 수 없습니다.

(2) 이중화 CPU의 경우

스타트 모드가 핫 스타트 모드인 경우에는 래치(정전 유

지)됩니다. 스타트 모드가 초기화 스타트 모드인 경우에

는 래치(정전 유지)되지 않습니다.

■래치 릴레이(L)

래치 릴레이는 CPU 모듈 내부에서 사용하는 래치(정전 유

지)를 사용할 수 있는 보조 릴레이입니다.

래치 릴레이는 아래와 같이 조작해도 연산 결과(ON/OFF 정

보)를 유지합니다.

ㆍPLC의 전원 OFF→ON 시

ㆍCPU 모듈의 리셋 조작 시

래치는 CPU 모듈 본체의 배터리로 실행합니다.

●래치 릴레이의 클리어

래치 릴레이는 래치 클리어 조작으로 OFF합니다.

다만 PLC 파라미터의 디바이스 설정에서 “래치(2)

선두/최종”에서 설정한 래치 릴레이는 RESET/

L.CLR 스위치 /리모트 래치 클리어에 의한 래

치 클리어를 실행해도 OFF할 수 없습니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스위치 조작에 의해서는 래치

클리어를 할 수 없습니다.

1.5 프로그래밍

주1.66

CPU 모듈 변경 가능 범위

베이식 모델 QCPU

16.4k워드

(상기 디바이스분

1.5k워드 포함)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29k워드

(상기 디바이스분

3.7k워드 포함)

ㆍ누름 버튼 스위치

ㆍ전환 스위치 입력(X)

시퀀스
연산

ㆍ디지털 스위치

신호등

출력(Y) 디지털 표시기

시퀀스
연산

콘택터

베이직

주1.66

베이직

주1.66



■어넌시에이터(F)

어넌시에이터는 사용자가 작성하는 설비의 이상ㆍ고장 검출

용 프로그램에 사용하면 편리한 내부 릴레이입니다.

●어넌시에이터 ON 시의 특수 릴레이와 특수 레지스터

어넌시에이터를 ON하면, 특수 릴레이(SM62)가 ON되어, 특

수 레지스터(SD62~79)에 ON된 어넌시에이터의 개수와 번

호가 저장됩니다.

ㆍ특수 릴레이 ：SM62… … 어넌시에이터가 1개라도 ON…
면 ON합니다.되

ㆍ특수 레지스터：SD62… … 최초로 ON된 어넌시에이터…
호를 저장합니다.번

SD63… … ON되어 있는 어넌시에이터…
의 개수를 저장합니다.
ON된 순서로 어넌시에이터
번호를 저장합니다.

SD64~79… (SD62와 SD64는 동일 어넌
시에이터 번호가 저장됩니
다.)

또한, SD62에 저장되어 있는 어넌시에이터 번호는 고장 이

력 저장 영역에도 등록됩니다.

●어넌시에이터의 용도

고장 검출 프로그램에 어넌시에이터를 사용하여 특수 릴레

이(SM62)가 ON되었을 때 특수 레지스터(SD62~79)를 모니

터하면, 설비를 이상ㆍ고장 발생 유무(어넌시에이터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지 릴레이(V)

에지 릴레이는 래더 블록의 선두에서의 연산 결과(ON/OFF

정보)를 기억하는 디바이스로 접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에지 릴레이는 코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지 릴레이의 용도

에지 릴레이는 인덱스 수식에 의한 구조화 프로그램으로 펄

스상승(OFF→ON) 검출 시에 실행하도록 하는 경우에 사용

합니다.

*1：X0Z1의 ON/OFF 정보를 에지 릴레이의 V0Z1에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X0의 ON/OFF 정보를 V0에 기억하고, X1의 ON/
OFF 정보를 V1에 기억합니다.

■링크 릴레이(B)

링크 릴레이는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등의 링크 릴

레이(LB)를 CPU 모듈에 리프레시하는 경우 또는 CPU 모듈

내 데이터를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등의 링크 레

이(LB)에 리프레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CPU 모듈측 레

이입니다.

릴

릴

■링크 특수 릴레이(SB)

링크 특수 릴레이는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등의 인

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통신 상태ㆍ이상 검출 상태를 나타내

는 릴레이입니다.

링크 특수 릴레이는 데이터 링크 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

에 의해 ON/OFF됩니다.

링크 특수 릴레이를 모니터 함으로써, 데이터 링크의 통신

상태ㆍ이상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텝 릴레이(S)

스텝 릴레이는 SFC 프로그램용 디바이스입니다.

스텝 릴레이는 SFC 프로그램 전용 디바이스이므로, 시퀀스 프

로그램으로 내부 릴레이를 대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텝 릴레이를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내부 릴레이 대용으로 사

용하면, SFC 에러가 발생되어 시스템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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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모듈
링크 특수 릴레이 점수

베이식 모델

QCPU

1024점(SB0~3FF).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등의 링크 특수 릴레이

를 가지는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은 512점.

하이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2048점(SB0~7FF).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등의 링크 특수 릴레이

를 가지는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은 512점.

링크 특수 릴레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할당하는 것이

가능.

1번째
네트워크 모듈용

512점

512점

512점

512점

2048점

2번째
네트워크 모듈용

3번째
네트워크 모듈용

4번째
네트워크 모듈용

에지 릴레이
X0, X1 및 X10의 연산 결과를 기억

〔타이밍 차트〕

Z1=0일 때

1스캔

X1의 펄스상승 시 1스캔
ON한다Z1=1일 때

1스캔

〔회로 예〕

반복(10회) 지정

XOZ1의 펄스상승 시에 MOZ１을
1스캔 ON한다

인덱스 레지스터(Z1)의
인크리먼트(＋1)

FOR 명령으로 되돌린다

인덱스 레지스터(Z1)의 클리어

링크 특수 레지스터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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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T)

타이머(T)는 타이머의 코일이 ON되면 계측을 시작하고, 현

재값이 설정값 이상이 되면 타임업 하여 접점이 ON되는 디

바이스입니다.

타이머는 덧셈 방식입니다.

타이머가 타임업 하였을 때, 현재값과 설정값은 동일한 값이

됩니다.

●타이머의 종류

타이머에는 코일이 OFF되었을 때 현재값이 0이 되는 타이

머와, 코일이 OFF되어도 현재값을 유지하는 적산 타이머가

있습니다.

타이머에는 저속 타이머와 고속 타이머가 있으며, 적산 타이

머에는 저속 적산 타이머와 고속 적산 타이머가 있습니다.

●타이머 사용 방법

저속 타이머와 고속 타이머는 동일한 디바이스로, 타이머의

지정(명령)에 따라 저속 타이머 또는 고속 타이머가 됩니다.

예를 들어, OUT T0을 지정하면 저속 타이머가 되고, OUTH

T0을 지정하면 고속 타이머가 됩니다.

저속 적산 타이머와 고속 적산 타이머는 동일한 디바이스로,

타이머의 지정(명령)에 따라 저속 적산 타이머 또는 고속 적

산 타이머가 됩니다. 예를 들어, OUT ST0을 지정하면 저속

적산 타이머가 되고, OUTH ST0을 지정하면 고속 적산 타이

머가 됩니다.

●저속 타이머

(1) 저속 타이머란

저속 타이머란 계측 단위가 1~1000ms인 타이머입니다.

타이머는 코일이 ON일 때만 유효합니다.

타이머의 코일이 ON되면 계측을 시작하고, 타임업 되면

접점이 ON됩니다.

타이머의 코일이 OFF되면 현재값이 0이 되고 접점도

OFF됩니다.

(2) 계측 단위
저속 타이머의 계측 단위(시한)는 디폴트값이 100ms입

니다. 계측 단위는 1~1000ms이며, 1ms 단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PLC 파라미터의 PLC 시스템 설정에서 설정합니다.

●고속 타이머

(1) 고속 타이머란

고속 타이머란 계측 단위가 0.1~100ms인 타이머입니

다.

타이머는 코일이 ON일 때만 유효하며, 기호 “H”를 붙입

니다.

타이머의 코일이 ON되면 계측을 시작하고, 타임업 되면

접점이 ON됩니다.

타이머의 코일이 OFF되면 현재값이 0이 되고 접점도

OFF됩니다.

(2) 계측 단위

고속 타이머의 계측 단위(시한)는 디폴트값이 10ms입니

다. 계측 단위는 0.1~100ms이며, 0.1ms 단위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PLC 파라미터의 PLC 시스템 설정에서 설정합니다.

●적산 타이머

(1) 적산 타이머란
적산 타이머는 코일이 ON되어 있는 시간을 계측하는 타

이머입니다.

타이머의 코일이 ON되면 계측을 시작하고, 타임업 되면

접점이 ON됩니다.

타이머의 코일이 OFF되어도 현재값 접점의 ON/OFF 상

태를 유지합니다.

다시 코일이 ON되면, 유지하고 있는 현재값에서 계측을

재개합니다.

(2) 적산 타이머의 종류

적산 타이머에는 저속 적산 타이머와 고속 적산 타이머

가 있습니다.

(3) 적산 타이머의 클리어

현재값의 클리어와 접점의 OFF는 RST T 명령을 사용

합니다.

(4) 계측 단위

적산 타이머의 계측 단위(시한)는 저속 타이머, 고속 타

이머와 동일합니다.

ㆍ저속 적산 타이머：저속 타이머

ㆍ고속 적산 타이머：고속 타이머

●타이머의 처리 방법과 정밀도

(1) 처리 방법

OUT T 명령 실행 시에 타이머 코일의 ON/OFF, 현재

의 갱신 및 접점의 ON/OFF 처리를 합니다.

END 처리 시에 타이머의 현재값 갱신과 접점의 ON/

OFF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값

(2) 정밀도

현재값은 END 명령으로 계측 한 스캔 타임의 값을

OUT T 명령 실행 시에 더합니다.

OUT T 명령 실행 시 타이머의 코일이 OFF되어 있는

우에는 현재값을 갱신하지 않습니다.경

■카운터(C)

카운터는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입력 조건의 펄스상승 횟수

를 카운트 하는 디바이스입니다.

카운트값과 설정값이 동일하게 되면 카운트업하여 접점이

ON됩니다.

카운터는 덧셈 방식입니다.

●카운터의 종류

카운터에는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입력 조건의 펄스상승 횟

수를 카운트 하는 카운터와 인터럽트 요인의 발생 횟수를

카운트하는 인터럽트 카운터 등 2종류가 있습니다.

●카운트 처리

(1) OUT C 명령 실행 시

OUT C 명령 실행 시에 카운터 코일의 ON/OFF, 현재

갱신(카운트값＋1) 및 접점의 ON/OFF를 처리합니다.

END 처리 시에 카운터의 현재값 갱신과 접점의 ON/

OFF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값

(2) 현재값 갱신(카운트값＋1)

현재값 갱신(카운트값＋1)은 OUT C 명령의 펄스상승

시(OFF→ON)에 실행합니다.

OUT C 명령의 OFF, ON→ON 및 ON→OFF 시에는 현

값을 갱신하지 않습니다.재

1.5 프로그래밍

타이머타이머 저속 타이머

고속 타이머

적산 타이머 저속 적산 타이머

고속 적산 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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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운터의 리셋

카운터의 현재값은 OUT C 명령이 OFF되어도 클리어

되지 않습니다.

카운터의 현재값의 클리어(리셋)와 접점의 OFF는 RST

C 명령으로 실행합니다.

RST C 명령을 실행한 시점에서 카운터값은 클리

어되고 접점도 OFF됩니다.

●인터럽트 카운터

(1) 인터럽트 카운터란

인터럽트 카운터는 인터럽트의 요인 발생 횟수를 카운트

하는 디바이스입니다.

(2) 카운트 처리

(a) 인터럽트 발생 시

인터럽트 카운터는 인터럽트가 발생하였을 때 카운

터의 현재값를 갱신합니다.

인터럽트 카운터로 카운트를 실행하는 경우, 인터

트 카운터를 사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는

니다.

럽

없습
(b) 인터럽트 카운터의 카운트

인터럽트 카운터는 설정값이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

도 카운트업하지 않습니다.

인터럽트 카운터를 제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교

명령(=, ＜= 등)으로 설정값과 비교하여 내부 릴레

이(M) 등을 ON/OFF시켜 주십시오.

(3) 인터럽트 카운터의 설정

인터럽트 카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PLC 파라미터의

PLC 시스템 설정에서 인터럽트 카운터 선두 No.를 설정

합니다.

설정된 카운터 번호부터 다음의 점수가 인터럽트 카운터

가 됩니다.

■데이터 레지스터(D)

데이터 레지스터는 수치 데이터(－ 32768 ~ 32767 또는

0000 ~ FFFF )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입니다.H H

●데이터 레지스터의 비트 구성

(1) 비트 구성과 읽기 및 쓰기 단위

데이터 레지스터는 1점 16비트로 구성되어 16비트 단위

로 읽고 쓸 수 있습니다.

(2) 32비트 명령으로 데이터 레지스터를 사용
32비트 명령으로 데이터 레지스터를 사용할 때는 Dn과

Dn＋1이 처리 대상이 됩니다.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있는 데이터 레지스터 번

호(Dn)가 하위 16비트,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있는 데이터 레지스터 번호＋1의 데이터 레지스터가 상

위 16비트가 됩니다.

데이터 레지스터 2점에는 -2147483648~ 2147483647

또는 0 ~FFFFFFFF 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32비트 구성 시의 최상위 비트는 부호 비트가 됩니다.)

H H

●저장 데이터의 유지

데이터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를

저장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데이터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PLC의 전원

OFF 또는 CPU 모듈의 리셋 시에 초기화됩니다.

■링크 레지스터(W)

링크 레지스터는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등 인텔리

전트 기능 모듈 링크 레지스터(LW)의 데이터를 CPU 모듈에

리프레시 하는 경우의 CPU 모듈측의 메모리입니다.

링크 레지스터는 1점 16비트로 구성되어 16비트 단위로 읽

고 쓸 수 있습니다.

●링크 레지스터의 비트 구성

(1) 비트 구성과 읽기 및 쓰기 단위

링크 레지스터는 1점 16비트로 구성되어 16비트 단위로

읽고 쓸 수 있습니다.

(2) 32비트 명령으로 링크 레지스터를 사용
32비트 명령으로 링크 레지스터를 사용할 때는 연속된

2점의 링크 레지스터(Wn와 Wn＋1)가 처리 대상이 됩니

다.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링크 레지스터 번호(Wn)가

하위 16비트,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링크 레지스

터 번호＋1의 링크 레지스터가 상위 16비트가 됩니다.

링크 레지스터 2점에는 -2147483648~ 2147483647

또는 0 ~FFFFFFFF 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32비트 구성 시의 최상위 비트는 부호 비트가 됩니다.)

H H

●저장 데이터의 유지

링크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를 저

장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링크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PLC의 전원 OFF

또는 CPU 모듈의 리셋 시에 초기화됩니다.

1.5 프로그래밍

베이식 모델 Q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설정된 카운터 번호부터 128점이

인터럽트 카운터가 됩니다.

인터럽트 카운터 선두 No.를

C300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C300

~427이 인터럽트 카운터가 됩니

다.

설정된 카운터 번호부터 256점이

인터럽트 카운터가 됩니다.

인터럽트 카운터 선두 No.를 C300

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C300~555

가 인터럽트 카운터가 됩니다.

인터럽트 카운터(128점)

대응하는 인터럽트 포인터

인터럽트 카운터(256점)

대응하는 인터럽트 포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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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특수 레지스터(SW)

링크 특수 레지스터는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등의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통신 상태ㆍ이상 내용을 저장하는

레지스터입니다.

데이터 링크 시의 정보가 수치로 저장되므로, 링크 특수 레

지스터를 모니터하면 이상 위치 및 원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

다.

내부 시스템 디바이스

내부 시스템 디바이스는 시스템용 디바이스입니다.

내부 시스템 디바이스의 할당/용량은 고정되어 있어 사용자

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펑션 디바이스(FX, FY, FD)

펑션 디바이스는 인수 부착 서브 루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

는 디바이스입니다.

펑션 디바이스는 인수 부착 서브 루틴 호출 소스와 인수 부

착 서브 루틴 프로그램 간에 데이터를 읽기/쓰기합니다.

●펑션 디바이스의 용도

펑션 디바이스를 서브 루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면, 각각의

서브 루틴 프로그램 호출 소스로 사용할 디바이스를 결정할

수가 있으므로, 동일 서브 루틴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다른

서브 루틴 프로그램의 호출 소스를 의식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펑션 디바이스의 종류

펑션 디바이스에는 펑션 입력(FX), 펑션 출력(FY), 펑션 레

지스터(FD) 등 3종류가 있습니다.

(1) 펑션 입력(FX)
ㆍ펑션 입력은 서브 루틴 프로그램에 ON/OFF 데이터를

넘겨주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ㆍ서브 루틴 프로그램에서는 인수 부착 서브 루틴 호출

명령으로 지정된 비트 데이터를 수신하여 연산에 사용

합니다.

ㆍCPU 모듈의 비트 데이터 지정 디바이스를 모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펑션 출력(FY)
ㆍ펑션 출력은 서브 루틴 프로그램에서의 연산 결과(ON/

OFF 데이터)를 서브 루틴 프로그램 호출 소스에서 넘

겨주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ㆍ인수 부착 서브 루틴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디바이스에

연산 결과가 저장됩니다.

ㆍCPU 모듈의 입력(X, DX)을 제외하면 비트 데이터 지정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펑션 레지스터(FD)

ㆍ펑션 레지스터는 서브 루틴 호출 소스와 서브 루틴 프

로그램 간에 데이터의 읽기/쓰기에 사용합니다.

ㆍ펑션 레지스터의 인풋/아웃풋 조건은 CPU 모듈이 자

동 판정합니다.

서브 루틴 프로그램이 소스 데이터인 경우에는 서브 루

틴 프로그램의 인풋 데이터가 됩니다.

서브 루틴 프로그램이 데스티네이션 데이터 경우에

는 서브 루틴 프로그램에서의 아웃풋 데이터가 됩니다.

ㆍ펑션 레지스터 1점으로 최대 4워드를 점유합니다.

다만 사용하는 워드수는 서브 루틴 프로그램에서의 명

령에 따라 다릅니다.

인

■특수 릴레이(SM)

특수 릴레이는 CPU 모듈 상태가 저장되어 있는 릴레이입니

다.

■특수 레지스터(SD)

특수 레지스터는 CPU 모듈 상태(고장 진단ㆍ시스템 정보

등)가 저장되어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1.5 프로그래밍

CPU

모듈
링크 특수 레지스터 점수

베이식

모델 QCPU

1024점(SW0~3FF).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등의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마다 512점.

하이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2048점(SW0~7FF).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등의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마다 512점.

링크 특수 레지스터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할당하는 것

이 가능.

서브 루틴 프로그램으로 FX0, FD１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서브 루틴 프로그램 호출 명령으로
M0, D0을 지정하면, M0의 ON/OFF 데이터가 FX0에 D0의 데이터가 FD1에 전달됩니다.

〔서브 루틴 프로그램 호출 소스〕 〔서브 루틴 프로그램〕

링크 특수 레지스터

1번째
네트워크 모듈용

512점

512점

512점

512점

2048점

2번째
네트워크 모듈용

3번째
네트워크 모듈용

4번째
네트워크 모듈용

1.5.9 디바이스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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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다이렉트 디바이스(J \ )

링크 다이렉트 디바이스는 MELSECNET/H의 네트워크 모듈

내의 링크 디바이스를 직접 액세스하는 디바이스입니다.

CPU 모듈과 MELSECNET/H 네트워크 시스템의 네트워크

모듈 간의 리프레시(데이터 전송)는 시퀀스 프로그램의 END

처리 시에 실행됩니다.

●링크 다이렉트 디바이스의 지정 방법과 사용 예

(1) 지정 방법

링크 다이렉트 디바이스는 네트워크 No.와 디바이스 번

호로 지정합니다.

(2) 사용 예

네트워크 No.2의 링크 레지스터가 10(W0)일 때는 “J2\

W10”이 됩니다.

ㆍ비트 디바이스(X, Y, B, SB)의 경우, 자리 지정을 합니

다.

지정예：J1\K1X0, J10\K4B0

●링크 다이렉트 디바이스와 링크 리프레시의 차이점

링크 다이렉트 디바이스와 링크 리프레시의 차이점을 나타

냅니다.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디바이스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디바이스는 기본 베이스 모듈 및 증설

베이스 모듈에 장착되어 있는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특수 기

능 모듈의 버퍼메모리에 CPU 모듈에서 직접 액세스하는 디

바이스입니다.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디바이스의 지정 방법과 사용 예

(1) 지정 방법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디바이스는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특수 기능 모듈의 입출력 번호와 버퍼메모리 어드레스

로 지정합니다.

●처리 속도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디바이스에 따른 처리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디바이스에 의한 읽기/쓰기

는 FROM/TO 명령에서의 읽기/쓰기보다 처리 속

도가 다소 빠릅니다.(“MOV U2\G11 D0”의

경우 등입니다.)

ㆍ인텔리전트 기능 모듈/특수 기능 모듈

의 버퍼메모리에서의 읽기와 다른 처리를 1

개의 명령으로 실행하는 경우, FROM/TO 명령에

서의 처리 속도와 명령의 처리 속도의 합을 기준

으로 하십시오.

(“＋ U2\G11 D0 D10”의 경우 등입니다.)

베이식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는 특수 기능 모듈을 사용할 수 없습니

다.

1.5 프로그래밍

(U \G )

지정 방법：J \ 

디바이스 번호

ㆍ출력ㆍㆍㆍㆍㆍㆍㆍㆍㆍY0~

ㆍ링크 릴레이 ㆍㆍㆍㆍㆍB0~

ㆍ링크 레지스터 ㆍㆍㆍㆍW0~

ㆍ입력ㆍㆍㆍㆍㆍㆍㆍㆍㆍX0~

ㆍ링크 특수 릴레이ㆍㆍㆍSB0~

ㆍ링크 특수 레지스터ㆍㆍSW0~

네트워크 No.*

*：베이식 모델 QCPU：No. 1~239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No. 1~255

항 목
링크 다이렉트

디바이스

링크

리프레시

프로그램

에서의

표기 방법

링크 릴레이

링크 레지스터

링크 특수

릴레이

링크 특수

레지스터

스텝수 2스텝 1스텝

네트워크 모듈과의 액세스

범위

각 네트워크 모듈의

모든 링크 디바이스

리프레시 파라미

터에 설정되어

있는 범위

액세스 데이터의 보증 범위 워드(16비트) 단위

\ 

주1.67

버퍼메모리 어드레스(설정 범위：10진수로 0~65535)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특수 기능 모듈의 선두
입출력 번호

ㆍ설정  ：선두 입출력 번호를 3자리로 표현한 경우의
상위 2자리

X/Y1F0의 경우ㆍㆍX/Y1F0

지정：1F

ㆍ설정 범위：Q00JCPU ：00 ~0FH H

Q00/Q01CPU ：00 ~3FH H

기타 CPU 모듈：00 ~FEH H

지정 방법：U \G 

베이직

주1.67

이중화

주1.67

이중화

주1.67

주1.67

베이직

주1.67주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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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프로세스

\ 

\ 

\ 



인덱스 레지스터(Z)

인덱스 레지스터는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디바이스

의 간접 설정(인덱스 수식)에 사용하는 디바이스입니다.

인덱스 수식은 인덱스 레지스터 1점을 사용합니다.

파일 레지스터(R)

파일 레지스터는 데이터 레지스터의 확장용 디바이스입니다.

파일 레지스터는 데이터 레지스터와 동일한 처리 속도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레지스터의 비트 구성

(1) 비트 구성과 읽기 및 쓰기 단위

파일 레지스터는 1점 16비트로 구성되어 16비트 단위로

읽고 쓸 수 있습니다.

(2) 32비트 명령으로 파일 레지스터를 사용

32비트 명령으로 파일 레지스터를 사용할 때는 Rn와 Rn

＋1이 처리 대상이 됩니다.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있는 파일 레지스터 번호

(Rn)가 하위 16비트,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있

는 파일 레지스터 번호＋1의 파일 레지스터가 상위 16비

트가 됩니다.

●파일 레지스터의 클리어

파일 레지스터의 내용은 CPU 모듈에 내장된 배터리로 유지

되고 있습니다.

파일 레지스터의 내용은 PLC의 전원 OFF, CPU 모듈의 리

셋 시에도 유지됩니다.(래치 클리어를 실행해도 초기화할 수

없습니다.)

파일 레지스터의 내용을 초기화하는 경우에는 PLC 프로그

또는 GX Developer에 의해 데이터를 클리어하십시오.램

■파일 레지스터의 저장 장소

파일 레지스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에는 표준 RAM, SRAM 카

드, Flash 카드 등 3종류가 있습니다.

파일 레지스터의 저장 가능 장소는 CPU 모듈 마다 다릅니다.

CPU 모듈마다의 파일 레지스터의 저장 가능 장소는 아래 표

와 같습니다.

■파일 레지스터의 용량

●표준 RAM 사용 시

표준 RAM에는 다음과 같은 점수의 파일 레지스터를 저장

할 수 있습니다.

*1：베이식 모델 QCPU에는 로컬 디바이스가 없으므로 상기 점수

를 파일 레지스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에서
는 로컬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상기 점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CPU 모듈의 버전에 따라 표준 RAM의 용량이 다르므로 사용
할 수 있는 점수가 다릅니다.

●SRAM 카드 사용 시

1개의 파일은 1블록 32k 워드 단위로 최대 32블록

1017k워드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장할 수 있는 블록수는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

어 있는 프로그램, 디바이스 코멘트 등의 용량에 따

라 다릅니다.

●Flash 카드 사용 시

1개의 파일은 1블록 32k 워드 단위로 최대 32블록

1018k워드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장할 수 있는 블록수는 사용하는 메모리 카

드 용량과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디바이스 코멘트 등의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1.5 프로그래밍

인덱스 레지스터 1점(16비트)으로
지정합니다.

CPU 모듈 저장 장소

베이식

모델

QCPU

Q00JCPU
없음

(파일 레지스터 사용 불가능)

Q00CPU, Q01CPU 표준 RAM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표준 RAM, 메모리 카드

(SRAM 카드,

Flash 카드)

CPU 모듈 점수* *1 2

베이식 모델

QCPU

Q00JCPU
파일 레지스터 사용

불가능

Q00CPU, Q01CPU 64점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64점

32점

128점

128점

128점

주1.68

주1.68

베이직

주1.68

베이직

주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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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2CPU

Q02HCPU,

Q06HCPU

Q12HCPU,

Q25HCPU

Q12PHCPU,

Q25PHCPU

Q12PRHCPU,

Q25PRHCPU



■저장 대상 메모리에 의한 액세스 방법의 차이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

니다.

■파일 레지스터의 지정 방법

●블록 전환 방식

블록 전환 방식은 사용하고 있는 파일 레지스터 점수를 32k

점(R0~32767) 단위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복수 블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RSET 명령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블록 No.로 전환하여 지정합니다.

각 블록 모두 R0~32767로 지정합니다.

●연번 액세스 방식

연번 액세스 방식은 32k점을 초과하는 파일 레지스터를 연

속하는 디바이스 번호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복수 블록의 파일 레지스터를 연속된 파일 레지스터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명은 “ZR”을 사용합니다.

네스팅(N)

네스팅은 마스터 컨트롤 명령(MC 명령, MCR 명령)을 사용

하여 동작 조건을 상자(네스트) 구조로 프로그래밍하기 위

한 디바이스입니다.

포인터

포인터는 점프 명령(CJ, SCJ, JUMP)이나 서브 루틴 호출

명령(CALL 등)에 사용하는 디바이스입니다.

●포인터의 종류

(1) 베이식 모델 QCPU

베이식 모델 QCPU는 복수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

으므로 로컬 포인터, 공통 포인터의 구별이 없습니다.

(2)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다음 2종류의 포인터가 있습니다.

ㆍ로컬 포인터

각 프로그램에서 독립해서 사용하는 포인터입니다.

ㆍ공통 포인터

실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서브 루틴 호출 명령으

로 호출 할 수 있는 포인터입니다.

파일 레지스터의 액세스 방법은 각 메모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5 프로그래밍

액세스 방법 표준 RAM
SRAM Flash

카드 주1.68 카드 주1.68

프로그램에 의한 읽기

프로그램에 의한 쓰기

디바이스 설정 경유의 PLC 읽기

디바이스 설정 경유의 PLC 쓰기

GX Developer의 온라인에

의한 테스트 조작

GX Developer에 의한 PLC

쓰기

GX Developer에 의한 PLC

쓰기

(플래시 ROM)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에

의한 일괄 쓰기

GOT900 시리즈에서의

디바이스 쓰기

GOT900 시리즈에서의

랜덤 쓰기 커맨드

블록 1의
R0 지정

블록0

블록 2의
R0 지정

블록1

블록2

( 0)블록

( 1)블록

( 2)블록

베이직

주1.68

베이직

주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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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럽트 포인터(I)

인터럽트 포인터는 인터럽트 프로그램의 선두에 라벨로서

사용하는 디바이스입니다.

인터럽트 포인터는 실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인터럽트 요인

인터럽트 포인터의 인터럽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

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서 인터럽트 모듈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CPU 모듈 및 GX Developer의 버전을 확인

하십시오

기타 디바이스

■SFC 블록 디바이스(BL)

SFC 블록 디바이스는 SFC 프로그램의 지정 블록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데 사용하는 디바이스입니다.

■SFC 이행 디바이스(TR)

SFC 이행 디바이스는 SFC 프로그램 지정 블록의

지정 이행 조건이 강제 이행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디바이스입니다.

■네트워크 No. 지정 디바이스(J)

네트워크 No. 지정 디바이스는 데이터 링크용 명령으로 네

트워크 No.를 지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디바이스입니다.

●네트워크 No. 지정 디바이스의 지정 방법

네트워크 No. 지정 디바이스는 데이터 링크용 명령으로 아

래 그림과 같이 지정합니다.

■I/O No. 지정 디바이스(U)

I/O No. 지정 디바이스는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전용 명령

으로 I/O No.를 지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디바이스입니다.

●I/O No. 지정 디바이스의 지정 방법

I/O No. 지정 디바이스는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전용 명령

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지정합니다.

■매크로 명령 인수 디바이스(VD)

매크로 명령 인수 디바이스는 매크로 등록 회로에 사용하는

디바이스입니다.

매크로 등록 회로에 VD 를 사용하면, 매크로 명령 사용 시

에 지정된 디바이스로 변환됩니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SFC 이행 디바이스(TR)를 사

용할 수 없습니다.

1.5 프로그래밍

인터럽트 요인

인터럽트

포인터

번호

내 용

대응 CPU

모듈*6

인터럽트 모듈

*1에 의한

인터럽트

I0~15

인터럽트 모듈*1

로부터의 인터럽트

입력.

시퀀스 기동

발생 모듈에

의한 인터럽트

I16~27

CPU 모듈에 인터

럽트 기동을 거는

것이 가능한 특수

기능 모듈에서의

인터럽트.

(QI60, A1SI61

제외)

내부 타이머에

의한 인터럽트

I28~31,

I49

CPU 모듈의 내부

타이머에 의한 고정

스캔 인터럽트.

에러 발생

인터럽트 *5
I32~41

시퀀스 프로그램의

연산을 속행하는

에러 발생에 의한

인터럽트.

인테리전트

기능 모듈

인터럽트

I50~255

(베이식

모델

QCPU는

I50~127)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로부터의

인터럽트.

○：사용 가능 △：일부 사용 불가능한 인터럽트 포인터 있음 ×：사용 불가능

주1.69

*1：사용 가능한 인터럽트 모듈에 대해서는 1.1.4항을 참조하십시
오.

*2：인터럽트 포인터 I49(고속 인터럽트 기능 전용 포인터)는
QnHCPU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CPU 모듈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Q02CPU는 인터럽트 포인터 I49(고속 인터럽트 기능 전용 포
인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인터럽트 포인터 I40, I41은 이중화 CPU에서만 사용 가능합니
다.

*5：PLC 파라미터의 PLC RAS 설정에서 에러 시의 운전 모드를 설
정할 수 있는 에러에 대해서는, 설정이 “속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만 인터럽트를 실행합니다.
I32(정지하는 에러 전반)는 에러 발생 시 I32의 처리를 실행한

뒤 CPU가 .정지됩니다

*6：“대응 CPU 모듈” 항목의 번호와 CPU 모듈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 호 CPU 모듈

① 베이식 모델 QCPU

②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③ 프로세스 CPU

④ 이중화 CPU

네트워크 No. 지정 디바이스
(n:네트워크 No.)

명령명
네트워크 No. 지정 명령을 나타
낸다

I/ONo. 지정 디바이스

(n:I/O No.)
명령명
I/O No. 지정 명령을 나타낸다

베이직

주1.70

베이직

주1.70

주1.69

하이
퍼포먼스

주1.69

하이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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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10진 상수(K)

10진 상수는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10진수의 데이터를 지정

하는 디바이스입니다.

시퀀스 프로그램에서는 K (예：K1234)로 지정합니다.

●지정 범위

10진 상수의 지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워드 데이터(16비트) 사용 시

K-32768~32767

ㆍ2워드 데이터(32비트) 사용 시

K-2147483648~2147483647

■16진 상수(H)

16진 상수는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16진수 또는 BCD 데이터

를 지정하는 디바이스입니다.

(BCD로 데이터 지정 시는 16진수의 각 자리를 0~9로 지정

합니다.)

시퀀스 프로그램에서는 H

(예：H1234)로 지정합니다.

●지정 범위

16진 상수의 설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워드 데이터(16비트) 사용 시

H0~FFFF

(BCD 데이터 H0~9999)시

ㆍ2워드 데이터(32비트) 사용 시

H0~FFFFFFFF

(BCD 데이터 H0~99999999)시

■실수(E)

실수는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실수를 지정한 디바이

스입니다.

시퀀스 프로그램에서는 E (예：E1.234)로 지정

합니다.

●지정 범위

실수의 설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디바이스≤±2-126 128

(다만 ―0은 제외)

●지정 방법

시퀀스 프로그램에서는 실수를 노멀 표현과 지수 표현 등 2

가지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ㆍ노멀 표현

설정하고자 하는 수치를 그대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10.2345는 E10.2345로 지정합니다.

ㆍ지수 표현

설정하고자 하는 수치를(수치)×10n으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1234는 E1.234＋3으로 지정합니다. *1

*1：E1. 234＋3의＋3은 10 을 나타내고 있습니다.3

■문자열(" ")

문자열 상수는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문자열을 지정

한 디바이스입니다.

“  ”로 둘러싸인 반각 문자(예："ABCD1234")로

지정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문자열에는 JIS8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PU 모듈에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지정 문자수

문자열은 지정 문자부터 NUL 코드(00H)까지가 단위가 됩니

다.

다만 문자열을 사용한 명령($MOV 명령 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문자열은 최대 32문자까지입니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 실수 연산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CPU 모듈 및 GX Developer의 버전을 확인하십시

오.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MOV, STR, DSTR, VAL, DVAL, ESTR, EVAL 명령 사용

시만 문자열 사용이 가능합니다.

1.5 프로그래밍

베이직

주1.71

베이직

주1.72

베이직

주1.71

베이직

주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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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의 편리한 사용 방법

CPU 모듈에서 복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내부 사용자 디바이스의 로컬 디바이스 지정에 의해

각각의 프로그램을 독립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디바이스와 로컬 디바이스

CPU 모듈에서는 복수의 프로그램을 저장하여 실행

할 수 있습니다.

CPU 모듈의 각 디바이스는 실행하고 있는 복수의

프로그램으로 공용할 수 있는 글로벌 디바이스와 각

프로그램 마다 독립된 디바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로컬 디바이스로 구분됩니다.

●글로벌 디바이스

글로벌 디바이스는 CPU 모듈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

로그램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글로벌 디바이스 데이터는 CPU 모듈의 디바이스 메

모리에 저장되어 모든 프로그램에 동일 데이터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로컬 디바이스

로컬 디바이스는 각 프로그램 마다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로컬 디바이스를 사용하면, 복수의 독립된 프로그램

을 실행하는 경우에 다른 프로그램을 의식하지 않고

도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컬 디바이스 데이터는 표준 RAM과 메모리

카드에 대해서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로컬 디바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로컬 디바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는 다

음과 같습니다.

ㆍ내부 릴레이(M)

ㆍ에지 릴레이(V)

ㆍ타이머(T, ST)

ㆍ카운터(C)

ㆍ데이터 레지스터(D)

(2) 로컬 디바이스 파일의 대피와 복귀

로컬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프

로그램 실행 후에 메모리 카드의 로컬 디바이스

파일의 데이터와 CPU 모듈의 디바이스 메모리

의 데이터를 교환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교환 시간만큼 스캔 타임이 늘어

납니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복수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로컬 디바이스 지정에 의해 각각의 프로그램을

독립시키는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베이식 모델 QCPU는 복수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으

므로 로컬 디바이스, 글로벌 디바이스는 구분되지 않습

니다.

베이식 모델 QCPU 사용 시는 본 항의 내용을 신경쓸 필

요가 없습니다.

1.5 프로그래밍

주1.73

CPU 모듈

글로벌 디바이스는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A 디바이스 메모리

내부 릴레이

M0의 ON/OFF 데이터

프로그램 B

M0의 ON/OFF 데이터

CPU 모듈

M7000 이후를 로컬 디바이스로 설정한 경우, M7000 이후를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마다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A 표준 RAM/메모리 카드

프로그램 A용

내부 릴레이

M7000의
ON/OFF 데이터

프로그램 B
프로그램 B용

내부 릴레이

M7000의
ON/OFF 데이터

베이직

주1.74

베이직

주1.73

베이직

주1.73

베이직

주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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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컬 디바이스 사용 시의 설정

로컬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PLC 파라

터의 디바이스 설정에서 로컬 디바이스로 사

하는 범위를 설정합니다.

다만 로컬 디바이스로 설정된 범위의 디바이스

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프

로그램 마다 설정 범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미

용

(4) 서브 루틴 프로그램 저장 위치 파일의 로컬 디바

이스 사용

서브 루틴 프로그램 실행 시, 서브 루틴 프로그

램 저장 위치 파일의 로컬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브 루틴 프로그램 저장 위치 파일의 로컬 디바

이스 사용은 특수 릴레이(SM776)의 ON/OFF 시

에 설정됩니다.

(5) 인터럽트 프로그램/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

램 실행 시의 로컬 디바이스

인터럽트 프로그램/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

램 실행 시, 인터럽트 프로그램/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저장 위치 파일의 로컬 디바이스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럽트 프로그램/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

램 저장 위치 파일의 로컬 디바이스 사용은 특수

릴레이 SM777의 ON/OFF 시에 설정됩니다.

1.5 프로그래밍
1.5.9 디바이스의 설명



1.6 멀티 CPU 시스템
1.6.1 멀티 CPU 시스템이란

●멀티 CPU 시스템의 구성

멀티 CPU 시스템은 여러 대의 CPU 모듈을 기본 베

이 로 입스 모듈 에 장착하여, 각각의 CPU 모듈

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제어하는 시스

템입니다. *1

*1： 베이식 모델 QCPU는 3대,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프로세스 CPU는 4대까지 CPU 모듈로 멀
CPU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티

시스템 규모나 용도에 따라 최적의 CPU 모듈을 선택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제어 방법

멀티 CPU 시스템에서는 어느 CPU 모듈로 어느 입출력 모

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관

리 CPU 설정)이 필요합니다.

각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제어하는 CPU 모

듈을 “관리 CPU”라고 부릅니다.

또한, 관리 CPU가 제어하는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관리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관리 CPU에서 제어하지 않는 타호기의 모듈을 “관리 외 모

듈(그룹 외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3：GX Developer에서의 그룹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PU 모듈1은 “1호기”를 나타내며,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1”은 관리 CPU가 1호기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

니다.

●멀티 CPU 시스템의 설정

멀티 CPU 시스템에서 제어하는 경우, 기본 베이스

모듈 에 장착된 모든 CPU 모듈에 “장착하는

CPU 모듈의 장수”와 “관리 CPU”의 설정이 필요합

합니다.

베이식 모델 QCPU는 멀티 CPU 시스템에서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로세스 CPU는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을

용할 수 없습니다.

사

이중화 CPU는 멀티 CPU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없

습니다.

Q00JCPU는 멀티 CPU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없습

니다.

베이식 모델 QCPU는 멀티 CPU 시스템에서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로세스 CPU는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멀티 CPU 시스템의 액세스 범위

멀티 CPU 시스템은 관리 모듈과 관리 외 모듈의 액세스 범

위가 다릅니다.

(1) 관리 모듈의 경우

멀티 CPU 시스템의 관리 CPU는 싱글 CPU 시스템과

이 관리 모듈의 입출력 리프레시, 인텔리전트 기능 모

의 버퍼메모리에 대한 읽기/쓰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

같

듈

다.

(2) 관리 외 모듈의 경우
관리 모듈이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이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ㆍ입력 모듈, 입출력 혼합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에

대한 입력의 리프레시(PLC 파라미터의 그룹 이외의 입

출력 설정이 필요)

ㆍ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버퍼메모리의 읽기

ㆍ출력 모듈, 입출력 혼합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에

서의 출력 데이터의 수신

다만, 관리 외 모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ㆍ출력 모듈, 입출력 혼합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에

대한 출력

ㆍ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버퍼메모리에 대한 쓰기

(3) 다른 국 CPU 모듈에 대한 액세스 범위

GX Developer에서 다른 국의 CPU에 액세스하는 경우에

는 멀티 CPU 시스템의 어느 CPU 모듈이 관리하고 있는

네트워크 모듈을 경유해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이 멀티 CPU인 경우에는 호기 번호를 지정

함으로써 임의의 호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주1.75

모션
CPU

PC CPU
모듈

모션 CPU

PC CPU 모듈

주1.76사용할 수 있는 CPU 모듈을 나타냅니다.
베이식 모델

Q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프로세스 CPU

모션 CPU

PC CPU 모듈 주식회사 콘텍 *2

QCPU

주1.77

슬롯 번호

관리 CPU 설정 *3

CPU 모듈 2로 제어한다

CPU 모듈 1로 제어한다

주1.78

슬롯 번호

관리 CPU 설정

CPU 모듈1에서의 읽기가 가능

CPU 모듈2에서의 읽기가 가능

베이직

주1.72

이중화

주1.76

베이직

주1.75

베이직

주1.78

주1.78

베이직

주1.75

베이직

주1.78

베이직

주1.77

이중화

주1.76

베이직

주1.75

프로세스

프로세스

프로세스



●멀티 컨트롤러

(1) 시스템에 맞춘 구성

1개의 시스템을 모두 1 의 QCPU에서 구축하지 않고

시스템에 맞추어 QCPU, 모션 CPU, PC CPU 모듈을 사

용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개발 효율ㆍ보수 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습니다.

개

(2) 모듈의 제어

멀티 CPU 시스템의 각 CPU 모듈은 베이스 모듈의 입출

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슬롯 마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멀티 CPU 시스템의 각 CPU 모듈에서 제어하는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은 GX Developer에서 그룹

화합니다.

●동일한 베이스상에서 시퀀스 제어 시스템과 모션 제어 시

스템의 구축 가능

QCPU와 모션 CPU의 멀티 CPU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베이

스상에 시퀀스 제어와 모션 제어를 통합한 모션 시스템을 실

현합니다.

●부하 분산에 의한 시스템 구축 가능

(1) 처리의 분산

1대의 QCPU에서 실행하던 고부하 처리를, 복

의 CPU 모듈에 분산시킴으로써 시스템 전체

스캔 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

의

(2) 메모리의 분산

사용하는 메모리를 복수의 CPU 모듈에 분산함으로써,

시스템 전체의 메모리 사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베이식 모델 QCPU는 복수의 베이식 모델 QCPU와 조

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

로세스 CPU와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기능 분산에 의한 시스템 구축 가능

각 CPU 모듈에서 제조 라인A의 제어, 제조 라인B의 제어

등과 같이 기능을 분산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개발

할 수 있습니다.

●멀티 CPU 시스템의 각 CPU 모듈 간 교신 가능

멀티 CPU 시스템의 각 CPU 모듈 간에 다음과 같이 데이터

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1) 각 CPU 모듈 간의 데이터 송수신
GX Developer에서 자동 리프레시를 설정하기만 하면,

각 CPU 모듈 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2) 타호기 데이터 읽기

QCPU는 FROM 명령 또는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디바이

스(U□\G□)를 사용한 명령을 사용하여 필요 시 타호기

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3) 모션 CPU에 대한 제어 지시

모션 전용 명령에 의해 QCPU에서 모션 CPU에 제어 지

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4) 모션 CPU의 디바이스 데이터 읽기/쓰기
멀티 CPU 간 통신 전용 명령에 의해 QCPU에서 모션

CPU의 디바이스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5) PC CPU 모듈에 대한 이벤트 발행

멀티 CPU 간 통신 전용 명령에 의해, QCPU에서 PC

CPU 모듈에 이벤트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1.6 멀티 CPU 시스템

주1.79

데이터 처리(저속)
기계 제어(고속)

QCPU 1대로 전체를 제어

(1ms 이하의 제어)

기계 제어용 CPU 모듈

(수~수10ms의 제어)

데이터 처리용 CPU 모듈

제어 택트에 대응하는 부하 분산에
의해 기계 제어를 더욱 고속화

사용
가능
메모리

사용 메모리

사용
메모리 CPU 모듈 단위로 확장 가능

CPU 모듈을 1대 추가

ㆍ프로그램 메모리 확장

ㆍ디바이스 확장

사용
가능
메모리

사용
메모리

사용
가능
메모리

관리

시퀀스 제어 모션 제어
운전스위치 운전 상태 표시 램프

서보
앰프

서보
모터

서보
앰프

서보
모터

베이직

주1.79

베이직

주1.79

1.6.1 멀티 CPU 시스템이란



싱글 CPU 시스템과 멀티 CPU 시스템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베이식 모델 QCPU를 사용한 경우

*1：“CPU 설정수”는 GX Developer의 “CPU 장수”에서 설정한 CPU 모듈의 장수를 나타냅니다.
싱글 CPU 시스템의 경우에는 1이 됩니다.

*2：멀티 CPU 시스템에서 PC CPU 모듈을 장착한 경우, 최대 입출력 모듈 장착수는 25－(CPU 설정수＋1)이 됩니다.

*3：일부의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버전이 다릅니다.
*4：PC CPU 모듈을 장착한 경우, PC CPU 모듈의 오른쪽 슬롯이 10 됩니다.H가

1.6 멀티 CPU 시스템
1.6.2 멀티 CPU 시스템의 구성 예

시스템 구성

최대 증설 단수 4단

최대 입출력 모듈 장착수 25－(CPU 설정수) ,* *1 2

기본 베이스 모듈 형명

증설 베이스 모듈 형명

증설용 케이블 형명

증설 케이블 총연장 거리 13.2m 이내

전원 모듈 형명

사용 가능한

모듈

베이식 모델 QCPU 기능 버전 A 이후 기능 버전 B 이후

입출력 모듈 기능 버전 A 이후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기능 버전 A 이후

기능 버전 B 이후(다만 QD62, QD62D,

QD62E는 기능 버전 A 이후, QI60은 기능 버전에

따른 제약 없음)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패키지

기타

CPU 모듈 장착 위치와 호기

번호
CPU 슬롯만(호기 번호는 없음)

CPU 슬롯=1호기

슬롯0=2호기

슬롯1=3호기

입출력 번호 슬롯0이 00 가 된다.H
멀티 CPU 설정에서 설정한 제일 오른쪽 CPU 모듈의

오른쪽이 00 된다.H *4가

장착 장수 제약
모듈 형명에 따라 QCPU 1대당 장수에

제약이 있다.

모듈 형명에 따라 CPU 모듈 1대/1시스템당 장수에

제약이 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Version 1.10L 이후*3

Version 1.10L이후*3

Version 1.10L 이후

Version 1.10L 이후*3

Version 1.10L 이후*3

Version 1.10L 이후

Version 1.10L 이후

Version 2.10L 이후

Version 1.10L 이후

Version 1.13P 이후

Version 8 이후



1.6 멀티 CPU 시스템
1.6.3 싱글 CPU 시스템과의 차이점

(이전 페이지에서)

멀티 CPU 시스템싱글 CPU 시스템

액세스

범위

CPU 모듈과 각종 모듈과의

액세스 범위
모든 모듈을 제어 가능

CPU 모듈과 각종 모듈과의 관계를 PLC 파라미터(관

리 CPU)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GOT에서의 액세스 액세스 가능

링크 다이렉트를 사용한 명령에

의한 액세스
액세스 가능 관리 CPU만 액세스 가능

CC-Link에 대한 액세스 액세스 가능 관리 CPU만 액세스 가능

주변기기에서의 액세스
RS-232 케이블/네트워크 경유로 액세스

가능

RS-232 케이블/네트워크 경유로 액세스 가능

모션 CPU/PC CPU 모듈에 접속한 경우의 액세스에

대해서는 각 CPU 모듈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시계 기능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QD75 등)

이 사용하는 시계 데이터
베이식 모델 QCPU의 시계 데이터를 사용 1호기의 베이식 모델 QCPU의 시계 데이터를 사용

동작

CPU 모듈 리셋 시의 동작
베이식 모델 QCPU의 리셋으로 시스템

전체를 리셋

1호기의 베이식 모델 QCPU의 리셋으로 시스템 전체

를 리셋

(2~3호기의 CPU 모듈을 개별적으로 리셋하는 것은

불가능)

CPU 모듈 정지 에러 시의 동작 시스템 정지

1호기의 베이식 모델 QCPU가 정지 에러일 때는 멀티

CPU 시스템이 정지된다(2~3호기의 CPU 모듈은

“MULTI CPU DOWN(에러 코드：7000)”이 된다).

2~3호기의 CPU 모듈이 정지 에러일 때는 파라미터

의 “동작 모드 “의 설정에 따른다.

CPU

모듈 간

교신

CPU 공유 메모리를 사용한 자동

리프레시에 의한 교신

베이식 모델 QCPU=320점

모션 CPU=2048점

PC CPU 모듈=2048점

전체 CPU 모듈의 합계는 4416점

CPU 공유 메모리를 사용한

프로그램에 의한 교신

TO 명령, S.TO 명령, FROM 명령,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디바이스(U□\G□)를 사용한 명령으로 실행한

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 모션

CPU에 대한 교신

모션 전용 명령：5종류, 멀티 CPU 간 통신 전용 명령

：3종류로 실행한다.

베이식 모델 QCPU에서 PC

CPU 모듈에 대한 교신
멀티 CPU 간 통신 전용 명령：1종류로 실행한다.

스캔

타임
스캔 타임을 요인늘리는

RUN 중 쓰기의 실행, 통신 처리 확보 시간

설정 등의 원인으로 늘어난다.

싱글 CPU 시스템의 요인에 추가하여 리프레시 처리,

대기 상태의 시간의 요인으로 늘어난다.

파라미터
멀티 CPU 시스템에서 추가된

파라미터

① CPU 장수(멀티 CPU 설정)

② 관리 CPU(I/O 할당의 상세 설정)

③ 그룹 이외의 입출력 설정(멀티 CPU 설정)

④ CPU 에러 정지 시의 동작 모드(멀티 CPU 설정)

⑤ CPU 공유 메모리의 자동 리프레시 설정(멀티

CPU 설정)

모든 CPU 모듈에서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파

라미터와, CPU 모듈 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파

라미터가 있다.

주의 사항 A 대응 모듈 혼용 시 A 시리즈 대응 모듈은 사용 불가능

―：해당 없음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를 사용한 경우

*1：“CPU 설정수”는 GX Developer의 “CPU 장수”에서 설정한 CPU 모듈의 장수를 나타냅니다.
싱글 CPU 시스템의 경우에는 1이 됩니다.

*2：멀티 CPU 시스템에서 PC CPU 모듈을 장착한 경우, 최대 입출력 모듈 장착수는 65－(CPU 설정수＋1)이 됩니다.
*3：멀티 CPU 시스템에서 모션 CPU/PC CPU 모듈을 장착한 경우, Q3□RB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멀티 CPU 시스템에서 모션 CPU/PC CPU 모듈을 장착한 경우, Q6□RB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멀티 CPU 시스템에서 모션 CPU/PC CPU 모듈을 장착한 경우, Q6□RP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6：일부의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버전이 다릅니다.
*7：PC CPU 모듈을 장착한 경우, PC CPU 모듈의 오른쪽 슬롯이 10 됩니다.H가

1.6 멀티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시스템 구성

최대 증설 단수 7단

최대 입출력 모듈 장착수 65－(CPU 설정수) * *1, 2

기본 베이스 모듈 형명 *3

증설 베이스 모듈 형명 *4

증설용 케이블 형명

증설 케이블 총연장 거리 13.2m 이내

전원 모듈 형명 *5

사용 가능한

모듈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기능 버전 A 이후 기능 버전 B 이후

입출력 모듈 기능 버전 A 이후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기능 버전 A 이후

기능 버전 B 이후(다만 QD62, QD62D, QD62E는

기능 버전 A 이후, QI60은 기능 버전에 따른 제약

없음)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타

CPU 모듈 장착 위치와 호기

번호
CPU 슬롯만(호기 번호는 없음)

CPU 슬롯=1호기

슬롯0=2호기

슬롯1=3호기

슬롯2=4호기

입출력 번호 슬롯0이 00 가 된다.H
멀티 CPU 설정에서 설정한 제일 오른쪽 CPU 모듈의

오른쪽이 00 된다.H *7가

장착 장수 제약
모듈 형명에 따라 QCPU 1대당 장수에

제약이 있다.

모듈 형명에 따라 CPU 모듈 1대/1시스템당 장수에

제약이 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1.6.3 싱글 CPU 시스템과의 차이점

SW0D5C-QADU 00A 이후*6

SW0D5C-QDAU 00A 이후*6

SW0D5C-QSCU 00A 이후*6

SW0D5C-QCTU 00A 이후*6

Version 1.00A 이후 *6

SW0D5C-QCTU 00A 이후

SW0D5C-QFLU 00A 이후

Version 2.00A 이후

Version 1.00A 이후

Version 1.13P 이후

Version 4 이후 Version 6 이후

SW05D5C-QADU 20C이후 *6

SW05D5C-QDAU 20C 이후 *6

SW05D5C-QSCU 20C 이후 *6

SW05D5C-QCTU 20C 이후 *6



1.6 멀티 CPU 시스템

(이전 페이지에서)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액세스 범위

CPU 모듈과 각종 모듈과의

액세스 범위
모든 모듈을 제어 가능

CPU 모듈과 각종 모듈과의 관계를 PLC 파라미터

(관리 CPU)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GOT에서의 액세스 액세스 가능
지정된 호기의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 액세스

가능

링크 다이렉트를 사용한 명령에

의한 액세스
액세스 가능 관리 CPU만 액세스 가능

CC-Link에 대한 액세스 액세스 가능 관리 CPU만 액세스 가능

주변기기에서의 액세스
USB 케이블/RS-232 케이블/네트워크

경유로 액세스 가능

USB 케이블/RS-232 케이블/네트워크 경유로 액세

스 가능. 모션 CPU/PC CPU 모듈에 접속한 경우의

액세스에 대해서는 각 CPU 모듈의 매뉴얼을 참조하

십시오.

시계 기능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QD75 등)

이 사용하는 시계 데이터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의 시계

데이터를 사용

1호기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의 시계 데이터를

사용

동작

CPU 모듈 리셋 시의 동작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의 리셋으로

시스템 전체를 리셋

1호기의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의 리셋 시에 시스

템 전체를 리셋(2~4호기의 CPU 모듈을 개별적으로

리셋하는 것은 불가능).

CPU 모듈 정지 에러 시의 동작 시스템 정지

1호기의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가 정지 에러일

때는 멀티 CPU 시스템은 정지한다 (2~4호기의 CPU

모듈은 “MULTI CPU DOWN(에러 코드：7000)”이 된

다). 2~4호기의 CPU 모듈이 정지 에러일 때는 파라

미터의 “동작 모드 “의 설정에 따른다.

CPU 간 교신

CPU 공유 메모리를 사용한 자동

리프레시에 의한 교신

각 CPU 모듈에서의 송신은 4범위를 합하여 최대 2k

워드. 전체 CPU 모듈의 합계는 8k워드.

CPU 공유 메모리를 사용한

프로그램에 의한 교신

TO 명령, FROM 명령,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디바이

스(U□\G□)를 사용한 명령으로 실행한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서

모션 CPU에 대한 교신

모션 전용 명령：5종류, 멀티 CPU 간 통신 전용 명

령：3종류로 실행한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서

PC CPU 모듈에 대한 교신
멀티 CPU 간 통신 전용 명령：1종류로 실행한다.

스캔

타임
스캔 타임을 늘리는 요인

RUN 중 쓰기의 실행, 통신 처리 확보 시간

설정 등의 요인으로 늘어난다.

리프레시 처리, 대기 상태의 시간에 따라서도 늘어난

다.

파라미터
멀티 CPU 시스템에서 추가된

파라미터

① CPU 장수(멀티 CPU 설정)

② 관리 CPU(I/O 할당의 상세 설정)

③ 그룹 이외의 입출력 설정(멀티 CPU 설정)

④ CPU 에러 정지 시의 동작 모드(멀티 CPU 설정)

⑤ CPU 공유 메모리의 자동 리프레시 설정(멀티

CPU 설정)

모든 CPU 모듈에서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파라미터와 CPU 모듈 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다.

주의 사항 A 대응 모듈 혼용 시 사용 가능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를 관리 CPU에서 설정한

경우에 사용 가능

―：해당 없음

1.6.3 싱글 CPU 시스템과의 차이점



*1：“CPU 설정수”는 GX Developer의 “CPU 장수”에서 설정한 CPU 모듈의 장수를 나타냅니다.

싱글 CPU 시스템의 경우에는 1이 됩니다.
*2：멀티 CPU 시스템에서 PC CPU 모듈을 장착한 경우, 최대 입출력 모듈 장착수는 65－(CPU 설정수＋1)이 됩니다.
*3：멀티 CPU 시스템에서 모션 CPU/PC CPU 모듈을 장착한 경우, Q3□RB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멀티 CPU 시스템에서 모션 CPU/PC CPU 모듈을 장착한 경우, Q6□RB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멀티 CPU 시스템에서 모션 CPU/PC CPU 모듈을 장착한 경우, Q6□RP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6：일부의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버전이 다릅니다.

*7：PC CPU 모듈을 장착한 경우, PC CPU 모듈의 오른쪽 슬롯이 10 가 됩니다.H

1.6 멀티 CPU 시스템

●프로세스 CPU를 사용한 경우

시스템 구성

최대 증설 단수 7단

최대 입출력 모듈 장착수 65－(CPU 설정수) * *1, 2

기본 베이스 모듈 형명 *3

증설 베이스 모듈 형명 *4

증설용 케이블 형명

증설 케이블 총연장 거리 13.2m 이내

전원 모듈 형명 *5

사용 가능한

모듈

프로세스 CPU 기능 버전에 따른 제약 없음

입출력 모듈 기능 버전 A 이후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기능 버전 A 이후

기능 버전 B 이후(다만 QD62, QD62D, QD62E는

기능 버전 A 이후, QI60은 기능 버전에 따른 제약

없음)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패키지

기타

CPU 모듈 장착 위치와 호기

번호

CPU 슬롯만

(호기 번호는 없음)

CPU 슬롯=1호기

슬롯0=2호기

슬롯1=3호기

슬롯2=4호기

입출력 번호 슬롯0이 00 가 된다.H
오른쪽이 00 된다.H *7가

멀티 CPU 설정에서 설정한 제일 오른쪽 CPU 모듈의

장착 장수 제약
모듈 형명에 따라 QCPU 1대당 장수에

제약이 있다.

모듈 형명에 따라 CPU 모듈 1대/1시스템당 장수에

제약이 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1.6.3 싱글 CPU 시스템과의 차이점

Version 7.10L 이후

Version 1.13P 이후 *6

Version 1.13P 이후 *6

Version 1.13P 이후

Version 1.13P 이후 *6

Version 1.13P 이후 *6

Version 1.13P 이후

Version 1.13P 이후

Version 2.13P 이후

Version 1.13P 이후

Version 1.13P 이후



1.6 멀티 CPU 시스템

액세스 범위

CPU 모듈과 각종 모듈과의 액세

스 범위
모든 모듈을 제어할 수 있다.

CPU 모듈과 각종 모듈과의 관계를 PLC 파라미터

(관리 CPU)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GOT에서의 액세스 액세스 가능 지정된 호기의 프로세스 CPU에 액세스 가능

링크 다이렉트를 사용한 명령에

의한 액세스
액세스 가능 관리 CPU만 액세스 가능

CC-Link에 대한 액세스 액세스 가능 관리 CPU만 액세스 가능

주변기기에서의 액세스
USB 케이블/RS-232 케이블/네트워크 경

유로 액세스 가능

USB 케이블/RS-232 케이블/네트워크 경유로 액세스

가능. 모션 CPU/PC CPU 모듈에 접속된 경우의 액세

스에 대해서는 각 CPU 모듈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

오.

시계 기능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QD75 등)

이 사용하는 시계 데이터
프로세스 CPU의 시계 데이터를 사용 1호기의 프로세스 CPU의 시계 데이터를 사용

동작

CPU 모듈 리셋 시의 동작
프로세스 CPU의 리셋으로 시스템 전체를

리셋

1호기의 프로세스 CPU의 리셋 시에 시스템 전체를 리

셋한다(2~4호기의 CPU 모듈을 개별적으로 리셋하는

것은 불가능).

CPU 모듈 정지 에러 시의 동작 시스템 정지

1호기의 프로세스 CPU가 정지 에러일 때는 멀티 CPU

시스템이 정지한다(2~4호기의 CPU 모듈은

“MULTI CPU DOWN(에러 코드：7000)”이 된다).

2~4호기의 CPU 모듈이 정지 에러일 때는 파라미터의

“동작 모드 “의 설정에 따른다.

CPU 간 교신

CPU 공유 메모리를 사용한 자동

리프레시에 의한 교신

각 CPU 모듈에서의 송신은 4 범위를 합하여 최대 2k

워드. 전체 CPU 모듈의 합계는 8k워드.

CPU 공유 메모리를 사용한 프로

그램에 의한 교신

TO 명령, FROM 명령,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디바이

스(U□\G□)를 사용한 명령으로 실행한다.

프로세스 CPU에서 모션 CPU에

대한 교신

모션 전용 명령：5종류, 멀티 CPU 간 통신 전용 명령

：3종류로 실행한다.

프로세스 CPU에서 PC CPU 모

듈에 대한 교신
멀티 CPU 간 통신 전용 명령：1종류로 실행한다.

스캔

타임
스캔 타임을 연장시키는 요인

RUN 중 쓰기의 실행, 통신 처리 확보 시간

의 설정 등의 요인으로 늘어난다.

싱글 CPU 시스템의 요인에 더하여 리프레시 처리, 대

기 상태의 시간의 요인으로 늘어난다.

파라미터
멀티 CPU 시스템에서 추가된

파라미터

① CPU 장수(멀티 CPU 설정)

② 관리 CPU(I/O 할당의 상세 설정)

③ 그룹 이외의 입출력 설정(멀티 CPU 설정)

④ CPU 에러 정지 시의 동작 모드(멀티 CPU 설정)

⑤ CPU 공유 메모리의 자동 리프레시 설정(멀티 CPU

설정)

모든 CPU 모듈에서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파

라미터와 CPU 모듈 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파라

미터가 있다.

주의 사항 A 대응 모듈 혼용 시 A 시리즈 대응 모듈은 사용 불가능

－：해당 없음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이전 페이지에서)

1.6.3 싱글 CPU 시스템과의 차이점



1.6.4 시스템 구성

●베이식 모델 QCPU(Q00CPU, Q01CPU)를 사용한 시스템

구성

*1：전원 모듈은 Q61P, Q61P-A1, Q61P-A2, Q62P, Q63P,

Q64P를 사용하십시오.

또한, 소비 전류가 전원 모듈의 정격 출력 전류값 이내가 되도

록 하십시오.
전원 모듈에 Q61SP, Q6□RP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Q5□B형 증설 베이스 모듈에는 Q 시리즈 전원 모듈이 불필요

합니다.
*3：모션 CPU 및 PC CPU 모듈에는 QCPU용 배터리(Q6BAT)를

장착할 수 없습니다.

* ：모션 모듈의 관리 CPU는 반드시 모션 CPU로 설정하십시오.4

1. Q00JCPU는 멀티 CPU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베이식 모델 QPU를 사용하여 멀티 CPU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및 프로세스 CPU를 조합할

수 없습니다.

3. 베이식 모델 QCPU를 사용하여 멀티 CPU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 이중화 베이스 모듈(Q3□RB/Q6□RB)은 사용할 수

니다.

없

습

4. 베이식 모델 QCPU를 사용한 멀티 CPU 시스템에서는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Q3□SB)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를 사용한 시스

템 구성

(1) 기본 베이스 모듈 사용 시(Q3□B 사용 시)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및 프로세스 CPU를 사용하여 멀티

CPU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 베이식 모델 QCPU와 조합할 수

없습니다.

1.6 멀티 CPU 시스템

● QCPU용 배터리

● 베이식
모델 QCPU

● 모션
 CPU *3

● PC CPU
 모듈 * *3, 4

● Q3□B형 기본 베이스 모듈 *1

● 증설 케이블
● Q 시리즈 전원/입출력/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모션
모듈 *5

● Q5□B형 증설 베이스 모듈 *2

● Q6□B형 증설 베이스 모듈 *1

● 메모리 카드 *1

● QCPU용 배터리(Q6BAT)

●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 모션
CPU *5

● PC
CPU 모듈 * *5, 6

● 프로세스 CPU

● 배터리 홀더 ● QCPU용 배터리
● Q3□B형 기본 베이스 모듈 *2

● Q8BAT 접속 케이블● QCPU용 배터리
(Q8BAT) ● 증설 케이블 ● Q 시리즈 전원/입출력/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모션
모듈 *7

● Q5□B형 증설 베이스 모듈 *4

● Q6□B형 증설 베이스 모듈 *2

● QA1S6□B형 증설 베이스 모듈 *3

● QA6□B형 증설 베이스 모듈 *3

● A 시리즈 전원/입출력/
특수 기능 모듈

*1：메모리 카드는 1개를 장착합니다. 메모리 카드는 SRAM 카드,
Flash 카드, ATA 카드 중에서 용도와 용량에 따라 선정합니다.

시판되고 있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한 경우, 동작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2：전원 모듈은 Q61P, Q61P-A1, Q61P-A2, Q62P, Q63P,
Q64P를 사용하십시오.

또한, 소비 전류가 전원 모듈의 정격 출력 전류값 이내가 되도
록 하십시오.
전원 모듈에 Q61SP, Q6□RP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를 A 시리즈 모듈의 관리 CPU로 설
정한 경우에 증설 가능합니다.

다만 프로세스 CPU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설할 수 없습니다.
A 시리즈 대응 전원 모듈, 입출력 모듈, 특수 기능 모듈에는

QA65B, QA68B, QA1S65B, QA1S68B형 증설 베이스 모듈을
사용합니다.

*4：Q5□B형 증설 베이스 모듈에는 Q 시리즈 전원 모듈이 불필요
합니다.

*5：모션 CPU 및 PC CPU 모듈에는 메모리 카드, QCPU용 배터리
(Q6BAT, Q7BAT-SET, Q8BAT-SET)를 장착할 수 없습니다.

*6：모션 모듈의 관리 CPU는 반드시 모션 CPU로 설정하십시오.

포인트

포인트



(2)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 사용 시

(Q3□RB 사용 시)

(3)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 사용 시

(Q3□SB 사용 시)

1.6 멀티 CPU 시스템

*1：메모리 카드는 1개를 장착합니다. 메모리 카드는 SRAM 카드,
Flash 카드, ATA 카드 중에서 용도와 용량에 따라 선정합니다.

시판되고 있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한 경우, 동작을
.

보증할 수
없습니다

*2：전원 모듈은 Q6□RP를 사용하십시오.

또한, 소비 전류가 전원 모듈의 정격 출력 전류값 이내가 되도
록 하십시오.
전원 모듈에 Q61P, Q61P-A1, Q61P-A2, Q62P, Q63P,
Q64P, Q61SP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Q5□B형 증설 베이스 모듈에는 Q 시리즈 전원 모듈이 불필요
합니다.

*1：메모리 카드는 1개를 장착합니다. 메모리 카드는 SRAM 카드,
Flash 카드, ATA 카드 중에서 용도와 용량에 따라 선정합니다.
시판되고 있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한 경우, 동작을

.
보증할 수

없습니다

*2：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은 증설 케이블 커넥터가 없습니다.

증설 베이스 모듈 및 GOT를 버스로 접속할 수 없습니다.

*3：전원 모듈은 슬림 타입 전원 모듈(Q61SP)을 사용하십시오.

또한, 소비 전류가 전원 모듈의 정격 출력 전류값 이내가 되도
록 하십시오.
전원 모듈에 Q61P, Q61P-A1, Q61P-A2, Q62P, Q63P,
Q64P, Q6□RP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및 프로세스 CPU를 사용하여 멀

CPU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 베이식 모델 QCPU와 조합

수 없습니다.

티

할
2.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Q3□RB)을 사용하는 경우, 모션

CPU, PC CPU 모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전원을 이중화하는 경우에는 이중화 베이스 모듈(Q3□RB/

Q6□RB) 및 이중화 전원 모듈(Q6□RP)을 사용합니다.

이중화 베이스 모듈(Q3□RB/Q6□RB)에 장착하는 전원 모

는 이중화 전원 모듈(Q6□RP)만 사용 가능합니다.

듈

에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을 사용하여 멀티 CPU 시스템을 구

성하는 경우, 하이퍼포먼스 모델 QCPU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메모리 카드 *1

● QCPU용 배터리(Q6BAT)

●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 프로세스 CPU

● 배터리 홀더 ● QCPU용 배터리
(Q7BAT)

● Q3□RB형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 *2

● Q8BAT 접속 케이블 ● QCPU용 배터리
(Q8BAT)

● 이중화 전원/입출력/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 증설 케이블 ● Q5□B형 증설 베이스 모듈 *3

● Q6□RB형 이중화 증설 베이스
모듈 *2

● 메모리 카드 *1

● QCPU용 배터리(Q6BAT)

●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 배터리 홀더

●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 * *2, 3

● Q8BAT 접속 케이블 ● QCPU용 배터리
(Q8BAT) ● 슬림 타입 전원/입출력/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 QCPU용 배터리
(Q7BAT)

포인트

포인트

1.6.4 시스템 구성



●베이식 모델 QCPU 장착 시의 시스템 구성의 개요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장착 시의 시

스템 구성 개요

(1) 기본 베이스 모듈(Q3□B) 사용 시

1.6 멀티 CPU 시스템

■ 기본 베이스 모듈………각 슬롯에 32점 모듈을 장착한 경우

Q38B(8 슬롯 점유)

……슬롯 번호

……입출력 번호

Q 시리즈
전원 모듈

빈 슬롯16점
CPU 모듈 3

CPU 모듈 2
CPU 모듈 1

■ 증설 베이스 모듈………각 슬롯에 32점 모듈을 장착한 경우

Q65B(5슬롯 점유) 증설
1단

Q55B(5슬롯 점유)
증설
2단

Q65B(5슬롯 점유)
증설
3단

Q65B(5슬롯 점유)
증설
4단

장착 시 에러 발생

CPU 호기 번호

CPU 모듈 1：1호기(베이식 모델 QCPU),

CPU 모듈 2：2호기(모션 CPU),

CPU 모듈 3：3호기(PC CPU 모듈)

최대 증설 단수 증설 4단

최대 입출력

모듈 장착수
25－(CPU 설정수)

사용 가능한 기본

베이스 모듈

형명

Q33B, Q35B, Q38B, Q312B

전원 모듈

불필요 타입
Q52B, Q55B

Q 시리즈 전원

모듈 장착 타입

Q63B, Q65B,

Q68B, Q612B

사용 가능한

증설 케이블

형명

QC05B, QC06B, QC12B, QC30B,

QC50B, QC100B

사용 가능한

전원 모듈

형명

Q61P, Q61P-A1, Q61P-A2, Q62P, Q63P,

Q64P

사용 가능한 증설

베이스 모듈

형명

주의 사항

ㆍ증설 케이블의 총연장 거리는 13.2m 이내에서 사용하십시오.

ㆍ증설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주회로(고전압, 대전류)선과는 함께

배선하거나 근접시키지 마십시오.

ㆍ증설 단수는 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하십시오.

ㆍ증설 베이스 모듈에 QA6□B/QA1S6□B/Q6□RB는 접속할 수 없습

니다.

ㆍ증설 베이스 모듈에 Q5□B/Q6□B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Q5□B,

Q6□B의 접속 순서에 제약은 없습니다.

ㆍ증설 케이블은 베이스 모듈 증설 케이블 커넥터의 OUT에서 다음 단

증설 베이스 모듈의 IN에 접속하십시오.

ㆍ모듈을 26슬롯 이상 장착하면 에러 「SP.UNIT LAY ERR.」(에러 코

드：2124)가 됩니다.(1호기의 CPU 모듈을 포함한 장착 장수)

ㆍ베이식 모델 QCPU 장착 시의 멀티 CPU 시스템에서는 이중화 베이

스 모듈(Q3□RB/Q6□RB)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ㆍ“CPU 설정수”는 GX Developer의 “CPU 장수”에서 설정한 CPU 모

듈의 장수를 나타냅니다.

ㆍPC CPU 모듈은 2슬롯을 점유합니다. 따라서 CPU 설정수를 2대의

PC CPU 모듈로 사용한 경우, 최대 입출력 모듈 장착 장수는 표에

기재되어 있는 값보다 1이 작은 값이 됩니다.

■ 기본 베이스 모듈………각 슬롯에 32점 모듈을 장착한 경우
Q312B(12 슬롯 점유)

……슬롯 번호

……입출력 번호

Q 시리즈
전원 모듈

CPU 모듈 4
CPU 모듈 3

CPU 모듈 2
CPU 모듈 1

■ 증설 베이스 모듈………각 슬롯에 32점 모듈을 장착한 경우

Q612B(12슬롯 점유) 증설
1단

Q55B(5슬롯 점유)
증설
2단 QA1S68B(8슬롯 점유) 증설

5단

AnS 시리즈 전원 모듈
Q68B(8슬롯 점유) 증설

3단 QA1S68B(8슬롯 점유) 증설
6단

Q68B(8슬롯 점유)
증설
4단

QA1S65B(5슬롯 점유) 증설
7단

장착 시 에러 발생

1.6.4 시스템 구성



(2)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Q3□RB) 사용 시

1.6 멀티 CPU 시스템

CPU 호기 번호

CPU 모듈 1：1호기,

CPU 모듈 2：2호기,

CPU 모듈 3：3호기,

CPU 모듈 4：4호기

최대 증설 단수 증설 7단

최대 입출력

모듈 장착 장수
65 －(CPU 설정수)

사용 가능한 기본

베이스 모듈

형명

Q33B, Q35B, Q38B, Q312B

사용 가능한 증설

베이스 모듈

형명

전원 모듈

불필요 타입
Q52B, Q55B

Q 시리즈

전원 모듈

장착 타입

Q63B, Q65B,

Q68B, Q612B

A 시리즈

전원 모듈

장착 타입

QA1S65B,

QA1S68B, QA65B,

QA68B

사용 가능한

증설 케이블

형명

QC05B, QC06B, QC12B, QC30B,

QC50B, QC100B

사용 가능한

전원 모듈

형명

Q 시리즈

전원 모듈

Q61P, Q61P-A1,

Q61P-A2, Q62P,

Q63P, Q64P

A 시리즈

전원 모듈

A1S61PN,

A1S62PN, A1S63P

A61P, A61PEU,

A62P, A62PEU,

A63P

주의 사항

ㆍ증설 케이블의 총연장 거리는 13.2m 이내에서 사용하십시오.

ㆍ증설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주회로(고전압, 대전류)선과는 함께

배선하거나 근접시키지 마십시오.

ㆍ증설 단수는 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하십시오.

ㆍ증설 베이스 모듈에 Q5□B/Q6□B와 QA6□B, QA1S6□B를 함께 사

용하는 경우, Q5□B/Q6□B를 접속한 후에 QA6□B, QA1S6□B를

접속하십시오. 증설 단수는 Q5□B/Q6□B부터 순서대로 설정하십시

오. Q5□B, Q6□B의 접속 순서에 제약은 없습니다.

ㆍ증설 베이스 QA6□B, QA1S6□B는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를 A

시리즈 모듈의 관리 CPU로 설정한 경우에 증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프로세스 CPU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설할 수 없습니다.

ㆍ증설 베이스로 Q6□RB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ㆍ증설 케이블은 베이스 모듈 증설 케이블 커넥터의 OUT에서 다음 단

증설 베이스 모듈의 IN에 접속하십시오.

ㆍ모듈을 66모듈 이상 장착하면 에러“SP.UNIT LAY ERR.(에러 코드：

2124)”가 됩니다.(1호기의 CPU 모듈을 포함한 장착 장수)

ㆍ“CPU 설정수”는 GX Developer의 “CPU 장수”에서 설정한 CPU 모

듈의 장수를 나타냅니다.

ㆍPC CPU 모듈은 2슬롯을 점유합니다. 따라서 PC CPU 모듈을 사용

한 경우, 최대 입출력 모듈 장착 장수는 표에 기재되어 있는 값보다

1이 작은 값이 됩니다.

CPU 호기 번호

CPU 모듈 1：1호기,

CPU 모듈 2：2호기,

CPU 모듈 3：3호기,

CPU 모듈 4：4호기

최대 증설 단수 증설 7단

최대 입출력

모듈 장착 장수
65 －(CPU 설정수)

사용 가능한 기본

베이스 모듈 형명
Q38RB

사용 가능한 증설

베이스 모듈 형명

전원 모듈

불필요 타입
Q52B, Q55B

이중화 전원 모듈

장착 타입
Q68RB

사용 가능한 증설

케이블 형명

QC05B, QC06B, QC12B, QC30B,

QC50B, QC100B

사용 가능한 전원

모듈 형명
Q64RP, Q63RP

주의 사항

ㆍ증설 케이블의 총연장 거리는 13.2m 이내에서 사용하십시오.

ㆍ증설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주회로(고전압, 대전류)선과는 함께

배선하거나 근접시키지 마십시오.

ㆍ증설 단수는 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하십시오.

ㆍ증설 베이스 모듈에 Q5□B/Q6□RB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Q5□B,

Q6□RB의 접속 순서에 제약은 없습니다.

ㆍ증설 베이스 모듈에 QA6□B, QA1S6□B, Q6□B는 접속할 수 없습

니다.

ㆍ증설 케이블은 베이스 모듈 증설 케이블 커넥터의 OUT에서 다음 단

증설 베이스 모듈의 IN에 접속하십시오.

ㆍ모듈을 66모듈 이상 장착하면 에러“SP.UNIT LAY ERR. ”(에러 코드

：2124)가 됩니다.(1호기의 CPU 모듈을 포함한 장착 장수)

ㆍ“CPU 설정수”는 GX Developer의 “CPU 장수”에서 설정한 CPU 모

듈의 장수를 나타냅니다.

ㆍ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Q3□RB) 사용 시는 GOT를 버스로 접속할

수 없습니다.

ㆍ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Q3□RB) 사용 시는 모션 CPU, PC CPU

모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각 슬롯에 32점 모듈을 장착한 경우
Q38RB(8슬롯 점유)

……슬롯 번호

……입출력 번호

이중화
전원 모듈

CPU 모듈 4
CPU 모듈 3

CPU 모듈 2
CPU 모듈 1

■ 증설 베이스 모듈………각 슬롯에 32점 모듈을 장착한 경우

(5슬롯 점유)
증설
1단

Q68RB(8슬롯 점유)

Q68RB(8슬롯 점유)

Q68RB(8슬롯 점유)

증설
2단

증설
3단

증설
4단

증설
5단

증설
6단

증설
7단

Q68RB(8슬롯 점유)

Q68RB(8슬롯 점유)

Q68RB(8슬롯 점유)

1.6.4 시스템 구성



(3)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Q3□SB) 사용 시

주변기기의 구성

베이식 모델 Q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를 사용한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주변기기의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베이식 모델 QCPU 사용 시

*：시스템 구성에 따라 사용 가능한 버전이 다릅니다.

멀티 CPU 시스템 구성 시, 모션 CPU 또는 PC CPU 모듈과 주변

기기와의 접속에 대해서는 각 CPU 모듈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

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사용 시

1. 멀티 CPU 시스템 구성 시, 모션 CPU 또는 PC CPU 모듈과

주변기기와의 접속에 대해서는 각 CPU 모듈의 매뉴얼을 참

하십시오.조
2. 멀티 CPU 시스템 구성 시, GX Developer를 인스톨한 PC를

모션 CPU에 접속한 경우, GX Developer에서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및 프로세스 CPU와 교신할 수 없습니다.

1.6 멀티 CPU 시스템

■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각 슬롯에 32점 모듈을
장착한 경우Q35SB (5슬롯 점유)

……슬롯 번호

……입출력 번호

슬림 타입
전원 모듈

CPU 모듈 3
CPU 모듈 2

CPU 모듈 1

CPU 호기 번호

CPU 모듈 1：1호기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CPU 모듈 2：2호기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CPU 모듈 3：3호기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최대 증설 단수 증설 불가능

최대 입출력

모듈 장착 장수

Q32SB 3－(CPU 설정수)

Q33SB 4－(CPU 설정수)

Q35SB 6－(CPU 설정수)

사용 가능한 기본

베이스 모듈 형명
Q32SB, Q33SB, Q35SB

사용 가능한 전원

모듈 형명
Q61SP

주의 사항

ㆍ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을 사용하여 멀티 CPU 시스템을 구성하

는 경우, 사용 가능한 CPU 모듈은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뿐입니

다.

ㆍ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은 증설용 케이블 커넥터가 없습니다.

증설 베이스 모듈을 접속하거나 GOT를 버스로 접속할 수 없습니다.

ㆍCPU 모듈의 소비 전류가 전원 모듈(Q61SP)의 정격 출력 전류를 초

과하므로, CPU 모듈을 4대 장착할 수 없습니다.

ㆍ“CPU 설정수”는 GX Developer의 “CPU 장수”에서 설정한 CPU 모

듈의 장수를 나타냅니다.

■ 베이식 모델 QCPU

■ PC(GX Developer, GX Configurator) ● RS-232 케이블

■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 메모리 카드 *1

■ PC(GX Developer,
GX Configurator) *3

● RS-232
케이블

● 메모리 카드 *1 ● PC 카드
어댑터

● USB
케이블 *2

■ 프로그래밍 모듈,
접속 케이블 * *4, 5

*1：ATA 카드는 GX Developer 이외의 제품을 사용하여 포맷하지

마십시오.
*2：Q02CPU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시스템 구성에 따라 사용 가능한 버전이 다릅니다.
*4：프로그래밍 모듈(EPU01), 접속 케이블(EPU20R2CBL)에 대해

서는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5：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4012” 이후인 하이 퍼포먼스 모

델 QCPU에 “고속 인터럽트 고정 스캔 간격”을 설정하면 프로

그래밍 모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포인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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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CPU 사용 시

*1： ATA 카드는 GX Developer 이외의 제품을 사용하여 포맷하지

마십시오.
*2：시스템 구성에 따라 사용 가능한 버전이 다릅니다.

1. 멀티 CPU 시스템 구성 시, 모션 CPU 또는 PC CPU 모듈과

주변기기와의 접속에 대해서는 각 CPU 모듈의 매뉴얼을 참

하십시오.조

2. 멀티 CPU 시스템 구성 시 GX Developer를 인스톨한 PC를

모션 CPU에 접속한 경우, GX Developer에서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및 프로세스 CPU와 교신할 수 없습니다.

구성 가능한 기기,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구성 가능한 기기 및 사용 가능

한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멀티 CPU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CPU 모듈

CPU 모듈의 형명, 기능 버전에 따라 제약이 있습니다.

각 CPU 모듈의 제약에 대해 나타냅니다.

*1：Q00JCPU는 멀티 CPU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모션 CPU를 사용하는 경우, 본체 OS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하

십시오.

*3：베이식 모델 QCPU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PC CPU 모듈용 버
스 인터페이스 드라이버 소프트웨어(PPC-DRV-01) 버전
1.07 이후를 사용하십시오.

*4：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와 PC CPU 모듈을 조합하여 사용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모션 CPU를
사용하십시오.

ㆍ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기능 버전 B로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3051” 이후인 제품

ㆍ모션 CPU：시리얼 No.의 상위 1자리가
Q172CPU…“H” 이후인 제품

Q173CPU…“G” 이후인 제품

*5：프로세스 CPU, 모션 CPU, PC CPU 모듈을 조합하여 사용하
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션 CPU를 사용하십시오.
ㆍ모션 CPU：시리얼 No.의 상위 1자리가

Q172CPU…“H” 이후인 제품
Q173CPU…“G” 이후인 제품

●멀티 CPU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

트 기능 모듈

(1) 사용 가능한 입출력 모듈

입출력 모듈(QX□, QY□)은 모두 멀티 CPU 시스템에 대

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호기를 관리 CPU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용 가능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a)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멀티 CPU 시스템에서 사

용하는 경우에는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기능 버

B 이후를 사용하십시오.전

기능 버전 B 이후의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은 모든

호기를 관리 CPU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b) Q 시리즈 대응 고속 카운터 모듈(QD62, QD62D,

QD62E)은 기능 버전 A부터 멀티 CPU 시스템에 대

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호기를 관리 CPU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c) Q 시리즈 대응 인터럽트 모듈(QI60)에는 기능 버전

이 없지만, 멀티 CPU 시스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호기를 관리 CPU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d) 기능 버전 A의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은 1호기를 관

리 CPU로 설정한 경우에 멀티 CPU 시스템에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등으로 외부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은 관리 CPU 뿐입니다.

(MELSECNET/H,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등으

로 외부에서 비관리 CPU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1호기 이외를 관리 CPU로 설정한 경우에는

"SP.UNIT VER.ERR(에러 코드：2150)"가 되어 멀

티 CPU 시스템은 기동되지 않습니다.

(3) 관리 모듈, 관리 외 모듈의 액세스 범위

멀티 CPU 시스템에서는 PLC 파라미터의 멀티 CPU 설

정의 “그룹 이외의 입출력 설정”을 설정하면, 관리 외 모

듈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6 멀티 CPU 시스템

■ 프로세스 CPU

● 메모리 카드 *1

● RS-232
케이블

■ PC(GX Developer, GX
Configurator, PX Developer) *2

● 메모리 카드 *1 ● PC 카드
어댑터

● USB
케이블

CPU 모듈 형 명 제 약

베이식 모델

QCPU*1
Q00CPU, Q01CPU 기능 버전 B 이후

하이퍼포먼

스 모델 QCPU

Q02CPU, Q02HCPU,

Q06HCPU,

Q12HCPU,

Q25HCPU

기능 버전 B 이후

프로세스 CPU
Q12PHCPU,

Q25PHCPU

기능 버전에 따른 제약

없음

이중화 CPU
Q12PRHCPU,

Q25PRHCPU
사용 불가능

모션 CPU *2

Q172CPU, Q173CPU,

Q172CPUN, Q173CPUN,

Q172HCPU, Q173HCPU
각 CPU 모듈의 매뉴얼

을 참조하십시오.
PC CPU 모듈

* * *3, 4, 5

PPC-CPU686(MS)-64,

PPC-CPU686(MS)-128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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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모듈 교환이 가능한 모듈

(1) 사용 가능한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프로세스 CPU를 포함한 멀티 CPU 시스템 구성의 경우,

온라인 모듈 교환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이 가능한 모듈은 프로세스 CPU가 관

리하고 있는 모듈입니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모

션 CPU, PC CPU 모듈이 관리하고 있는 모듈은 온라인

모듈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이 가능한 모듈을 나타냅니다.

(2) 사용 가능한 CPU 모듈
프로세스 CPU에서 온라인 모듈 교환을 하는 경우, 아래

표의 CPU 모듈을 사용하여 멀티 CPU 시스템을 구축합

니다.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1) 사용 가능한 GX Developer, PX Developer

멀티 CPU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GX Developer, PX

Developer의 버전을 나타냅니다.

*2：Q00JCPU는 멀티 CPU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사용 가능한 GX Configurator

멀티 CPU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GX Configurator의

버전을 나타냅니다.

*1：Q64AD-GH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Version 1.13P 이후를 사용
하십시오.

*2：Q62AD-DGH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Version 1.14Q 이후를 사
용하십시오.

*3：Q62DA-FG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Version 1.14Q 이후를 사용
하십시오.

*4：QD60P8-G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Version 1.14Q 이후를 사용
하십시오.

*5：Q64TDV-GH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Version 1.13P 이후를 사
용하십시오.

*6：Q64RD-G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Version 1.17T 이후를 사용하
십시오.

*7：QJ71CMO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Version 1.10L 이후를 사용하
십시오.

*8：Q62HLC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Version 1.20W 이후를 사용하
십시오.

*9：QD75MH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Version 2.20W 이후를 사용하

십시오.
*10：Q62DAN, Q64DAN, Q68DAVN, Q68DAIN의 형명은 Version

2.03 이후에 선택 가능합니다.

이전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N”이
없는 형명을 선택하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 멀티 CPU 시스템

*1：PX Developer 사용 시, GX Developer는 Version 7.12N 이후
를 사용하십시오.

제약

입력 모듈

제한 없음출력 모듈

입출력 혼합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모듈

기능 버전 C 이후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모듈

온도 입력 모듈

온도 조절 모듈

루프 컨트롤 모듈

펄스 입력 모듈

CPU 모듈 형 명
기능 버전

/시리얼 No.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Q02CPU, Q02HCPU,

Q06HCPU, Q12HCPU,

Q25HCPU

시리얼 No. 상위 5자리

가 “04012” 이후

프로세스 CPU
Q12PHCPU,

Q25PHCPU

기능 버전에 따른 제약

없음

모션 CPU

Q172CPU 버전 P 이후

Q173CPU 버전 N 이후

Q172CPUN, Q172HCPU

Q173CPUN, Q173HCPU
버전 A 이후

PC

CPU 모듈

PPC-CPU686(MS)-64,

PPC-CPU686(MS)-128

버스 인터페이스

드라이버

(PPC-DRV-01)

버전 1.05 이후

QCPU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버전

베이식 모델

QCPU*2
Version 8.00 A 이후

사용 불가능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Version 6.00 A 이후

프로세스 CPU Version 7.10 L 이후 *1 Version 1.00A

이후

모듈 종류

제품명 버전

베이식

모델

Q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QCPU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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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 DeveloperGX Developer

Version 1.10L이후 * *1, 2

Version 1.10L이후 * *3, 10

Version 1.10L이후

Version 1.10L이후 * 4

Version 1.10L이후 * *5, 6

Version 1.10L이후 * 8

Version 1.10L이후

Version 2.10L이후 * 9

Version 1.10L이후
Version 1.13P이후

SW0D5C-QADU 20C이후 * *1, 2

SW0D5C-QDAU 20C이후 * *3, 10

SW0D5C-QSCU 20C이후 * 7

SW0D5C-QCTU 20C이후 * 4

Version 1.00A이후 * *5, 6

SW0D5C-QCTU 00A이후 * 8

SW0D5C-QFLU 00A이후

Version 2.00A이후 * 9

Version 1.00A이후
Version 1.13P이후

Version 1.13P이후 * *1, 2

Version 1.13P이후 * *3, 10

Version 1.13P이후

Version 1.13P이후 * 4

Version 1.13P이후 * 6

Version 1.13P이후 * 8

Version 1.13P이후

Version 2.13P이후 * 9

Version 1.13P이후
Version 1.13P이후



●장착 장수에 제약이 있는 모듈

모듈의 종류에 따라 장착 장수나 기능에 제약이 있습니다.

모션 CPU, PC CPU 모듈 1대당 장착 장수의 제한에 대해서

는 각 CPU 모듈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1) 베이식 모델 QCPU 사용 시

*1：기능 버전 B 이후의 제품이 사용 가능합니다.
*2：인터럽트 포인터를 설정하지 않은 인터럽트 모듈의 장수를 나

타냅니다.
인터럽트 포인터를 설정한 경우에는 장착 장수에 제한이 없습

니다.

(2)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사용 시

*3：GX Developer에서 CC-Link용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제어할 수 있는 것은 QCPU 1대당 4장, 1시스템당 16장까지입
니다. CC-Link의 전용 명령에 의해 파라미터를 설정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장착 장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4：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를 관리 모듈로 설정한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프로세스 CPU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6 멀티 CPU 시스템

품 명 형 명
1시스템당 장착

장수 제한

QCPU

1대당 장착

장수 제한

Q 시리즈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QJ71BR11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PLC 간 네트워크에

서 합계 4장까지

(다만 PLC간 네트워

크에서 1장만

QCPU에서 관리할

수 있음)

PLC 간 네트

워크에서 1장

만

Q 시리즈

Ethernet

인터페이스

모듈

QJ71E71-B2

QJ71E71-B5

QJ71E71-100

1장만

(QCPU에서만 관리

가능)

1장만

Q 시리즈

CC-Link

시스템

마스터ㆍ

로컬 모듈

QJ61BT11N

10장까지 *1

(다만 QCPU에서 관

리할 수 있는 것은

2장까지)

2장까지
*1

인터럽트 모듈 QI60

3장까지 *2

(다만 1장만 QCPU

에서 관리할 수 있

음)

1장만
*2

Q 시리즈

MELSECNET/H

네트워크

QJ71BR11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PLC 간 네트워크

/리모트 I/O 네트

워크에서 합계 4

장까지

PLC 간 네트워크

/리모트 I/O 네트

워크에서 합계 4

장까지

Q 시리즈

Ethernet

인터페이스

QJ71E71-B2

QJ71E71-B5

QJ71E71-100

4장까지 4장까지

Q 시리즈

CC-Link

시스템

마스터ㆍ

로컬 모듈

QJ61BT11N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3

AnS 시리즈

대응 특수 기능

모듈 *4

A1SJ71PT32-

S3

A1SJ71T32-S3

제한 없음
(다만, 자동 리프

레시 기능 설정

불가능)

제한 없음

(다만, 자동 리프

레시 기능 설정

불가능)

A1SD51S

A1SD21-S1

A1SJ71J92-S3

(GET/PUT 서비

스 사용 시)

합계 6장까지 합계 6장까지

인터럽트 모듈

A1SI61 *4 1장만

1장만
QI60

4장까지

(A1SI61 사용 시

는 3장까지)

품 명 형 명
1시스템당 장착

장수 제한

QCPU

1대당 장착

장수 제한

1.6.4 시스템 구성



CPU 모듈의 장착 위치

●베이식 모델 QCPU의 경우

(1) 베이식 모델 QCPU의 장착 위치

베이식 모델 QCPU는 기본 베이스 모듈의 CPU 슬롯(전

원 모듈의 오른쪽 슬롯)에 1대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2) 모션 CPU의 장착 위치
모션 CPU는 베이식 모델 QCPU 오른쪽의 슬롯0에 1대

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슬롯0 이외에는 장착할 수 없습

니다.)

(3) PC CPU 모듈의 장착 위치

PC CPU 모듈은 CPU 모듈의 오른쪽에 1대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PC CPU 모듈의 오른쪽에는 어느 CPU 모듈도 장착할

수 없습니다.)

(a) 모션 CPU를 장착하는 경우

슬롯1, 2에 PC CPU 모듈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b) 모션 CPU를 장착하지 않는 경우

슬롯0, 1에 PC CPU 모듈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4)“CPU(빈 슬롯)”의 설정

장래의 CPU 모듈 추가용으로 빈 슬롯을 준비해 놓을 수

있습니다.

CPU 장수 설정에서 빈 슬롯을 포함한 장수를 설정하고,

빈 슬롯으로 하고자 하는 슬롯의 종류를 “CPU(빈 슬롯)”

로 설정합니다.
(a) 모션 CPU를 장래에 추가하는 경우

슬롯0을 “CPU(빈 슬롯)”로 설정합니다.

(b) PC CPU 모듈을 장래에 추가하는 경우

ㆍ모션 CPU를 장착하는 경우

슬롯1을 “CPU(빈 슬롯)”로 설정합니다.

베이식 모델 QCPU는 CPU 모듈과 CPU 모듈 간에도 “CPU(빈

슬롯)”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식 모델 QCPU와 PC CPU 모듈을 사용하는 시스템

에서 장래에 모션 CPU를 추가하는 경우, PC CPU 모듈의 호기

번호가 변하지 않으므로 프로그램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1：CPU 장수는 PLC 파라미터의 멀티 CPU 설정에서 설정한 값

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PC CPU 모듈은 2슬롯을 점유합니다.

*3：장래에 슬롯0에 PC CPU 모듈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슬롯1에

모듈을 장착하지 마십시오.
*4：장래에 슬롯1에 PC CPU 모듈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슬롯2에

모듈을 장착하지 마십시오.

1.6 멀티 CPU 시스템
1.6.5 멀티 CPU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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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의 경우

(1)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의 장착 위치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프로세스 CPU는 기본 베이

스 모듈의 CPU 슬롯(전원 모듈의 오른쪽 슬롯)부터 순

서대로 슬롯2까지 최대 4대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2) 모션 CPU의 장착 위치

모션 CPU는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프로세스 CPU

의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슬롯2까지 최대 3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모션 CPU의 오른쪽에는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프

로세스 CPU를 장착할 수 없습니다.)

(3) PC CPU 모듈의 장착 위치

PC CPU 모듈은 CPU 모듈 오른쪽에 1장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PC CPU 모듈의 오른쪽에는 어느 CPU 모듈도 장착할

수 없습니다.)

(4)“CPU(빈 슬롯)”의 설정

장래의 CPU 모듈 추가용으로 빈 슬롯을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CPU 장수 설정에서 빈 슬롯을 포함한 장수를 설정하고,

PLC 파라미터의 I/O 할당 설정에서 설정한 장수의 제일

오른쪽 슬롯부터 종류를 “CPU(빈 슬롯)”로 설정합니다.

예) 멀티 CPU 설정에서 CPU 장수를 4장으로 설정하고,

2장의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와 1장의 모션

CPU를 장착하는 경우

CPU 슬롯과 슬롯0에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를

슬롯1에 모션 CPU를 장착하고 슬롯2를 빈 슬롯으

로 합니다.

다만 “CPU(빈 슬롯)”는 CPU 모듈의 오른쪽에 설정

합니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를 사용하는 경우,

CPU 모듈과 CPU 모듈 간에는 “CPU(빈 슬롯)”를 설정할 수 없

습니다.

따라서 PC CPU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모션 CPU를 추가하는 경우, PC

CPU 모듈의 오른쪽에는 CPU 모듈을 장착할 수 없으므로 PC

CPU 모듈을 오른쪽으로 옮겨 놓고 CPU 모듈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1：CPU 장수는 PLC 파라미터의 멀티 CPU 설정에서 설정한 값

나타내고 있습니다.을
*2：PC CPU 모듈은 2슬롯을 점유합니다.

1.6 멀티 CPU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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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모듈의 호기 번호

(1) 호기 번호의 할당

호기 번호는 멀티 CPU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CPU 모듈을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CPU 슬롯

을 1호기, 1호기에서 오른쪽으로 2호기, 3호기,

4호기의 순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베이식 모델 QCPU는 3호기까지 밖에 CPU 모듈을 장착

할 수 없으므로 4호기는 없습니다.

입출력 번호의 할당

멀티 CPU 시스템에는 CPU 모듈이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

트 기능 모듈과 교신하기 위한 입출력 번호와 CPU 모듈 간

에 교신하기 위한 입출력 번호가 있습니다.

■각종 모듈의 입출력 번호 할당

멀티 CPU 시스템에서는 입출력 번호 00 의 위치(슬롯)가

싱글 CPU 시스템과 다릅니다.

다만 입출력 번호의 할당 순서, 각 슬롯의 입출력 번호, 빈

슬롯의 입출력 번호 등은 싱글 CPU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H

●입출력 번호“00 ”의 위치H

(1) CPU 모듈의 점유 슬롯
멀티 CPU 시스템에서는 PLC 파라미터의 멀티 CPU 설

정에서 설정한 장수 만큼의 슬롯을 CPU 모듈이 점유합

니다.

(2)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장착 위치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은 CPU 모듈이 점유

한 슬롯의 오른쪽부터 장착합니다.

(3) PC CPU 모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CPU 모듈의 오른쪽에 장착한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00 ”로 하고, 오른쪽에 순서대로 이어진

번호로 할당.

H

(예) CPU 장수를 2대로 설정한 경우

(4) PC CPU 모듈을 사용한 경우

PC CPU 모듈은 2슬롯을 점유합니다. 2슬롯 가운데 오

른쪽의 1슬롯이 빈 슬롯으로 취급됩니다..(디폴트로 빈

슬롯 16점이 점유됩니다.). 따라서 PC CPU 모듈 오른

쪽 슬롯의 입출력 번호는 “10 ”가 됩니다.(PLC 파라미

터의 I/O 할당에서 빈 슬롯을 0점으로 설정하면, 선두 입

출력 번호를 “00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

H

(예) CPU 장수를 3대로 설정한 경우

1. 멀티 CPU 설정에서 설정한 장수보다 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

착하는 CPU 모듈이 적은 경우, 비어 있는 슬롯을 “CPU(빈

슬롯)”로 설정하십시오.

2. 멀티 CPU 시스템의 입출력 번호는 GX Developer의 시스템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CPU 모듈의 입출력 번호

멀티 CPU 시스템에서는 장착되어 있는 CPU 모듈을 지정하

므로, 각 CPU 모듈에 입출력 번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CPU 모듈의 입출력 번호는 장착된 슬롯에 고정되어 있어

PLC 파라미터의 I/O 할당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멀티 CPU 시스템을 구성한 경우의 각 CPU 모듈에 할당할

수 있는 입출력 번호를 나타냅니다.

1.6 멀티 CPU 시스템

주1.80

CPU 슬롯：1호기

슬롯0 ：2호기

슬롯1 ：3호기

슬롯2 ：4호기

슬롯 번호

호기 번호

슬롯 번호

입출력 번호：00H

슬롯 번호

CPU 장수(3대) 빈 슬롯
(00 ~0F 점유)H H

CPU

모듈의

장착 위치

CPU 슬롯 슬롯0 슬롯1
슬롯2

선두 입출력

번호

주1.81

베이직

주1.80

베이직

주1.80

베이직

주1.81

1.6.5 멀티 CPU 시스템

비 고



CPU 모듈의 입출력 번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ㆍCPU 모듈 간에 교신할 때* 1

ㆍMC 프로토콜로 교신 상대 CPU 모듈을 지정할 때*2

*1：각 CPU 모듈 간에서의 교신에 대해서는 1.6.6 항목을 참조하

십시오.
*2：MC 프로토콜에 의한 QCPU의 교신에 대해서는 “Q 대응

MELSEC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레퍼런스 매뉴얼”를 참조하

십시오.

베이식 모델 QCPU를 사용한 경우, 슬롯1(3E20 )까지만

사용합니다.

H

CPU 모듈과 각종 모듈의 액세스 범위

■관리 모듈과의 액세스 범위

CPU 모듈은 싱글 CPU 시스템과 같이 관리 모듈의 입출력

리프레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버퍼메모리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관리 외 모듈과의 액세스 범위

CPU 모듈은 PLC 파라미터의 설정에 의해 관리 외 모듈 입

력(X)의 ON/OFF 데이터와 타호기 CPU 출력(Y)의 ON/OFF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타호기를 관리하고 있는 입력 모듈/입출력 혼합 모듈/인텔

리전트 기능 모듈의 ON/OFF 데이터를 자호기의 인터록으

로 사용하거나, 타호기가 제어하고 있는 외부 기기에 대한

출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 외 모듈인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버퍼메모리의

내용을 PLC 파라미터의 설정에 관계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관리 CPU는 관리 외 모듈이 되는 출력 모듈/입출력

혼합 모듈/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에 ON/OFF 데이터를 출력

하거나,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버퍼메모리에 쓸 수 없습니

다.

멀티 CPU 시스템의 관리 외 모듈에 대한 액세스 범위를 나

타냅니다.

●입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로부터의 입력(X)의 수신

타호기가 관리하고 있는 입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로

부터의 입력의 수신 가능 여부는 PLC 파라미터의 멀티 CPU

설정의 “그룹 이외의 입출력 설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1) “All CPUs can read all inputs”를 설정하였을 때

(a) 시퀀스 프로그램 연산 시작 전의 입력 리프레시에

의해, 타호기가 관리하고 있는 입력 모듈, 인텔리전

트 기능 모듈에서 ON/OFF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또한, 다이렉트 액세스 입력(DX)에 의해 입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에서 ON/OFF 데이터를 수신

할 수도 있습니다.

(b) 입력(X)은 기본 베이스 모듈, 증설 베이스 모듈에

장착되어 있는 아래의 모듈에 대해서 수신합니다.

*1：입출력 혼합 모듈의 QX48Y57에 대해서 입력(X)을 수신하는

경우, 출력 부분에 할당할 수 있는 Xn8~XnF의 부분은 전체 접

점 OFF 시에 입력(X)을 수신합니다.

*2：출력 모듈에 대해서 입력(X)을 수신하는 경우, 전체 접점 OFF

시에 입력(X)을 수신합니다.

1.6 멀티 CPU 시스템

그룹 이외의 입출력 설정
I/O sharing when using
Multiple CPUs：
“All CPUs can read all
inputs” 설정

All CPUs can read all
inputs:
“

”설정
Not all CPUs can read all inputs"

setting

자동
리프레시에
의한 수신 가능

다이렉트
액세스 입력에
의한 수신 가능

슬롯 번호

입력출력입력 출력

슬롯 점수 16점

관리 CPU 설정

자동 리프레시에 의한 수신 가능

16점 16점 16점

액세스 대상

그룹 이외의 입출력 설정

입력(X)

출력(Y)
읽기

쓰기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버퍼메모리

읽기

쓰기

○：액세스 가능  ×：액세스 불가능

PLC 파라미터의

I/O 할당 종류

설정

장착 모듈

없음

입력 모듈

고속 입력 모듈

입출력 혼합 모듈*1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입력

고속 입력

입출력 혼합

입력 모듈

고속 입력 모듈

출력 모듈*2

입출력 혼합 모듈*1

인텔리전트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금지

(체크 안함)

허가

(체크 표시)

입력(X)의 ON/OFF를
수신한다

전체 접점 OFF로서
입력(X)을 수신한다

QX48Y57에서의 입력(X)의 수신

베이직

주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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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빈 슬롯, MELSECNET/H, CC-Link 등 리모트국의

입력은 수신할 수 없습니다.

MELSECNET/H, CC-Link 등의 리모트국에 대한

입력의 ON/OFF 정보를 타호기에서 사용하는 경우,

CPU 공유 메모리의 자동 리프레시를 사용하십시오.

(2)“Not all CPUs can read all Inputs”로 설정하였을 때

타호기가 관리하고 있는 입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

듈에서 ON/OFF 데이터를 수신할 수 없습니다.(OFF 상

태가 됩니다.)

●출력(Y)의 수신

타호기가 관리하고 있는 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에 대한 출력의 수신 가능 여부는, PLC 파라미터의 멀티

CPU 설정의 “그룹 이외의 입출력 설정”의 설정 여부에 따

라 정해집니다.

(1)“All CPUs can read all outputs”를 설정하였을 때

(a) 시퀀스 프로그램 연산 시작 전의 출력 리프레시에

의해 타호기가 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에

출력하고 있는 ON/OFF 데이터를 자호기의 출력(Y)

으로 수신합니다.

(b) 출력(Y)은 기본 베이스 모듈, 증설 베이스 모듈의

다음 슬롯에 장착되어 있는 모듈에 서 수신합니다.

(c) 빈 슬롯, MELSECNET/H, CC-Link 등 리모트국의

출력은 수신할 수 없습니다.

MELSECNET/H, CC-Link 등의 리모트국에 대한

출력의 ON/OFF 정보를 타호기에서 사용하는 경우,

CPU 공유 메모리의 자동 리프레시 시에 리모트국

에 대한 출력의 ON/OFF 정보를 타호기에 송신하십

시오.

타호기가 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에 출력하고

있는 ON/OFF 데이터를 자호기의 출력(Y)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OFF 상태를 유지합니다.)

(2)“Not all CPUs can read all outputs”를 설정

관리 외 모듈에 ON/OFF 데이터를 출력할 수 없습니다.

●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에 대한 출력

시퀀스 프로그램 등으로 타호기가 관리하고 있는 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출력을 ON/OFF한 경우, QCPU 내

부에서는 ON/OFF되지만 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에는 출력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버퍼메모리에 대한 액세스

(1) 버퍼메모리 읽기
아래의 명령을 사용하여 타호기가 관리하고 있는 인텔리

전트 기능 모듈의 버퍼메모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ㆍFROM 명령

ㆍ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디바이스

(U□\G□)를 사용한 명령

1.6 멀티 CPU 시스템

그룹 이외의 입출력 설정
sharing when using
Multiple CPUs：
“All CPUs can read all
outputs”를 설정
All CPUs can read all
output：

“Not all CPUs can
read all outputs”를
설정

자동 리프레시에 의한
수신 가능

슬롯 번호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슬롯 점수 16점

관리 CPU 설정

자동 리프레시에 의한
수신 가능

16점 16점 16점

PLC 파라미터의

I/O 할당의 종류 설정
장착 모듈

없음

출력 모듈

입출력 혼합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출력

입출력 혼합

입력 모듈

출력 모듈

입출력 혼합 모듈

인텔리전트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ON/OFF 가능 ON/OFF 불가능

슬롯 번호

입력 입력출력

슬롯 점수 16점

관리 CPU 설정

출력

16점 16점 16점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슬롯 번호

관리 CPU 설정

버퍼메모리의 읽기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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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퍼메모리에 대한 쓰기

아래와 같은 명령을 타호기가 관리하고 있는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버퍼메모리에 대해 쓸 수 없습

니다.

사용하면

ㆍTO 명령

ㆍ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디바이스

(U□\G□)를 사용한 명령

ㆍ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전용 명령

타호기가 관리하고 있는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에 쓰면

“SP.UNIT ERROR(에러 코드：2116)”가 됩니다.

GX Developer의 액세스 범위

●QCPU에 대한 액세스

GX Developer를 접속한 QCPU에 대해서 파라미터ㆍ프로그

램의 읽기/ 모니터,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GX Developer를 접속한 QCPU를 경유하여 타호기의 QCPU

에 액세스하는 경우, GX Developer의 접속 상대 지정의 멀

티 CPU 설정에서 대상 호기를 지정합니다.

쓰기 및

●관리 모듈, 관리 외 모듈과의 액세스

GX Developer를 접속한 QCPU의 관리 모듈, 관리 외 모듈

에 관계없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대의 QCPU에 GX Developer를 접속하면, 멀티 CPU 시스

템의 QCPU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모듈에 대해서 모니터,

테스트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MELSECNET/H, Ethernet 등의 동일 네트워크상의

다른 국 QCPU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국의 GX Developer에서의 액세스

동일 네트워크상의 다른 국에 접속되어 있는 GX Developer

에서 멀티 CPU 시스템의 모든 QCPU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1.6 멀티 CPU 시스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슬롯 번호

관리 CPU 설정

버퍼메모리에 대해서
쓸 수 없습니다

버퍼메모리에 대해서 쓸 수 없습니다

슬롯 번호

관리 CPU 설정

CPU 모듈1과 액세스 가능

QCPU에 대한 액세스(대상 CPU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슬롯 번호

호기 번호

2호기와
액세스한다

2호기를 지정한다

QCPU에 대한 액세스(대상 CPU를 지정하는 경우)

슬롯 번호

관리 CPU 설정

액세스 가능

국번2(일반국) 국번3(일반국)

관리 CPU 설정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국번1(관리국)

관리 CPU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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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리셋 시의 동작

멀티 CPU 시스템에서는 1호기 CPU 모듈의 리셋에 의해 시

스템 전체를 리셋할 수 있습니다.

1호기의 CPU 모듈을 리셋하면, 1호기 이외의 CPU 모듈, 입

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도 모두 리셋됩니다.

여러 멀티 CPU 시스템의 CPU 모듈이 정지 에러 상태인 경

우에는, 1호기의 CPU 모듈을 리셋하거나 PLC 전원을 재기

동(전원의 ON→OFF→ON)하여 복구하십시오.

(정지 에러가 되어 있는 1호기 이외의 CPU 모듈을 리셋하면

복구되지 않습니다.)

(예)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의 경우

1. 멀티 CPU 시스템에서는 1호기 이외의 CPU 모듈을 개별적으

로 리셋할 수 없습니다.

멀티 CPU 시스템의 운전 중에 1호기 이외의 여러 CPU 모듈

을 리셋하면, 타호기가 “MULTI CPU DOWN(에러 코드：

7000)”되어, 멀티 CPU 시스템 전체가 정지됩니다.

다만 1호기 이외의 CPU 모듈의 리셋 타이밍에 따라서는

“MULTI CPU DOWN(에러 코드：7000)” 이외의 에러로 인해

타호기의 CPU 모듈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PLC 파라미터의 멀티 CPU 설정의 동작 모드(n호기의 에러

시에 모든 호기 정지/속행) 설정에 관계없이 1호기 이외의

CPU 모듈을 리셋하면 “MULTI CPU DOWN(에러 코드：

7000)”이 됩니다.

CPU 모듈 정지 에러 시의 동작

멀티 CPU 시스템에서는 1호기의 CPU 모듈이 정지 에러가

되었을 때와 1호기 이외의 CPU 모듈이 정지 에러가 되었을

때는 시스템 전체의 동작이 다릅니다.

●1호기가 정지 에러가 되었을 때

(1) 1호기의 CPU 모듈이 정지 에러가 되면, 1호기 이외의

CPU 모듈은 모두 정지 에러인 “MULTI CPU DOWN(에

러 코드：7000)”이 되어 멀티 CPU 시스템은 정지됩니

다.

●1호기 이외가 정지 에러가 되었을 때

1호기 이외의 CPU 모듈이 정지 에러가 되었을 때, 시스템

전체가 정지될 것인지의 여부는 멀티 CPU 설정의 “동작 모

드”의 설정에 따릅니다.

디폴트는 “정지 에러 시에 모든 호기 정지”로 설정되어 있습

니다.

각 CPU 모듈에서 정지 에러 발생 시에 모든 호기를 정지시

키지 않게 하고 싶은 경우, 모든 호기의 “

”의 체크 마크를 제거하십시오.

All station stop by

stop error of PLC 'n'

(1)“All station stop by stop error of PLC 'n'”을 설정한

경우

“ '”으로 설정된

CPU 모듈에서 정지 에러가 발생되면, 타호기의 CPU 모

듈은 모두 정지 “MULTI CPU DOWN(에러 코드：

7000)”이 되어 멀티 CPU 시스템은 정지합니다.

All station stop by stop error of PLC 'n

에러인

(2)“Not all station stop by stop error of PLC 'n'” 설

정한 경우

을

“ ”으로 설

정된 CPU 모듈에서 정지 에러가 발생되면, 타호기의

CPU 모듈은 모두 속행 “MULTI CPU ERROR(에

러 코드：7020)”가 되어 운전을 계속합니다.

Not all station stop by stop error of PLC 'n'

에러인

●시스템 복구 순서

시스템은 다음의 순서로 복구합니다.

(1) GX Developer의 PLC 진단에서 에러의 호기와 에러 요

인을 확인한다.

(2) 에러 요인을 제거한다.

(3) 1호기 CPU 모듈을 리셋하거나 PLC의 전원의 재기동(전

원의 ON→OFF→ON)한다.

1호기 CPU 모듈을 리셋/PLC 전원 재기동에 의해 멀티 CPU

시스템의 모든 호기가 리셋되어 시스템이 복구됩니다.

1.6 멀티 CPU 시스템

슬롯 번호

호기 번호

멀티 CPU 시스템에서 리셋 불가능
리셋하면 멀티 CPU 시스템의 모든
호기가 “MULTI CPU DOWN”된다.

멀티 CPU 시스템 전체를 리셋 가능

동작 모드
All station stop by stop error of PLC 'n'：
“All station stop by stop error of PLC 'n'”설정
All station stop by stop error of PLC 'n'：
“Not all station stop by stop error of PLC 'n'”

설정

포인트

1.6.5 멀티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에서는 각 CPU 모듈 간에 다음과 같은 방

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읽기/쓰기합니다.

ㆍCPU 공유 메모리를 사용한 자동 리프레시에 의한 교신

각 CPU 모듈 간의 데이터 읽기/쓰기

ㆍCPU 공유 메모리를 사용한 프로그램에 의한 교신

타호기의 QCPU 및 PC CPU 모듈과의 데이터 읽기/쓰기

QCPU에서 모션 CPU의 CPU 공유 메모리 읽기

모션 전용 명령에 의한 QCPU에서 모션 CPU에 대한 제

어 지시

ㆍ멀티 CPU 간 통신 전용 명령

QCPU에서 모션 CPU에 대한 디바이스 데이터 읽기/쓰

기 QCPU에서 모션 CPU, PC CPU 모듈에 대한 이벤트

발행

●각 CPU 모듈 간의 교신

멀티 CPU 시스템에서는 교신 소스, 교신 상대 CPU 모듈의

타입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방법으로 각 CPU 모듈 간에 교

신할 수 있습니다.

모션 CPU, PC CPU 모듈에서의 교신에 대해서는 각 CPU

모듈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1：모션 CPU의 버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명령에 제약이 있습

니다.

CPU 공유 메모리를 사용한 CPU 모듈 간의 교신

본 절에서는 CPU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여 멀티 CPU 시스

템의 CPU 모듈 간에 교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CPU 공유 메모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CPU 공유 메모리

CPU 공유 메모리는 멀티 CPU 시스템의 각 CPU 모듈 간에

데이터를 위해 각 CPU 모듈이 내부에 가지고

있는 메모리입니다.

읽거나 쓰기

CPU 공유 메모리에는 다음의 4종류가 있습니다.

ㆍ자호기 동작 정보 영역

ㆍ시스템 영역

ㆍ자동 리프레시 영역

ㆍ사용자 자유 영역

CPU 공유 메모리의 구성과 CPU 공유 메모리를 사용한 프

로그램에 의한 교신 가능 여부를 아래 그림에 나타냅니다.

●베이식 모델 QCPU의 경우

*1：시스템 영역은 모션 전용 명령으로 교신하는 경우에 사용
합니다. 모션 전용 명령에 사용하는 시스템 영역의 용도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모션 CPU의 프로그래밍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의 경우

*1：시스템 영역은 모션 전용 명령으로 교신하는 경우에 사용

합니다. 모션 전용 명령에 사용하는 시스템 영역의 용도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모션 CPU의 프로그래밍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자호기 동작 정보 영역

(1) 자호기 동작 정보 영역에 저장되는 정보

멀티 CPU 시스템의 경우, 자호기 동작 정보 영역에 다

음과 같은 자호기의 정보가 저장됩니다. * 1

싱글 CPU 시스템의 경우, 모두 0 상태로 변경되지 않습

니다.
*1：모션 CPU에서는 자호기 동작 정보 영역의 5 ~1C 를 사

용하고 있습니다.

H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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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신 소스

CPU

모듈

교신 상대

CPU 모듈

CPU 공유 메모리를

사용한 교신
모션 전용

명령에 의

한 교신*1

멀티

CPU 간

통신 전용

명령에

의한 교신

자동

리프레시

에 의한

교신

프로그램

에 의한

교신

베이식

모델

QCPU

베이식 모델

Q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모션

CPU

PC CPU

모듈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베이식 모델

Q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모션

CPU

PC CPU

모듈

○：교신 가능 ×：교신 불가능 －：조합 불가능

CPU 공유 메모리

자호기 동작 정보 영역

시스템 영역

자동 리프레시 영역

사용자 자유 영역

자호기 타호기

쓰기 읽기

○：교신 가능 ×：교신 불가능

쓰기 읽기

CPU 공유 메모리

자호기 동작 정보 영역

시스템 영역

자동 리프레시 영역

사용자 자유 영역

자호기 타호기

쓰기 읽기

○：교신 가능 ×：교신 불가능

쓰기 읽기

ㆍ모션 전용 명령

1.6.6 CPU 모듈 간의 교신



모션 CPU에서 자호기 동작 정보 영역의 5H~1CH를 읽으
면 “0” 됩니다.이

(2) 자호기 동작 정보 영역 읽기

타호기의 QCPU는 FROM 명령/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디바이스(U□\G□)를 사용한 명령으로 자호기 동작

보 영역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를 갱신하는 읽은

데이터는 모니터용으로 사용하십시오.

정

동안 지연이 발생하므로

●시스템 영역

CPU 모듈의 시스템(OS)이 사용하는 영역입니다.

●자동 리프레시 영역

멀티 CPU 시스템의 자동 리프레시 시에 사용하는 영역입니

다.

시스템 영역 마지막의 다음 어드레스부터 자동 리프레시 점

수만큼을 사용합니다.

●사용자 자유 영역

각 CPU 모듈 간에 교신하기 위한 영역입니다.

자동 리프레시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점수 이후를 사용합

니다.

(자동 리프레시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 리프레시 영역

의 선두부터 전체 영역을 사용자 자유 영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PU 공유 메모리를 사용한 자동 리프레시에 의한

교신

●자동 리프레시에 의한 교신

(1) 자동 리프레시의 동작

자동 리프레시는 CPU 공유 메모리의 자동 리프레시 영

역을 사용하는 교신 방법입니다.

PLC 파라미터의 멀티 CPU를 설정함으로써 멀티 CPU

시스템의 모든 CPU 모듈 간에 데이터의 읽기/쓰기를 자

동으로 실행합니다.

자동 리프레시를 사용하면 타호기 디바이스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읽혀지므로, 타호기의 디바이스 데이터도 자

호기의 디바이스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호기가 B0~B1F의 32점, 2호기가 B20~B3F의 32점인

자동 리프레시를 실행하는 경우의 개략 동작을 나타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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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H
정보

유무

정보

유무

플래그

1H
진단

에러

진단

에러

번호

SD0

2H

진단

에러

발생

시각

진단

에러

발생

시각

SD1

3H SD2

4H SD3

5H

에러

정보

구분

코드

에러

정보

구분

코드

SD4

에러

공통

정보

에러

공통

정보

11

~1B

H

H

에러

개별

정보

에러

개별

정보

1CH 빈 슬롯 사용 불가능

1DH
스위치

상태

CPU

스위치

상태

CPU 모듈의 스위치 상태가 저장

된다.
SD200

1EH
LED

상태

CPU

LED

상태

SD201

1FH

CPU

동작

상태

CPU

동작

상태

CPU 모듈의 동작 상태가 저장

된다.
SD203

공유

메모리

어드레스

명칭 내용 상세

대응하는

특수

레지스터

자호기의 자호기 동작 정보 영역

(1 ~1 F )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용 영역.

0：자호기 동작 정보 영역에 정

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

1：자호기 동작 정보 영역에 정

보가 저장되어 있다

H H

진단 시에 에러가 발생하였을 때

의 에러 번호가 BIN으로 저장된

다.

CPU 공유 메모리 어드레스의

1 에 에러 번호가 저장된 년ㆍ

월이 BCD 코드 2자리로 저장된

다.

H

CPU 공유 메모리 어드레스의

1 에 에러 번호가 저장된 일ㆍ

시가 BCD 코드 2자리로 저장된

다.

H

CPU 공유 메모리 어드레스의

1 에 에러 번호가 저장된 분ㆍ

초가 BCD 코드 2자리로 저장된

다.

H

에러 공통 정보/에러 개별 정보

에 각각 저장되어 있는 에러 정

보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구분

코드가 저장된다.

6

~10

H

H

진단 시에 에러가 발생하였을 때

의 에러 번호에 대응하는 공통

정보가 저장된다.

SD5

~SD15

진단 시에 에러가 발생하였을 때

의 에러 번호에 대응하는 개별

정보가 저장된다.

SD16

~SD26

CPU 모듈 LED의 비트 패턴이

저장된다.

내용

1호기의 END 처리 시의 처리 내용

①：1호기용 송신 디바이스 B0~B1F의 데이터를 자호

기의 공유 메모리의 자동 리프레시 영역에 전송

④：2호기 공유 메모리의 자동 리프레시 영역의 데이

터를 자호기의 B20~B3F에 전송

2호기의 END 처리 시의 처리 내용

②：2호기 송신 디바이스 B20 ~ B3F의 데이터를 자호

기 공유 메모리의 자동 리프레시 영역에 전송

③：1호기 공유 메모리의 자동 리프레시 영역의 데이

터를 자호기의 B0~B1F에 전송

CPU 공유 메모리

자호기 동작 정보 영역

시스템 영역

자동 리프레시 영역

사용자 자유 영역

① 1호기의 END 처리에
의한 쓰기

디바이스

B0~B1F(1호기용)

B20~B3F(2호기용)

③ 2호기의 END 처리에
의한 읽기

④ 1호기의 END 처리에
의한 읽기

② 2호기의 END 처
리에 의한 쓰기

1 호 기

CPU 공유 메모리

자호기 동작 정보 영역

시스템 영역

자동 리프레시 영역

사용자 자유 영역

디바이스

B0~B1F(1호기용)

B20~B3F(2호기용)

2 호 기

1.6.6 CPU 모듈 간의 교신



(2) 자동 리프레시의 실행

자동 리프레시는 CPU 모듈이 RUN 상태, STOP 상태,

PAUSE 상태일 때 실행합니다. CPU 모듈이 정지 에러

상태일 때는 자동 리프레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1대가 정지 에러가 되면, 정지 에러가 되어 있지 않은

다른 호기는 정지 에러가 되기 전의 데이터를 유지합니

다. 예를 들어 2호기가 B20의 ON 중에 정지 에러가 되

면, 1호기의 B20은 ON 상태를 유지합니다.

(3) 자동 리프레시에 필요한 설정

자동 리프레시를 실행하는 경우, PLC 파라미터의 멀티

CPU 설정에서 각 CPU 모듈이 송신하는 점수와 데이터

를 저장할 디바이스(자동 리프레시를 실행하는 디바이

스)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동 리프레시 설정

CPU 공유 메모리의 자동 리프레시를 실행하는 경우, PLC

파라미터의 멀티 CPU 설정에서 각 CPU 모듈이 송신하는

점수와 데이터를 저장할 디바이스를 설정합니다.

(1) 설정 전환/각 CPU 모듈의 송신 범위(리프레시 범위)

(a) 리프레시 설정은 설정 전환에 의해 4가지 범위로 설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N/OFF 데이터를 비트 디바이스로, 데

이터를 워드 디바이스로 나누어 설정하여 리프레시

할 수 있습니다.

(b) 각 CPU 모듈의 송신 범위에서는 CPU 공유 메모리

의 점수를 2점(2워드) 단위로 설정합니다.(CPU측

디바이스로 워드 디바이스 지정 시는 2점, 비트 디

바이스 지정 시는 32점이 됩니다.)

각 CPU 모듈의 송신 범위에서 점수가 “0”인 호기의

데이터는 리프레시되지 않습니다.

1호기에서 B0~B1F의 32점, 2호기에서 B20~B3F

32점의 리프레시를 실행하는 경우, CPU 공유 메모

리 1점으로 비트 디바이스 16점이 되므로, 송신 점

수는 1호기가 2점, 2호기가 2점이 됩니다.

(c) 송신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베이식 모델 QCPU의 경우

베이식 모델 QCPU：320워드, 모션 CPU/PC

CPU 모듈：2048워드, 모든 CPU 모듈 합계

4416점(4416워드)입니다.

【자동 리프레시의 처리】

(d) CPU 공유 메모리의 자동 리프레시로 점유하는

CPU 공유 메모리는 설정1~설정4의 합이 됩니다.

송신 점수를 설정하면, 자동 리프레시 영역의 선두

어드레스 및 최종 어드레스가 16진수의 오프셋값

으로 자동적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설정1과 설정2에 송신 점수가 설정되어

있는 호기는 “자동 리프레시 영역의 선두 어드레스

＋설정2의 오프셋값”의 최종 어드레스가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1호기와 2호기가 “자동 리프레시

영역의 선두 어드레스＋11 ”까지, 4호기는 “자동

리프레시 영역의 선두 어드레스＋21 ”까지 사용하

고 있습니다.)

설정1만 송신하고 있는 호기는 설정1의 CPU 공유

메모리의 최종 어드레스가 됩니다.(아래 그림의 3

호기는 설정1의 어드레스가 됩니다.)

H

H

(e) 송신 점수는 멀티 CPU 시스템의 모든 호기에서 동

일하게 설정합니다.

1대라도 송신 점수가 다르면, CPU 간 동일성 체크

에서 “PARAMETER ERROR”가 됩니다.

1.6 멀티 CPU 시스템

설정 No. 전환

각 CPU 모듈의
송신 범위를 설정

각 CPU 모듈의 디바이스를
1호기부터 연속으로 설정할
것인지, CPU 모듈 마다 설정할
것인지를 선택

각 CPU 모듈의 디바이스 범위를
설정
(설정된 디바이스 번호부터 지정
점수분을 사용)

ㆍ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의 경우

CPU 모듈 1대당 4범위 합하여 최대 2k워드, 모든 CPU

모듈 합계 8k점(8k워드)입니다.

ㆍ베이식 모델
QCPU 320점
ㆍ모션 CPU 2048점
ㆍPC CPU 모듈
2048점
ㆍ모든 CPU 모듈 4416점
(4416워드)
ㆍ설정은 2점
(2워드) 단위

3호기의 점수는 0점이므로
리프레시되지 않는다.

CPU 공유 메모리를 2점
으로 설정하고 CPU측
디바이스에 비트 디바이
스를 지정하면, 비트 디
바이스는 32점이 된다.

ㆍ1대당 2k점
(2k워드) 
ㆍ모든 CPU 8k점
(8k워드) 
ㆍ설정은 2점
(2워드) 단위

3호기, 4호기의 점수는 0점이므로
리프레시되지 않는다.

CPU 공유 메모리를 2점
으로 설정하고 CPU측
디바이스에 비트 디바
이스를 지정하면, 비트
디바이스는 32점이 된
다.

디바이스

1 호 기

디바이스

2 호 기

1호기의 송신 범위

CPU측 디바이스의
최종

각 호기 CPU 공유 메모리의 최종 어드레스

1.6.6 CPU 모듈 간의 교신



(2) CPU측 디바이스

CPU측 디바이스 설정 시에는 다음

2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ㆍ1호기의 선두 디바이스부터 연속

으로 디바이스를 설정하는 방법

ㆍCPU 모듈 마다 임의로 디바이스

를 설정하는 방법

(a) 1호기의 선두 디바이스부터 연속으로 디바이스를

설정하는 방법.

CPU측 디바이스는 1개의 설정 범위에서 지정한 디

바이스 번호부터 모든 CPU 모듈의 송신 점수의 합

계 점수만큼 디바이스를 연속해서 사용합니다.

송신 점수만큼의 디바이스를 확보할 수 있는 디바

이스 번호를 설정하십시오.

CPU측 디바이스에 비트 디바이스를 지정하면, 송

신 점수의 16배의 점수가 됩니다.

(예) 모든 CPU 모듈의 송신 점수의 합이 10점인
경우
링크 릴레이의 B0을 지정하면, B0~B9F의
160점이 됩니다.

CPU측 디바이스는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ㆍ설정1~설정4는 디바이스를 바꾸어 설정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설정1 ~ 설정4에서 디바이스 범위가 중복
되지 않으면 동일한 디바이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
다.

【자동 리프레시의 처리】

ㆍ설정1~설정4의 디바이스는 각 호기로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호기의 CPU 모듈을 링크 릴레이로, 2호기의

CPU 모듈을 내부 릴레이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베이식 모델 QCPU,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7031” 이전인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프로세스

CPU는 1호기의 선두 디바이스부터

연속으로 디바이스를 설정하는 방

법을 자동 리프

레시가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경우에만

또한, Version 8.22Y 이전의 GX

Developer를 사용한 경우에도,

1호기의 선두 디바이스부터 연속

으로 디바이스를 설정하는 방법을

자동 리프레시

가능합니다.가

사용하는 경우에만

(b) CPU 모듈 마다 임의로 디바이스를 설정하는 방법.

ㆍ디바이스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CPU

마다 송신 범위의 순서 변경이 가능

ㆍ불필요한 리프레시를 실행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스캔 타임 단축 가능

1.6 멀티 CPU 시스템

설정 가능 디바이스 제 약 사 항

데이터 레지스터(D)

링크 레지스터(W)

파일 레지스터(R, ZR)

없음

링크 릴레이(B)

내부 릴레이(M)

출력(Y)

선두 번호는 0 또는 16의 배수를

지정한다.

주1.82

Set starting devices for each PLC.：

1호기의 선두 디바이스부터 연속으로
디바이스를 설정하는 방법

Set starting devices for each PLC.：
CPU 모듈 마다 임의로 디바이스를 설정
하는 방법

설정1：링크 릴레이의 경우

선두와 최종은 GX Developer가 자동으로 계산한다

ㆍ설정1~설정4에서 디바이스를
바꾸어 설정 가능.

ㆍ설정1~설정4에서 동일한 디바이
스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왼쪽 그림의 설정1에서
B0~B9F의 160점을 사용하고 있
으므로, 설정3은 BA0 이후가 사
용됩니다.
설정1을 B0~B9F, 설정3을 B90~
B10F와 같이 디바이스 번호가
일부라도 중복되도록 설정할 수
는 없습니다.

1 호 기

디바이스

2 호 기

디바이스

설정1에서 설정

설정3에서 설정

【자동 리프레시 처리】

1호기의 리프레시 설정

1호기와 2호기 CPU측
디바이스를 다른 디바
이스로 설정한 경우

1호기와 2호기 CPU측
디바이스를 동일 디바
이스로 설정한 경우

1 호 기

디바이스

2 호 기

디바이스

자동 리프레시에는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다른 디바이스는 GX Developer에서 설정할 수 없습니

다.)

아래의

주1.82

하이
퍼포먼스베이직

주1.82

하이
퍼포먼스베이직

1.6.6 CPU 모듈 간의 교신

설정2：링크 레지스터의 경우

설정3：링크 릴레이의 경우

모든 호기에 동일 점수를
설정한다

2호기의 리프레시 설정

프로세스

프로세스



(예) CPU 마다 송신 범위의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1호기의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와 2호기의 모
션 CPU 간에 자동 리프레시를 실행하는 경우의 예
를 나타냅니다.
디바이스를 임의로 설정함으로써, 모션 CPU에서
고정되어 있는 디바이스에 대해서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의 디바이스를 맞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동 리프레시 처리의 개략 동작

(3) 호기 간 송신 데이터의 데이터 보증

자호기의 리프레시와 타호기로부터의 읽기 타이밍에 따

라, 호기별 데이터에 기존의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 리프레시를 실행하는 경우, 각 호기의 리프레시 선

두 디바이스를 사용한 인터록 프로그램을 마련하십시오.

기존의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고 있을

때는 타호기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CPU 공유 메모리를 사용한 프로그램에 의한 교신

●프로그램에 의한 교신

멀티 CPU 시스템을 QCPU에서는 쓰기 명령, 읽기 명령에

의해, CPU 공유 메모리의 사용자 자유 영역을 사용한 각

CPU 모듈과 교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쓰기 명령, 읽기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명령으로 자호기의 CPU 공유 메모리에 쓴 데이터를

타호기는 읽기 명령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CPU 공유 메모리의 자동 리프레시와 달리, 명령 실행

시의 데이터를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에서는

TO 명령으로 CPU 공유 메모리에 쓸 수 없습니다.

모션 전용 명령에 의한 교신

■QCPU에서의 모션 CPU에 대한 제어 지시

아래 표의 모션 전용 명령에 의해 QCPU에서 모션 CPU에

해 제어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대

(모션 CPU에서는 모션 CPU에 대한 제어 지시는 내릴 수 없

습니다.)

*1：모션 CPU의 버전에 따라 다음의 제약이 있습니다.
Q172CPU：버전 N 이후에 사용 가능
Q173CPU：버전 M 이후에 사용 가능

Q172CPUN, Q173CPUN, Q172HCPU, Q173HCPU
：버전에 따른 제약 없음

(예) S.SFCS 명령을 사용하는 경우

QCPU에서 모션 CPU의 모션 SFC를 기동할 수 있습니

다.

1대의 QCPU는 모션 전용 명령과 멀티 CPU 간 통신 전용 명령

(S(P). GINT 명령 제외)을 동시에 32개까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션 전용 명령과 멀티 CPU 간 통신 전용 명령(S(P). GINT

명령 제외)을 동시에 실행하면, 최초로 수신된 명령부터 순서대

로 처리를 합니다.

처리가 않은 명령이 33개 이상이 되면, “OPERATION

ERROR(에러 코드：4107)”가 됩니다.

완료되지

1.6 멀티 CPU 시스템

CPU측 디바이스의 설정

1호기의 설정

1 호 기

디바이스

모니터 디바이스

지령 디바이스

2 호 기

디바이스

모니터 디바이스

(고정)

지령 디바이스
(고정)

2호기의 설정

명령의 내용

쓰기 명령

ㆍTO 명령

ㆍS.TO 명령

ㆍ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디바이스(U□\G□)

를 사용한 명령

읽기 명령

ㆍFROM 명령

ㆍ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디바이스(U□\G□)

를 사용한 명령

주1.82

명령명 내 용

S.SFCS

SP.SFCS
모션 SFC 프로그램의 기동 요구.

S.SVST*1

SP.SVST*1
서보 프로그램의 기동 요구.

S.CHGV*1

SP.CHGV*1
위치결정 중 및 JOG 운전 축 속도 변경.중에

S.CHGT*1

SP.CHGT*1
리얼 모드 시, 운전 중/정지 토크 제한값 변경.중에

S.CHGA*1

SP.CHGA*1
정지되어 있는 축/동기 엔코더/캠축의 현재값 변경.

모션 CPU

기동 요구 모션 SFC

S.SFCS 명령

QCPU

주1.83

하이
퍼포먼스

주1.83

포인트

1.6.6 CPU 모듈 간의 교신

프로세스

하이
퍼포먼스 프로세스

주1.83



멀티 CPU 간 통신 전용 명령에 의한 교신

■QCPU에서 모션 CPU에 대한 디바이스 데이터의

읽기/쓰기

아래 표의 멀티 CPU 간 통신 전용 명령에 의해 QCPU에서

모션 CPU에 디바이스 데이터를 읽기/쓰기할 수 있습니다.

(모션 CPU에서는 모션 CPU를 포함한 다른 CPU 모듈에 읽

기/쓰기할 수 없습니다.)

(예) S.DDWR 명령을 사용하는 경우
QCPU의 디바이스 데이터를 모션 CPU의 디바이스 데

이터에 쓸 수 있습니다.

1대의 QCPU는 모션 전용 명령과 멀티 CPU 간 통신 전용 명령

(S(P). GINT 명령 제외)을 동시에 32개까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션 전용 명령과 멀티 CPU 간 통신 전용 명령(S(P). GINT

명령 제외)을 동시에 실행하면, 처음 수신된 명령부터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명령이 33개 이상이 되면, “OPERATION

ERROR(에러 코드：4107)”가 됩니다.

멀티 CPU 간 통신 전용 명령의 상세 및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서는 모션 CPU의 프로그래밍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QCPU에서 PC CPU 모듈에 대한 인터럽트 프로그

램의 기동

아래 표의 멀티 CPU 간 통신 전용 명령에 의해 QCPU에서

PC CPU 모듈에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기동할 수 있습니다.

(PC CPU 모듈에서는 다른 CPU 모듈에 인터럽트 프로그램

을 기동할 수 없습니다.)

(예) S.GINT 명령을 사용하는 경우

QCPU에서 PC CPU 모듈에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기

동할 수 있습니다.

멀티 CPU 간 통신 전용 명령의 상세 및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서는 PC CPU 모듈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1.6 멀티 CPU 시스템

명령명 내 용

S.DDWR

SP.DDWR

자호기 CPU 모듈 디바이스 데이터의 타호기 CPU

모듈 디바이스에 대한 쓰기.

S.DDRD

SP.DDRD

타호기 CPU 모듈 디바이스 데이터의 자호기 CPU

모듈 디바이스에 대한 읽기.

S.GINT

SP.GINT
타호기 CPU 모듈의 인터럽트 프로그램 기동 요구.

S.GINT

SP.GINT
타호기 CPU의 인터럽트 프로그램 기동 요구.

명령명 내 용

모션 CPU

S.DDWR 명령
디바이스 쓰기

디바이스 읽기

디바이스 디바이스

PC CPU 모듈

기동 요구 인터럽트 프로그램

S.GINT 명령

QCPU

QCPU

포인트

비 고

비 고

1.6.6 CPU 모듈 간의 교신



1.7 이중화 시스템

이중화 시스템은 CPU 모듈, 전원 모듈, 네트워크 모듈 등의

기본 시스템을 이중화하여, 한 쪽의 시스템에서 모듈 이상이

발생해도 다른 한 쪽의 시스템에서 제어를 계속함으로써 시

스템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는 시스템니다.

기본 베이스 모듈에 상기 모듈을 장착한 시스템 2세트를 트

래킹 케이블로 각 CPU 모듈을 접속하여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중화 시스템의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은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하여 제어합니다.

또한, 이중화 베이스 모듈을 사용하면 전원 모듈도 이중화

할 수 있습니다.

*1：제어계는 이중화 시스템에서 실제로 제어를 담당하는 시스템

을 나타냅니다.
*2：대기계는 이중화 시스템의 백업용 시스템을 나타냅니다.

대기계는 제어계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제어계로 전환하여, 이

중화 시스템의 제어를 계속합니다.

이중화 시스템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기본 시스템의 이중화 가능

이중화 시스템에서는 CPU 모듈, 전원 모듈, 기본 베이스 모

듈, 네트워크 모듈 등 기본 시스템을 이중화할 수 있습니다.

이중화 시스템에서는 1개의 시스템에서 제어를 담당하고,

다른 한 쪽의 시스템에서 백업을 담당합니다.

제어를 담당하고 있는 CPU 모듈의 데이터를 백업용 CPU

모듈에 전송하여 데이터의 정합성 여부를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제어를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고장이 발생해도,

백업용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이중화 시스템을 계속해서 제

어할 수 있게 됩니다.

확인할

*1：제어계는 이중화 시스템에서 실제로 제어를 담당하고 있는 시
스템을 나타냅니다.

*2：대기계는 이중화 시스템의 백업용 시스템을 나타냅니다.

대기계는 제어계에 이상이 발생하면, 제어계로 전환하여 이중
화 시스템을 계속해서 제어합니다.

●이중화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가능

(1)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Ethernet의 경우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와 Ethernet은 네트워

크 모듈의 고장과 네트워크 케이블의 단선 검출 시에도,

제어계와 대기계를 전환하여 제어ㆍ네트워크 통신을 계

속할 수 있습니다.

1.7.1 이중화 시스템의 개요

이중화

CPU 모듈

전원 모듈

트래킹 케이블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전원을 이중화한
리모트 I/O국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출력 모듈

입력 모듈

이중화 전원 모듈

대기계 *1네트워크 모듈
대기계 *2

제어계 *1

네트워크 모듈
CPU 모듈

전원 모듈

대기계 *2

데이터 트래킹
트래킹 케이블

제어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 데이터로
제어를 계속

제어계

고장!

트래킹 케이블

(관리국) (일반국) OPS(일반국)

MELSECNET/H

보드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제어계(일반국) 대기계(일반국)

트래킹 케이블

(관리국) (일반국) OPS(일반국)

MELSECNET/H

보드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대기계 제어계(일반국)

통신 불가능
(고장, 네트워크
케이블 단선)

트래킹 케이블

제어ㆍ네트워크 자동

전환



(2)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의 경우

MELSECNET/H 리모트 I/O국은 제어계와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기계가 전

되어도환

●파라미터에 의한 이중화 시스템의 설정 가능

이중화 시스템의 트래킹 설정, 네트워크의 페어링 설정 등

은 GX Developer의 파라미터 설정에서 용이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를 않고도 파라미터, 프로그램의 제어계와 대

기계에 대한 쓰기가 가능

신경쓰지

GX Developer에 의한 파라미터, 프로그램의 쓰기는 제어계

와 대기계를 않고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신경쓰지

●제어계에서 대기계에 대한 파라미터, 프로그램의 복사

가능

동작 중인 시스템에서 CPU 모듈을 교환하였을 때, 운전하고

있는 CPU 모듈의 파라미터, 프로그램을 GX Developer로부

터의 전송 지령에 의해 교환한 CPU 모듈에 복사할 수 있습

니다.

또한, 특수 릴레이와 특수 레지스터에 의한 복사도 가능합니

다.

●상위 네트워크에 대응 가능

상위의 OPS에서 이중화 시스템에 액세스할 때, 제어계를 지

정해 두면 자동적으로 제어계를 판정하여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Q 시리즈 모듈 사용 가능

이중화 시스템에서는 Q 시리즈의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네트워크 모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용할 수 없는 모듈이 있습니다.)

공장 내에서의 보수품의 유용, 보수 비용 절감, 확장성 향상

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1.7 이중화 시스템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

제어계

트래킹 케이블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마스터국 동작)

제어계

이상

트래킹 케이블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대기계

제어계 대기계

트래킹 케이블

※ ①~③은 쓰기를 실행할 때까지의 순서를
나타낸다

① PLC 쓰기의 실행
② 제어계에 대한 쓰기
③ 대기계에 대한 쓰기

고장이 발생한
CPU 모듈

② 전송 지시

제어계 대기계

③ 파라미터, 프로그램의 전송

트래킹 케이블

교환용 CPU
모듈

① CPU 모듈의 교환

※ ①~③은 교환한 CPU 모듈에 파라미터와
프로그램을 복사하는 순서를 나타낸다.

제어계 대기계

트래킹 케이블

제어ㆍ네트워크의
자동 전환

대기계 제어계

통신 불가능
(고장, 네트워크
케이블 단선)

트래킹 케이블

1.7.1 이중화 시스템의 개요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이중화 CPU를 장착한 기본 베이스 모듈상의 입출력 모듈과

리모트 I/O국에 장착된 모듈은 GX Developer를 사용하여

온라인 모듈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중화 CPU를 장착한 기본 베이스 모듈상의 입출력 모듈

고장 시 또는 리모트 I/O국의 모듈 고장 시에도 시스템을 정

지하지 않고 모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착된 입출력 모듈의 온라인 모듈 교환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 가능

GX Developer의 시스템 모니터에 의해, 이중화 시스템 전체

의 동작 상태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콤팩트한 이중화 시스템

CPU 모듈, 이중화 전원 모듈, 트래킹 케이블 이외는 Q 시리

즈 모듈을 사용하므로, 제어반의 공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레이아웃이 가능

1.7 이중화 시스템

기본 베이스 모듈이 제어계와 대기계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장착된 레이아웃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어계 대기계

트래킹 케이블

고장이
발생한 모듈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② 온라인
모듈 교환

① 온라인
모듈 교환 지시

③ 온라인  
모듈 교환 해제

교환용
모듈

①~③은 온라인 모듈 교환을
하는 순서를 나타낸다.

리모트 I/O국의 온라인 모듈 교환

고장이
발생한 모듈

제어계 대기계

① 온라인
모듈 교환 지시

③ 온라인  
모듈 교환 해제

트래킹 케이블

② 온라인 모듈 교환

교환용
모듈

①~③은 온라인 모듈 교환을
하는 순서를 나타낸다.

제어계 대기계

트래킹 케이블

제어계 대기계

트래킹 케이블

제어계와 대기계의 가로 배치

제어계

대기계

트래킹 케이블

제어계와 대기계의 세로 배치

1.7.1 이중화 시스템의 개요



1.7.2 시스템 구성

이중화 구성 예를 나타냅니다.시스템 전체의

*：동축 버스 시스템의 경우, 이중 실드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십시

오.

●이중화 시스템

(1) 시스템 구성

이중화 시스템은 전원 모듈, CPU 모듈, 기본 베이스 모

듈, 네트워크 모듈을 이중화하고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 모듈에 동일한 형명의 전원 모듈, CPU 모

듈, 네트워크 모듈을 장착한 시스템을 2세트 준비해 트

래킹 케이블로 각 CPU 모듈 간을 접속합니다.

트래킹 케이블의 접속 방향에 따라 A계/B계가 정해집니

다.

A계와 B계를 동시에 기동하였을 때 A계가 제어계가 됩

니다.

어느 쪽이든 한 쪽의 계를 먼저 기동하였을 때 먼저 기동

된 계가 제어계가 됩니다. *

*：3초 이내에 A계와 B계가 기동하였을 때 A계가 제어계가 됩니다.

(2) 전원 모듈의 이중화

각 시스템의 전원 모듈을 이중화할 수 있습니다.

A계와 B계의 전원 모듈을 이중화함으로써, 1개의 전원

모듈에 접속되어 있는 전원 계통의 이상, 전원 모듈의 고

장이 다른 한 쪽의 전원 모듈에서 시스템 운

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전원 계통의 이상 복구, 이상이 발생한 전원 모듈을 시스

템 동작 중에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 보전측면에서 전원 모듈을 시스템 동작 중에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하여도

이중화 CPU를 장착한 기본 베이스 모듈에는 증설 베이스 모듈을

접속할 수 없습니다.

증설 베이스 모듈을 접속하면, 정지 에러 “BASE LAY ERROR(에

러 코드：2010)”가 됩니다.

●상위의 OPS, PC 등과의 교신

(1) Ethernet에 의한 이중화 시스템

이중화 시스템에서 상위의 OPS, PC 등과는 Ethernet을

사용하여 교신합니다.

1.7 이중화 시스템

MELSECNET/H(MELSECNET/10 모드) PLC 간 네트워크(다른 국과의 교신)

(일반국/관리국)

트래킹 케이블

CC-Link
(입출력 제어, 외부와의 교신)

리모트 I/O국 리모트
디바이스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

(입출력 제어, 외부와의 교신)

리모트 I/O국

동일 형명의 모듈을
동일 슬롯에 장착.

A계ㆍ제어계 B계ㆍ대기계

트래킹 케이블

이중화 전원
모듈을 이중화

이중화 전원
모듈을 이중화

A계ㆍ제어계 B계ㆍ대기계

트래킹 케이블

Q63RP/Q64RP
(Q38RB에 2대 장착)

Q63RP/Q64RP
(Q38RB에 2대 장착)

PC

허브

A계ㆍ제어계 B계ㆍ대기계

트래킹 케이블

PC

(일반국) (일반국) (일반국)

(상위와의 교신)

(일반국) (일반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포인트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에 의한 교신

(1) 이중화 시스템의 MELSECNET/H, MELSECNET/10

PLC 간 네트워크에 접속

이중화 시스템은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에 접

속되어 있는 Q 시리즈의 CPU 모듈과 교신할 수 있습니

다.

또한, MELSECNET/10의 PLC 간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Q 시리즈, QnA 시리즈, A 시리즈의 CPU 모듈과 교신할

수도 있습니다.

(2) 페어링 설정과 페어링 설정할 수 있는 CPU 모듈

이중화 시스템에서 MELSECNET/H, MELSECNET/10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국의 네트워크 파라미터에 페어링

설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CPU 모듈은 네트워크 파라미터에 페어링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ㆍ이중화 CPU * 1

ㆍ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1

ㆍ프로세스 CPU * 1

ㆍ베이식 모델 QCPU * 1

ㆍQ4ARCPU * 2

이중화 시스템을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경우, 상기 CPU

모듈을 관리국으로 설정하십시오.

상기 이외의 CPU 모듈은 일반국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1：페어링을 설정하는 경우, GX Developer Version 8.17T 이후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2：Q4ARCPU는 페어링 설정을 “S.PAIRSET” 명령으로 실행합니

다.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에 의한 교신

(1) 외부 기기의 제어

이중화 시스템에서는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

크의 리모트 I/O국에 장착된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

능 모듈에 의해 외부 기기를 제어합니다.

또한, 이중화 시스템의 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착할 수 없

는 통신 모듈을 리모트 I/O국에 장착하여 외부 기기와 교

신할 수도 있습니다.

(2) 전원 모듈의 이중화

리모트 I/O국에서는 전원 모듈을 이중화할 수 있습니다.

전원 모듈을 이중화함으로써, 어느 한 쪽의 전원 계통의

이상, 전원 모듈의 고장에 의한 리모트 I/O국의 다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원 모듈을 이중화함으로써, 리모트 I/O국의 전원 ON

중에도 전원 계통의 이상을 복구하거나 이상이 발생한

전원 모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 보전 등의 측면에서 전원 모듈을 리모트 I/O

국의 전원 ON 중에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3) GX Developer를 사용한 온라인 모듈 교환

리모트 I/O국의 입출력 모듈, 기능 버전 C의 아날로그

모듈 등은 GX Developer를 사용하여 온라인 모듈 교환

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CC-Link에 의한 교신

(1) 외부 기기의 제어

CC-Link에 접속되어 있는 리모트 I/O국, 리모트 디바이

스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에 의해 외부 기기를 제어

합니다.

(2) 마스터ᆞ로컬 모듈의 설정

CC-Link의 마스터ㆍ로컬 모듈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십

시오.

ㆍA계ㆍㆍㆍ마스터국

ㆍB계ㆍㆍㆍ대기 마스터국

(A계가 대기 마스터국, B계가 마스터국인 경우 데이터

링크할 수 없습니다.)

A계가 제어계가 되도록 시스템을 기동하여 주십시오.

B계를 제어계로 기동하였을 경우, CC-Link의 마스터국

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CC-Link 교신을 할 수 없습니다.

1.7 이중화 시스템

일반국

관리국

MELSECNET/H(MELSECNET/10 모드) PLC 간 네트워크(다른 국과의 교신)

A계ㆍ제어계 B계ㆍ대기계

트래킹 케이블

페어링 설정이 필요 페어링 설정이 필요

일반국

관리국 관리국 관리국

A계ㆍ제어계 B계ㆍ대기계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

*1: 인텔리전트는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을 .   나타냅니다

*2 : ,
.

동축 버스 시스템의 경우 “이중 실
드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A계ㆍ제어계 B계ㆍ대기계

트래킹 케이블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2

전원을 이중화한
리모트 I/O국

*1 * *

* *

마스터국 대기 마스터국

A계ㆍ제어계 B계ㆍ제어계

로컬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디바이스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트래킹 케이블

1.7.2 시스템 구성



구성 가능한 기기,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패

키지

●이중화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듈과 시리얼 No.

이중화 CPU와 같은 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착할 수 있는 모

듈과 시리얼 No.를 나타냅니다.

*1：기본 베이스 모듈(Q32B, Q33B, Q35B, Q38B, Q312B) 사용
시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2：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Q38RB) 사용 시만 장착할 수 있습니
다.

*3：□□은 입력 모듈, 출력 모듈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4：QJ61BT11은 이중화 CPU와 동일 기본 베이스에 장착할 수 없
습니다.

●리모트 I/O국에 장착할 수 있는 모듈

리모트 I/O국에 장착할 수 있는 모듈에 대해서는 2.5.2항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패키지

GX Developer, PX Developer는 아래의 버전 이후 제품

을 이중화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 시의 주의 사항

●증설 베이스 모듈 사용 불가능

이중화 CPU가 장착되어 있는 기본 베이스 모듈에는 증설

이스 모듈을 접속할 수 없습니다.(기본 베이스 모듈만의

스템이 됩니다.)

증설 베이스 모듈을 접속한 경우, 정지 에러 “BASE LAY

ERROR(에러 코드：2010)”가 됩니다.

베

시

●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착할 수 있는 모듈

이중화 CPU가 장착되어 있는 기본 베이스 모듈에는 네트워

크 모듈과 A계/B계 CPU 모듈이 사용하는 입출

력 모듈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중화 시스템의 제어에 사용하는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은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합니다.

또한, CC-Link의 마스터ㆍ로컬 모듈을 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착함으로써, 리모트 I/O국, 리모트 디바이스국, 인텔리전

트 디바이스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A계/B계의 시스템 구성

A계와 B계는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성하십시오.

A계와 B계의 시스템 구성이 다른 경우, 정지 에러가 되어 시

스템에서 않습니다.(일부 동일한 시스템이 아니라

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동되지

기동되는

●이중화 CPU의 점유 슬롯수

이중화 CPU는 2슬롯을 점유하는 CPU 모듈입니다.

기본 베이스 모듈의 슬롯0은 “종류：이중화, 점수：0점”이

됩니다.

모듈을 장착하는 슬롯1의 입출력 번호는 X/Y0 가 됩니다.H

●온라인 모듈 교환을 할 수 있는 모듈

GX Developer를 사용한 온라인 모듈 교환은 이중화 CPU와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GX Developer를 사용하여 온라인 모듈 교환을 할 수 있는

모듈을 나타냅니다.

트래킹 케이블

■사양

1.7 이중화 시스템

모듈 명칭 모듈 형명 확인 방법

전원 모듈 *1

이중화 전원 모듈 *2

기능 버전

D 이후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Ethernet 인터페이스

모듈

CC－Link 마스터ㆍ

로컬 모듈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

06052 이후

입력 모듈

출력 모듈

입출력 혼합 모듈

CPU 모듈

제품명 형명 버전

모듈 종류
기능

버전

장착 위치

이중화 CPU가

장착되어 있는

기본 베이스

모듈

MELSECNET/

H

리모트 I/O국

입력 모듈

출력 모듈

입출력 혼합 모듈

아날로그 입력 모듈 “C” 이후

아날로그 출력 모듈 “C” 이후

온도 입력 모듈 “C” 이후

온도 조절 모듈 “C” 이후

루프 컨트롤 모듈 “C” 이후

펄스 입력 모듈 “C” 이후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온라인 모듈 교환 불가능(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착할 수 없으므로.)

항목
형명

케이블 길이

용도 이중화 시스템의 CPU 모듈 간 접속

중량

조임 토크

A계 슬롯 번호
(슬롯0은 이중화의 0점)

입출력 번호

트래킹 케이블

모듈의 장착 범위 모듈의 장착 범위

B계

1.7.2 시스템 구성



이중화 시스템 기본

●A계/B계의 결정

이중화 시스템에서는 트래킹 케이블로 접속한 2개의 시스템

을 판정하기 위해, 한 쪽의 시스템을 “A계”, 다른 한 쪽의 시

스템을 “B계”라고 부릅니다.

●제어계/대기계

이중화 시스템에서는 한 쪽의 시스템의 CPU 모듈이 연산 및

제어를 합니다.

다른 한 쪽의 시스템은 백업용으로 연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중화 시스템 제어하고 있는 시스템을 “제어계”, 백업용

시스템을 “대기계”라고 부릅니다.

을

●제어계와 대기계의 전환

이중화 시스템에서는 제어계에 이상이 발생하면 대기계로

제어를 전환하여 시스템 운전을 계속합니다.

●제어계와 대기계의 동일성 체크

이중화 시스템에서는 제어계와 대기계 전환 시에 시스템을

다운하지 않고도 제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제어계와 대기계

가 동일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를 체크(양쪽계 동일성 체

크)합니다.

●운전 모드

이중화 시스템에서는 제어계 이상 시에 계를 전환하여 제어

를 계속하는 백업 모드와 제어를 정지하지 않고 시스템의 메

인터넌스(프로그램 일부 수정, 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착되어

있는 모듈의 교환 등)하기 위한 세퍼레이트 모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1개의 시스템(단독 시스템)으로 운전하기 전에 디버그

하는 디버그 모드가 있습니다.

■A계와 B계의 결정

●A계와 B계의 결정

CPU 모듈에 트래킹 케이블의 A계 커넥터를 접속한 시스템

이 “A계”가 되며, B계 커넥터를 접속한 시스템이 “B계”가

됩니다.

(1) 왼쪽의 시스템에 A계 커넥터를 접속한 경우

왼쪽 시스템의 CPU 모듈에 A계 커넥터를 접속한 경우,

A계와 B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됩니다.

(2) 오른쪽의 시스템에 A계 커넥터를 접속한 경우

오른쪽 시스템의 CPU 모듈에 A계 커넥터를 접속한 경우,

A계와 B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됩니다.

●A계와 B계의 확인 방법

A계와 B계는 CPU 모듈의 「SYSTEM A」와 「SYSTEM B」

의 LED 상태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이중화 시스템(백업 모드)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어계와 대

기계의 CPU 모듈에 트래킹 케이블을 접속하십시오.

트래킹 케이블을 CPU 모듈에 접속하지 않고 전원을 투입하

면, 정지 에러 “TRK.케이블 ERR.(에러 코드：6120)”가 되

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전원 ON 시에 “TRK.케이블 ERR.”가 되었을 때는, A계, B계

시스템의 전원을 OFF한 다음 트래킹 케이블을 CPU 모듈에

접속하고 나서 다시 전원을 ON하십시오.

1.7 이중화 시스템
1.7.3 이중화 시스템의 기능

A계 B계

트래킹 케이블

A계 커넥터 B계 커넥터

트래킹 케이블

B계의 커넥터 A계의 커넥터

B계 A계

CPU 모듈의 LED A계와 B계의 LED 상태

LED 명칭 A계 B계

SYSTEM A 점등 소등

SYSTEM B 소등 점등



■제어계와 대기계의 결정

●A계와 B계 중에 어느 한쪽을 먼저 기동하는 경우 * 1

A계와 B계 중에 어느 한쪽의 전원을 먼저 기동하였을 경우,

먼저 기동된 시스템이 “제어계”가 되고, 나중에 기동된 시스

템이 “대기계”가 됩니다. * 2

A계와 B계의 CPU 모듈을 리셋한 경우, 먼저 리셋을 해제한

CPU 모듈을 장착한 시스템이 “제어계”가 되고, 나중에 리셋

을 해제한 CPU 모듈을 장착한 시스템이 “대기계”가 됩니다.

(a) A계의 전원을 먼저 기동하였을 때

*1：한 쪽의 시스템이 기동되고 나서 3초 경과 후에 다른 한 쪽의
시스템이 기동된 경우를 나타냅니다.

*2：제어계가 기동되고 나서 3초가 경과되어도 대기계가 기동되지
않으면, 제어계 CPU 모듈이 속행 에러 “STANDBY SYS.
DOWN(에러 코드：6300)”가 됩니다.
GX Developer에 의해 이중화 파라미터의 동작 모드 설정의 대
기계 감시 설정에서 “대기계의 이상을 체크한다”를 무효로 설
정하면, 제어계 CPU 모듈은 “STANDBY SYS. DOWN”을 검
출하지 않습니다.

●A계와 B계의 시스템이 동시에 기동된 경우 * 3

A계와 B계 시스템의 전원이 동시에 기동되면, A계 시스템이

“제어계”가 되고 B계 시스템이 “대기계”가 됩니다.

A계와 B계 CPU 모듈을 리셋하고 나서 곧바로 리셋을 해제

하면, A계 시스템이 “제어계”가 되고 B계 시스템이 “대기계”

가 됩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를 동시 기동이라고 합니다
ㆍ한 쪽의 전원을 기동하고 나서 3초 이내에 다른 한 쪽의 전
원이 기동하였을 때.

ㆍ한 쪽의 CPU 모듈의 리셋을 해제하고 나서 3초 이내에 다른
한 쪽의 CPU 모듈의 리셋을 해제하였을 때.

●한 쪽의 시스템만 전원을 기동한 경우

A계/ B계에 관계없이 먼저 전원이 기동된 시스템이 “제어계”

가 됩니다. * 4

또한, 제어계가 있을 때 다른 한 쪽의 시스템 전원을 기동하

면, 기동된 시스템은 “대기계”가 됩니다.

*4：제어계 CPU 모듈은 속행 에러 “STANDBY SYS.DOWN(에러

코드：6300)”가 됩니다.
GX Developer에 의해 이중화 파라미터의 동작 모드 설정의 대
기계 감시 설정에서 “대기계의 이상을 체크한다”를 무효로 하
면, 제어계 CPU 모듈은 “STANDBY SYS. DOWN”을 검출하
지 않습니다.

●제어계와 대기계의 확인 방법

제어계와 대기계는 CPU 모듈의 「CONTROL」 LED 상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이중화 시스템(백업 모드)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어계와 대

기계 CPU 모듈에 트래킹 케이블을 접속하십시오.

트래킹 케이블을 CPU 모듈에 접속하지 않고 전원을 기동하

면, 정지 에러 “TRK. CABLE ERR.(에러 코드：6120)”가 되

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전원 ON 시에 “TRK. CABLE ERR.”가 되었을 때는, A계, B

계 시스템의 전원을 OFF한 다음 트래킹 케이블을 CPU 모듈

에 접속하고 다시 전원을 ON하십시오.

1.7 이중화 시스템

(b) B계의 전원을 먼저 기동하였을 때

제어계 대기계

A계 B계

※ ①, ②는 전원 기동 순서를

나타낸다.

트래킹 케이블

① A계의 전원을 투입한다. ② B계의 전원을 투입한다.

A계 B계

※ ①, ②는 전원 기동 순서를

나타낸다.

트래킹 케이블

② A계의 전원을 투입한다. ① B계의 전원을 투입한다.

A계 B계

트래킹 케이블

전원을 동시에 기동한다.

제어계

트래킹 케이블

전원을 기동한다. 전원은 OFF 상태.

A계 B계

제어계대기계

제어계 대기계

A계 B계

CPU 모듈의 LED 제어계와 대기계의 LED 상태

LED 명칭 제어계 대기계

CONTROL 점등 소등

1.7.3 이중화 시스템의 기능



■운전 모드

●백업 모드

백업 모드는 이중화 시스템의 일반 운전을 실행하는 모드입

니다.

제어계의 이상, 고장이 발생된 경우, 대기계가 제어계로 변

경됨으로써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제어계의 데이터를 항상 대기계에 트래킹 전송함으로써, 제

어계가 다운되었을 때

.

이중화 시스템에서 대기계로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a) 백업 모드 확인

백업 모드는 CPU 모듈의 「BACKUP」 LED 상태

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퍼레이트 모드

세퍼레이트 모드는 이중화 시스템의 동작 중에 제어를 정지

하지 않고도 시스템의 메인터넌스(프로그램의 일부 수정,

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착되어 있는 모듈의 교환 등)를 실행

하기 위한 운전 모드입니다.

세퍼레이트 모드에서는 제어계와 대기계 CPU 모듈에서 다

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a) 트래킹 전송 기능의 실행 가능 여부 선택

세퍼레이트 모드에서는 트래킹 전송 기능에 의해

데이터를 전송할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

니다.

(b) 세퍼레이트 모드 확인

세퍼레이트 모드는 CPU 모듈의 「BACKUP」 LED

상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버그 모드

이중화 시스템에서 1개의 시스템(단독 시스템)으로 운전하기

전에 디버그하기 위한 모드입니다.

디버그 모드에서는 트래킹 케이블을 접속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트래킹 케이블이 접속되어 있지 않아도 에러가

되지 않습니다.)

디버그 모드 시, CPU 모듈은 “A계”, “제어계”로 고정됩니다.

디버그 모드는 CPU 모듈의 LED 상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쪽계 동일성 체크의 내용과 이상 시의 동작

이중화 시스템에서는 계 전환이 발생하였을 때 이중화 시스

템의 제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어계와 대기계

의 시스템 구성, 파라미터,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업 모드에서는 대기계 CPU 모듈이 제어계와 대기계의 시

스템 구성, 파라미터, 프로그램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

ㆍ제어계와 대기계의 시스템 구성, 파라미터, 프로그램

이 동일한 경우, 이중화

.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

다

ㆍ제어계와 대기계의 시스템 구성, 파라미터, 프로그램

동일하지 않은 경우, 대기계 CPU 모듈이 에러가 됩

다.

이

니

*：대기계 CPU 모듈이 실행하고 있는 제어계와 대기계의 시스템

구성, 파라미터, 프로그램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기능을 “양쪽계 동일성 체크”라고 합니다.

1.7 이중화 시스템

연산 속행 중 연산 정지 중

A계ㆍ제어계 B계ㆍ대기계

트래킹 케이블

제어계에 에러 발생

연산을 정지 연산을 시작

A계ㆍ제어계→대기계 B계ㆍ대기계→제어계

트래킹 케이블

CPU 모듈의 LED 제어계와 대기계의 LED 상태

LED 명칭 제어계 대기계

BACKUP 주황 점등 주황 점등

녹색 점등 녹색 점등

LED 명칭

BACKUPD

CONTOROLD

SYSTEM A

SYSTEM B

CPU 모듈의 LED 제어계와 대기계의 LED 상태

LED 명칭 제어계 대기계

BACKUP

CPU 모듈의 LED 디버그 모드 시의 상태LED

D소등

D점등

D점등

D소등

LED 상태

1.7.3 이중화 시스템의 기능



양쪽계 동일성 체크는 다음의 타이밍에 실행합니다.

ㆍ양쪽계 시스템의 전원 동시 ON 시

ㆍ양쪽계 CPU 모듈의 동시 리셋 해제 시

ㆍ제어계 CPU 모듈의 END 처리 시

ㆍ트래킹 케이블의 재접속 시

*1：다음의 경우만 양쪽계 동일성 체크를 실행합니다.
ㆍRUN 중 쓰기 완료 시(프로그램 파일만 양쪽계 동일성 체크를 실행한다.)

ㆍ계 전환 시

*2：다음의 기능을 실행 중일 때는 양쪽계 동일성 체크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ㆍ제어계에서 대기계로의 메모리 복사 기능

*3：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실행 조건일 때는 양쪽계 동일성 체크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1.7 이중화 시스템

파라미터 파일

제어계

트래킹 케이블

RUN/STOP 상태 RUN/STOP 상태

(2) 동작 상태 체크

(4) 메모리 카드의 장착
상태 체크

(1) 파일 내용 체크

프로그램 파일

(3) 기본 베이스 모듈의
장착 상태를 체크

(5) 파라미터 유효 드라이브 체크

대기계

프로그램 파일

파라미터 파일

프로그램 파일

프로그램 파일

체크 항목 체크 내용

(1) 파일 내용

파라미터, 프로그램, 디바이스 초기값의

내용을 체크한다.

복수 블록 RUN 중 쓰기용 영역의 메모리

용량을 체크한다.

(2) 동작 상태
CPU 모듈의 동작 상태(RUN 상태/STOP

상태/PAUSE 상태)를 체크한다.

(3)
기본 베이스 모듈의

장착 상태

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착되어 있는 CPU

모듈, 입출력 모듈, 네트워크 모듈의 장착

상태를 체크한다.

(4)
메모리 카드의 장착

상태

SRAM 카드, Flash 카드, ATA 카드의 장착

상태를 체크한다.

(5)
파라미터 유효

드라이브

파라미터의 유효 드라이브(딥 스위치의

SW2, SW3)의 설정 상태를 체크한다.

양쪽계 동일성 체크의 실행 조건 일람표

실행 조건 체크 항목 내용

실행 타이밍 운전 모드
대기계 동작

상태

제어계 동작

상태
파일 동작 상태

기본 베이스 모듈

장착 상태

메모리 카드

장착 상태

파라미터 유효

드라이브

양쪽계 동시 전원

ON

백업

모드

양쪽계 동시

리셋 해제 시

백업

모드

END 처리 시

백업

모드

전원 ON

리셋 해제

세퍼레이트

모드→백업

모드로 변경 시

RUN

STOP→RUN

전원 ON

리셋 해제

트래킹 케이블 재

접속 시

백업

모드

○：양쪽계 동일성 체크를 실행한다 －：양쪽계 동일성 체크를 실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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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양쪽계 동일성 체크

(1) 대상 파일과 체크 내용

(2) 불일치 시의 에러 내용

●동작 상태의 양쪽계 동일성 체크

(1) 체크 내용

동작 상태의 양쪽계 동일성 체크에서는 CPU 모듈의 동

작 상태(RUN 상태/STOP 상태/PAUSE 상태)를 체크합

니다.

(2) 불일치 시의 에러 내용

●기본 베이스 모듈 장착 상태의 양쪽계 동일성 체크

(1) 체크 내용
기본 베이스 모듈 장착 상태의 양쪽계 동일성 체크 시에

는 다음 항목에 대해 체크합니다.

(PLC 파라미터의 I/O 할당에서 기본 베이스 모듈의 슬롯

수를 설정한 경우, 설정된 슬롯수만큼만 체크합니다.)

ㆍCPU 모듈 형명

ㆍ기본 베이스 모듈의 각 슬롯에 장착되어 있는 모듈의

형명, 종류

ㆍ네트워크 모듈의 모드 설정

(2) 불일치 시의 에러 내용

1.7 이중화 시스템

실행 조건 에러 내용

ㆍ양쪽계의 전원을 동시 ON하였을

때

ㆍ양쪽계의 CPU 모듈을 동시에

리셋 해제하였을 때

ㆍ한쪽계만 나중에 기동하였을 때

ㆍ세퍼레이트 모드→백업 모드로

변경되었을 때

대기계 CPU 모듈만 정지 에러

“FILE DIFF.(에러 코드：6000)”가

된다.

대상 파일 체크 내용

파라미터

ㆍ파라미터 유효 드라이브 설정에서 지정한 드라

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파라미터(PLC 파라미터,

이중화 파라미터, 네트워크 파라미터), GX

Configurator에서 설정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의 내용을 체크한다.

ㆍ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리모트 패스

워드의 내용을 체크한다.

프로그램

ㆍPLC 파라미터의 프로그램 설정에서 지정한 프

로그램 파일의 내용을 체크한다.

ㆍ패스워드 등록에서 설정한 패스워드는 체크하

지 않는다.

디바이스 초기값

ㆍPLC 파라미터의 PLC 파일 설정에서 지정한 디

바이스 초기값 파일의 내용을 체크한다.

ㆍ패스워드 등록에서 설정한 패스워드는 체크하

지 않는다.

복수 블록 RUN 중

쓰기용 영역

포맷 시에 지정한 “복수 블록 RUN 중 쓰기용 영

역”의 메모리 용량을 체크한다.

실행 조건 에러 내용

ㆍ양쪽계의 전원을 동시에 기동하

였을 때

ㆍ양쪽계의 CPU 모듈을 동시에

리셋 해제하였을 때

제어계와 대기계의 CPU 모듈이

정지 에러 “OPE.MODE DIFF.

(에러 코드：6020)”가 된다.

ㆍ한쪽계만 나중에 기동하였을 때

ㆍ일반 동작 중일 때

ㆍ세퍼레이트 모드→백업 모드로

변경되었을 때

ㆍ트래킹 케이블을 재접속하였을

때

대기계 CPU 모듈만 속행 에러

“OPE.MODE DIFF.(에러 코드：

6010)가 된다.

실행 조건 에러 내용

ㆍ양쪽계의 전원을 동시에 기동하

였을 때

ㆍ양쪽계의 CPU 모듈을 동시에

리셋 해제하였을 때

제어계와 대기계의 CPU 모듈이

정지 에러 “UNIT LAY DIFF.(에러

코드：6030 또는 6035)”가 된다.

ㆍ한쪽계만 나중에 기동하였을 때

ㆍ세퍼레이트 모드→백업 모드로

변경되었을 때

ㆍ트래킹 케이블을 재접속하였을

때

대기계 CPU 모듈만 정지 에러

“UNIT LAY DIFF.(에러 코드：

6030 또는 6035)”가 된다.

제어계

계 전환 발생

트래킹 케이블

운전 상태 RUN 운전 상태 동일 운전 상태 RUN

계 전환 가능

대기계→제어계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양쪽계 동일성 체크를 실행하지 않습니

다.

ㆍCPU 모듈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의 형명

ㆍ기본 베이스 모듈의 형명 및 미사용 슬롯수

ㆍ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착되어 있는 모듈의 시리얼 No.

ㆍ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착되어 있는 전원 모듈수

ㆍ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착되어 있는 전원 모듈의 형명

ㆍPLC 파라미터의 I/O 할당 설정에서 종류를 “빈 슬롯”으로

설정한 슬롯

ㆍ온라인 모듈 교환을 실행하고 있는 모듈

ㆍPLC 파라미터의 I/O 할당에서 설정한 슬롯수 이후의 슬롯

에 장착되어 있는 모듈

CPU 모듈의 형명이 다르므로 에러가 된다

제어계

트래킹 케이블

대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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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카드 장착 상태의 양쪽계 동일성 체크

(1) 체크 내용

메모리 카드 장착 상태의 양쪽계 동일성 체크에서는 메

모리 카드의 유무와 종류를 체크합니다.

(2) 불일치 시의 에러 내용

●파라미터 유효 드라이브의 양쪽계 동일성 체크

(1) 체크 내용

제어계와 대기계의 파라미터 유효 드라이브(딥 스위치

SW2, SW3)의 설정 상태를 체크합니다.

(2) 불일치 시의 에러 내용

1.7 이중화 시스템

체크 항목 체크 내용

메모리 카드의 유무
메모리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

한다.

메모리 카드의 종류

제어계와 대기계에 장착되어 있는 메모리 카드의

종류(SRAM 카드, Flash 카드, ATA 카드)가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실행 조건 에러 내용

ㆍ양쪽계의 전원을 동시에 기동하

였을 때

ㆍ양쪽계의 CPU 모듈을 동시에 리

셋 해제하였을 때

실행 조건 에러 내용

ㆍ양쪽계의 전원을 동시에 기동하

였을 때

ㆍ양쪽계의 CPU 모듈을 동시에 리

셋 해제하였을 때

제어계와 대기계의 CPU 모듈이 정

지 에러 “FILE DIFF.(에러 코드：

6001)”가 된다.

ㆍ한쪽계만 나중에 기동하였을 때

ㆍ세퍼레이트 모드→백업 모드로

변경되었을 때

ㆍ트래킹 케이블을 재접속하였을

때

대기계 CPU 모듈만 정지 에러

“FILE DIFF.(에러 코드：6001)”가

된다.

제어계와 대기계의 CPU 모듈이 정

지 에러 “CARD TYPE DIFF.(에러

코드：6040 또는 6041)”가 된다.

SRAM 1MB
① 장착 상태가 다르
므로 에러가 된다

② 타입이 다르므로
에러가 된다

SRAM 1MB ATA 카드 Flash 카드

장착되어
있지 않음

제어계

트래킹 케이블

딥 스위치(SW3)의 설정 상태가 다르므로 에러가 된다

제어계

트래킹 케이블

대기계

대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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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진단 기능

●자기진단 기능이란

자기진단 기능이란, 이중화 CPU 자신이 이상 유무를 진단

하는 기능입니다.

자기진단 기능은 이중화 CPU의 오작동 방지 및 예방 보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화 시스템의 전원 투입 시 또는 이중화 CPU의 RUN 중

에 이상이 발생된 경우, 자기진단 기능에 의해

.

을

이상을 검출

하거나 에러가 표시된 계를 전환합니다

●이상 검출 시의 처리

(1) 이상 검출 시의 처리

이중화 CPU는 이상을 검출하면 다음의 처리를 합니다.

(a) ERR.LED 등의 점등

(b) 특수 릴레이(SM0, SM1)의 ON

(c) 이상 내용(에러 코드)의 특수 레지스터(SD0) 저장
이상을 복수로 검출하였을 때는 최신의 에러 코드

가 SD0에 저장됩니다.

특수 릴레이, 특수 레지스터를 프로그램상에서 PLC

또는 기계계의 인터록으로 사용하십시오.

(2) 이상 이력의 확인

이중화 CPU는 최신의 에러 코드를 16개까지

.

GX Developer의 PLC 진단에 의해 이상이 발생한 이력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장의 이력은 PLC의 전원을 OFF해도 배터리에 의해

백업됩니다.

저장합니

다

●이상 검출 시의 이중화 CPU의 동작

(1) 이상 검출 시 동작 모드

자기 진단에 의해 이상을 검출한 경우, 이중화 CPU는

다음의 2가지 모드로 동작합니다.

(a) 이중화 CPU의 연산을 정지하는 모드

이상을 검출한 시점에서 연산을 정지하고 계를 전

환합니다.

기본 베이스 모듈에 할당되지 않은 출력(Y)은 모두

유지됩니다.

기본 베이스 모듈에 할당되어 있는 출력(Y)은 PLC

파라미터 I/O 할당 설정의 “에러 시의 출력 모드”에

의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ㆍ“출력 클리어”(디폴트)로 설정된 모듈의 출력을

모두 OFF합니다.(디바이스 메모리의 출력(Y)

은 유지됩니다.)

ㆍ“출력 유지”로 설정된 모듈은 출력이 유지됩니다.

(디바이스 메모리의 출력(Y)은 유지됩니다.)

(b) 이중화 CPU의 연산을 속행하는 모드

이상을 검출하면 이상이 발생된 프로그램(명령)만

실행하지 않고 기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스타트 모드

●초기화 스타트 모드(디폴트)

래치 디바이스, 파일 레지스터 이외의 디바이

스를 모두 클리어(워드 디바이스：0, 비트 디바이스：OFF)

하고 나서 연산을 하는 모드입니다.

범위가 설정된

●핫 스타트 모드

디바이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연산을 하는 모드입니다.

(스텝 릴레이, 인덱스 레지스터 등 일부 디바이스는 클리어

됩니다.)

시스템의 전원 OFF 또는 CPU 모듈의 리셋에 의해 시스템이

다운되어도 디바이스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전원

재투입 또는 CPU 때 시스템은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모듈을 리셋 해제하였을

1.7 이중화 시스템

[초기화 스타트 모드로 제어]

A계ㆍ제어계

트래킹 케이블

시스템의 전원 재투입

[초기화 스타트 모드로 기동]

트래킹 케이블

[핫 스타트 모드로 제어]

트래킹 케이블

시스템의 전원 재투입

[핫 스타트 모드로 기동]

트래킹 케이블

B계ㆍ대기계

A계ㆍ제어계 B계ㆍ대기계

A계ㆍ제어계 B계ㆍ대기계

A계ㆍ제어계 B계ㆍ대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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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 스타트 모드와 핫 스타트 모드의 차이점

초기화 스타트 모드와 핫 스타트 모드의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계 전환(제어계와 대기계의 전환) 기능

■계 전환 방법

계 전환에는 이중화 시스템이 자동으로 실행하는 “시스템

전환”과 사용자가 임의로 실행하는 “사용자 전환”의 2종류

가 있습니다.

●시스템 전환

시스템 전환은 이중화 CPU가 계 전환의 필요 여부를 판단

하여, 제어계와 대기계를 자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시스템 전환에는 “제어계 이상 시의 전환”과 “네트워크 모듈

로부터의 전환 요구에 의한 전환”이 있습니다.

(1) 제어계 이상 시의 전환

이중화 시스템에서는 대기계 CPU 모듈이 제어계의 운전

상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제어계가 아래와 같은 상태가 되어 이중화 시스템을 제

어할 수 없게 되면, 대기계 CPU 모듈이 제어계로

이중화 시스템의 제어를 계속합니다.

전환되

어

ㆍ제어계 CPU 모듈에서 정지 에러가 발생하였을 때

ㆍ제어계의 전원을 OFF하였을 때

ㆍ제어계 CPU 모듈을 리셋하였을 때

제어계 CPU 모듈이 속행 에러가 되었을 때는 계를 전환

하지 않습니다.

1.7 이중화 시스템

초기화 스타트 모드 핫 스타트 모드

디바이스

메모리

인덱스 레지스터ㆍ스텝 릴레이

이외

정전 유지 없음 클리어한다 유지한다*

정전 유지 있음 유지한다

인덱스 레지스터ㆍ 스텝 릴레이 클리어한다

특수 릴레이ㆍ특수 레지스터 초기값을 설정한다

링크 특수 릴레이, 링크 특수 레지스터 클리어한다

디바이스 초기값 설정 범위 초기값을 설정한다

로컬 디바이스 클리어한다

파일 레지스터 유지한다

프로그램

실행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 STOP→RUN 시에 1회만 실행한다

인터럽트 허가/금지 상태 인터럽트 금지로 설정한다

SM402(RUN 후 1스캔 ON) STOP→RUN 시에 1스캔 ON한다

SM403(RUN 후 1스캔 OFF) STOP→RUN 시에 1스캔 OFF한다

프로그램 실행 타입(초기/스캔/대기) PLC 파라미터의 설정에 따른다

파일 레지스터 설정 PLC 파라미터의 설정에 따른다

코멘트 파일 설정 PLC 파라미터의 설정에 따른다

SFC 프로그램 기동 모드 PLC 파라미터의 설정에 따른다

표준 ROM/메모리 카드에서의 부트 PLC 파라미터의 설정에 따른다

인텔리전트 모듈 파라미터에 의한 초기 설정 인텔리전트 모듈 파라미터를 반영한다

*：디바이스의 데이터 클리어는 래치 클리어로 실행합니다.

계 전환 계 전환 방법
실행 가능한

운전 모드

시스템 전환

ㆍ제어계 이상 시의 전환

ㆍ네트워크 모듈에서의 전환 요구에

의한 전환

백업

모드

사용자 전환

ㆍGX Developer에서의 계 전환 조작

에 의한 전환

ㆍ계 전환 명령에 의한 전환

백업

모드

세퍼레이트

모드

A계ㆍ제어계

이상

트래킹 케이블

계 전환

제어 시작

A계ㆍ(제어계→대기계)

이상

트래킹 케이블

A계

RUN
(프로그램 실행)

제어계

대기계
정상 대기 RUN
(프로그램 정지)

정지 에러 발생

계 전환

정지 에러
제어계 RUN

(프로그램 실행)

B계ㆍ대기계

B계ㆍ대기계→제어계

B계

이상

대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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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모듈로부터의 전환 요구에 의한 전환

제어계의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Ethernet 인터페이스 모듈은 통신 이상 또는 단선 을 검출하면, CPU 모듈에

계 전환 요구를 발행합니다.(대기계의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Ethernet 인터페이스 모듈이 통신 이상 또는 단선

을 검출하면, 계 전환 요구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제어계 CPU 모듈은 네트워크 모듈로부터의 계 전환 요구를 받으면, END 처리 시에 계를 전환합니다.

*

*

1

1

*1：Enternet 인터페이스 모듈에서 .QJ71E71-100만 단선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전환

사용자 전환은 시스템 동작 중에 사용자가 임의로 실행하는

계 .

사용자 전환에는 “GX Developer에 의한 계 전환”과 “계 전

환 명령(SP.CONTSW 명령)에 의한 계 전환”이 있습니다.

전환 방법입니다

사용자 전환은 제어계 CPU 모듈에 대해서 실행합니다.

(1) GX Developer에 의한 계 전환

GX Developer에서 제어계 CPU 모듈에 계 전환을 하면,

END 처리 시에 계를 전환합니다.

(a) GX Developer에 의한 계 전환은 순서로 실

합니다.행

다음의

ㆍ제어계 CPU 모듈의 “수동 변환 허가 플래그

(SM1592)”를 ON(허가)한다.

ㆍGX Developer의 리모트 조작으로 제어계 CPU 모

듈에 계 전환 요구를 실행한다.

(2) 계 전환 명령(SP.CONTSW 명령)에 의한 계 전환

제어계 CPU 모듈에서 계 전환 명령을 실행하면, 명령 실

행 후의 END 처리 시에 계를 전환합니다.

(a) 계 전환 명령에 의한 계 전환은 순서로 실행

니다.합

다음의

ㆍ제어계 CPU 모듈의 수동 변환 허가 플래그

(SM1592)를 ON(허가)한다.

ㆍ제어계 CPU 모듈에서 계 전환 명령의 실행 조건

을 ON하여 계 전환 명령을 실행한다.

●계 전환 우선 순위

■ 계 전환 실행 타이밍

리셋

*1：계 전환 요인 발생 후에 COM 명령을 실행해도, END 처리를

실행할 때까지 계를 전환하지 않습니다.

1.7 이중화 시스템

↓

↓

우선 순위 계 전환 요인

고

↓

저

1
ㆍ제어계의 전원 OFF

ㆍ제어계 CPU 모듈의 리셋

2 ㆍ제어계 CPU 모듈의 정지 에러

3 ㆍ계 전환 명령의 실행

4 ㆍGX Developer에서의 계 전환 조작

5 ㆍ네트워크 모듈에서의 계 전환 요구

계의 전환 방법 제어계의 전환 요인

시스템 전환

정지 에러
전환 요인이 발생되면,

즉시 전환한다.
전원 OFF

네트워크 모듈로부터의

전환 요구
전환 요인이 발생된 스캔

의 END 처리 시에 전환한

다*1사용자 전환

GX Developer에 의한

계 전환

계 전환 명령에 의한

계 전환

실행 타이밍

통신 이상
또는 단선

A계ㆍ제어계

계 전환 요구

트래킹 케이블

계 전환

통신 이상
또는 단선

제어 시작

A계ㆍ(제어계→대기계)

트래킹 케이블

A계

RUN
(프로그램 실행)

제어계
대기계 정상 대기 RUN

(프로그램 정지)

Ethernet
으로부터의
계 전환 요구

계 전환

정상 대기 RUN
(프로그램 정지)

대기계
제어계 RUN

(프로그램 실행)

B계ㆍ대기계

B계ㆍ대기계→제어계

B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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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전환 가능 여부

●백업 모드의 경우

*1：대기계의 동작 상태를 나타냅니다.
*2：대기계를 전원 OFF/리셋 중, 대기계 정지 에러, 트래킹 케이블 빠짐 등 계 전환을 할 수 없는 요인의 경우, 해당 요인 복귀 시에 계가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WDT 에러는 "WDT ERROR(에러 코드：5000 또는 5001)"에 해당합니다.
*4：제어계는 대기계로 전환되지만 대기계의 계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1.7 이중화 시스템

대기계의 동작 상태 *1

제어계의 계 전환 요인

시스템 전환 사용자 전환

WDT 에러

이외의 정지

에러

WDT 에러 *3 하드웨어 고장
전원 OFF

리셋

네트워크

모듈로부터의

계 전환 요구

GX

Developer에

의한 계 전환

계 전환 명령에

의한 계 전환

정상

속행 에러

전원 OFF *2

리셋 중 *2

하드웨어 고장 *2

WDT 에러 * *2, 3

WDT 에러 이외의 정지 에러 *2

네트워크의 이상 검출 시

제어계에서 대기계로의 메모리 복사

실행 중

RUN 중 쓰기 실행 중

양쪽계의 동작 상태 불일치 시

트래킹 케이블 분리

트래킹 전송 준비 중

계 전환 요구 타임 오버

계 전환 실행 중

동작 상태 내용

정상 CPU 모듈에서 속행 에러, 정지 에러가 모두 발생되고 있지 않는 RUN 상태, STOP 상태, PAUSE 상태를 나타냅니다.

속행 에러 CPU 모듈에서 속행 에러가 발생되고 있는 RUN 상태, STOP 상태, PAUSE 상태를 나타냅니다.

정지 에러 CPU 모듈에서 정지 에러가 발생되어, CPU 모듈이 정지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전원 OFF 시스템의 전원이 OFF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리셋 중 CPU 모듈이 리셋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네트워크의 이상

검출 시

대기계의 네트워크 모듈 최대 8장(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최대 4장, Ethernet 인터페이스 모듈：최대 4장) 중에 1장

이라도 이상이 검출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트래킹 전송 준비 중 트래킹 케이블을 경유한 제어계와 대기계의 통신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계 전환 요구

타임 오버

계 전환 처리 중에 노이즈 등에 의해 제어계와 대기계의 통신 데이터 이상이 발생되어 계 전환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계 전환 실행 중
이전 회에 발생한 계 전환 요인에 의해 제어계 또는 대기계가 계를 전환하는 중이므로 계를 전환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

다.

○：계 전환 가능, ×：계 전환 불가능

1.7.3 이중화 시스템의 기능



*2：WDT 에러는 “WDT ERROR(에러 코드：5000 또는 5001)”에 해당합니다.

1.7 이중화 시스템

●세퍼레이트 모드의 경우

*1：대기계의 동작 상태를 나타냅니다.

정상

속행 에러

전원 OFF

리셋 중

H/W 고장

WDT 에러 *2

WDT 에러 이외의 정지 에러

네트워크의 이상 검출 시

제어계에서 대기계로의 메모리 복사

실행 중

RUN 중 쓰기 실행 중

양쪽계의 동작 상태 불일치 시

트래킹 케이블 분리

트래킹 전송 준비 중

계 전환 요구 타임 오버

계 전환 실행 중

○：계 전환 가능, ×：계 전환 불가능

정상 CPU 모듈에서 속행 에러, 정지 에러가 모두 발생되고 있지 않은 RUN 상태, STOP 상태, PAUSE 상태를 나타냅니다.

속행 에러 CPU 모듈에서 속행 에러가 발생되고 있는 RUN 상태, STOP 상태, PAUSE 상태를 나타냅니다.

정지 에러 CPU 모듈에서 정지 에러가 발생되어 CPU 모듈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전원 OFF 시스템의 전원을 OFF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리셋 중 CPU 모듈을 리셋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네트워크의 이상

검출 시

대기계의 네트워크 모듈 최대 8장(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최대 4장, Ethernet 인터페이스 모듈：최대 4장) 중에 1장

이라도 이상을 검출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트래킹 전송 준비 중 트래킹 케이블을 경유한 제어계와 대기계의 통신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계 전환 요구

타임 오버

계 전환 처리 중에 노이즈 등에 의해 제어계와 대기계의 통신 데이터 이상이 발생되어 계 전환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계 전환 실행 중
이전 회에 발생한 계 전환 요인에 의해 제어계 또는 대기계가 계를 전환하는 중이므로 계를 전환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

다.

대기계의 동작 상태 1*

제어계의 계 전환 요인

시스템 전환 사용자 전환

WDT 에러

이외의 정지

에러

WDT 에러 3* 하드웨어 고장
전원 OFF

리셋

네트워크

모듈로부터의

계 전환 요구

GX

Developer에

의한 계 전환

계 전환 명령에

의한 계 전환

동작 상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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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중화 시스템

■계 전환 후의 제어계와 대기계의 동작

●CPU 모듈의 동작

*：이중화 CPU에서는 저속 실행 타입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모듈의 동작

항 목 신제어계 CPU 모듈 신대기계 CPU 모듈

프로그램의

실행 *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

실행하지 않는다.

다만 계 전환 시에 구제어계에서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의

실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시 초기 실행 타입 프로그램

의 선두부터 실행한다.

프로그램의 실행을 정지한다.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트래킹 전송 된 디바이스 데이터로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의 0스텝부터 실행한다.

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
고정 스캔 실행 간격의 계측을 0부터 시작한다.

대기 타입 프로그램 실행하지 않는다.

인터럽트 프로그램 인터럽트 요인이 성립되었을 때 실행한다.

트래킹 전송 신대기계에 트래킹 데이터의 전송을 시작한다.

트래킹 데이터의 수신을 시작한다.

다만 정지 에러의 경우, 트래킹 데이터의 수신

을 정지한다.

래더 모드의 RUN 중 쓰기 계 전환 시의 쓰기 동작을 계속한다. 계 전환 시의 쓰기 동작을 계속한다.

파일 일괄 RUN 중 쓰기 계 전환 시의 쓰기 동작을 계속한다. 계 전환 시의 쓰기 동작을 계속한다.

일반 데이터 처리 계 전환 후에 접수한 요구를 실행한다.

계 전환 시에 받은 요구를 실행한다.

다만 일반 데이터 처리 중에 계 전환이 발생된

경우, 통신 에러가 되는 경우가 있다.

디바이스 메모리 유지한다.

유지한다.

트래킹 전송으로 수신한 경우, 지정 디바이스

에 데이터를 세트한다.

시그널 플로 메모리

트래킹 전송으로 수신한 경우 데이터를 유지한다.

트래킹 전송으로 수신하지 않은 경우 모두 ON한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시그널 플로

메모리에 반영한다.

유지한다.

트래킹 전송으로 수신한 경우, 데이터를 세트

한다.

디바이스 초기값 세트 세트하지 않는다. 무처리.

특수 릴레이, 특수 레지스터

유지한다.

다만 SM1515, SM1516에는 계 전환 후의 제어계/대기계

상태가 반영된다.

유지한다.

다만 SM1515, SM1516에는 계 전환 후의 제

어계/대기계 상태가 반영된다.

트래킹 전송으로 수신한 특수 릴레이, 특수 레

지스터의 데이터를 세트한다.

출력(Y)
유지한다.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출력한다.

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착되어 있는 모듈의 출

력(Y)은 OFF한다.

기본 베이스 모듈 장착되어 있는 모듈 이외의

출력(Y)은 유지한다.

로컬 디바이스의 설정 파라미터의 설정에 따라 디바이스가 설정된다. 무처리.

파일 레지스터의 설정 계 전환 전의 파일 레지스터의 설정을 유지한다. 무처리.

다이렉트 입력(DX)
계 전환 후에 다이렉트 입력을 사용한 명령을 실행하였을

때 수신한다.
무처리.

다이렉트 출력(DY)
계 전환 후에 다이렉트 출력을 사용한 명령을 실행하였을

때 출력한다.
무처리.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용 전용 명령

전환 후에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용 전용 명령의 실행 조건이

성립된 경우 실행하고, 실행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실

행하지 않는다.

무처리.

FROM/TO 명령
전환 후에 FROM/TO 명령의 실행 조건이 성립된 경우 실행

하고, 실행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실행하지 않는다.
무처리.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로부터의 액세스

요구
액세스 요구를 무시한다. 무처리.

신제어계 네트워크 모듈 신대기계 네트워크 모듈

MELSECNET/H PLC 간 네트

워크
사이클릭 전송을 시작한다.

사이클릭 전송을 계속한다.

다만 출력은 실행하지 않는다.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사이클릭 전송을 시작한다.

마스터국으로 동작한다.

서브 마스터국으로 사이클릭 전송을 계속한다.

다만 출력은 실행하지 않는다.

Ethernet

외부 기기에서 제어계가 지정되어 있을 때

.

외부 기기에서 대기계가 지정되어 있을 때 대기계에 스테

이트먼트를 전송한다.

데이터 교신을

한다

외부 기기에서 대기계가 지정되어 있을 때

.

외부 기기에서 제어계가 지정되어 있을 때 제어계에 스테

이트먼트를 전송한다.

데이터 교신을

한다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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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킹 전송 기능

■트래킹 전송 기능의 개요

●트래킹 전송 기능

트래킹 전송 기능이란, 제어계가 다운되었을 때 이중화 시스

템을 대기계에 의해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제어계와 대기계

의 데이터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이중화 CPU에서는 트래킹 전송 설정 데이터가 디폴트로 설

정되어 있으므로 트래킹을 설정하지 않아도 트래킹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 1

트래킹 전송은 백업 모드와 세퍼레이트 모드의 어느 모드에

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2

*1：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트래킹 전송 설정 데이터는 다음과 같
습니다.
 ㆍ내부 디바이스
 ㆍSFC 정보
 ㆍPID 제어 명령 정보

*2：백업 모드, 세퍼레이트 모드로 트래킹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3：트래킹 전송 설정 데이터를 변경하면, 변경 후에 데이터가 트
래킹 전송됩니다.

●트래킹 전송 설정 데이터

트래킹 전송 설정 데이터에는 “사용자가 전송 범위를 설정

하여 전송하는 데이터”와 “자동 전송하는 데이터”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전송 범위를 설정하여 전송하는 데이터

사용자가 전송 범위를 설정하여 전송하는 데이터는 전송

범위와 전송 타이밍을 사용자가 임의로

.

정할 수 있습니

다

이중화 CPU에서는 디폴트로 트래킹 전송 범위가 설정되

므로 사용자가 트래킹을 설정하지 않아도 트래킹 전송됩

니다.

(2) 자동 전송하는 데이터

자동 데이터는 트래킹 설정에 관계없이 트래킹

전송되는 데이터입니다.

전송하는

자동 전송하는 데이터는 사용자가 전송 범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트래킹 전송 설정 데이터의 변경

사용자가 전송 범위를 설정하여 전송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ㆍ트래킹 전송 시간을 짧게 하고 싶을 때

ㆍ트래킹 전송 설정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을 때(파일 레

지스터 등)

ㆍ트래킹 전송 타이밍을 프로그램으로 임의로 변경하고

싶을 때

ㆍ시그널 플로 메모리를 트래킹 전송하고 싶을 때

트래킹 전송 설정 데이터는 GX Developer에 의해 이중화

라미터의 트래킹 설정에서 변경합니다.

파

■트래킹 전송 설정 데이터

*1：○：자동 전송 가능, ×：자동 전송 불가능
*2：○：설정 변경 가능, ×：설정 변경 불가능

*3：○：트래킹 전송 가능, ×：트래킹 전송 불가능
*4：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디바이스 범위가 전송됩니다.

1.7 이중화 시스템

종 류 내 용
자동 전송

가능 여부 *1

사용자의

설정 변경

가능 여부 *2

운전 모드에 의한

트래킹 전송 가능 여부 *3

백업 모드
세퍼레이트

모드

디바이스

데이터

내부 디바이스
입력(X), 출력(Y), 내부 릴레이(M) 등 프로그램에

서 사용하는 데이터

특수 릴레이 사용자가 ON/OFF하는 데이터

특수 레지스터 사용자가 저장한 데이터

시그널 플로 메모리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펄스상승 명령, 펄스하강 명

령의 실행/비실행을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

SFC 정보 SFC를 실행하기 위한 데이터

PID 제어 명령 정보
PIDINIT 명령, S.PIDINIT 명령으로 지정된 PID 제

어용 데이터

제어계

트래킹 케이블

END 처리 시에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가

트래킹 전송된다. *3

대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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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전송 범위를 설정하여 전송하는 데이터

사용자가 전송 범위를 설정하여 전송하는 데이터는 전송 범

위와 전송 타이밍을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전송 범위를 설정하여 전송하는 데이터는 내부 디

바이스와 시그널 플로 메모리입니다.(시그널 플로 메모리는

트래킹 전송 여부를 설정합니다.)

1회의 트래킹 전송 시에 내부 디바이스와 시그널 플로 메모

리를 합하여 100k워드까지 전송할 수 있습니다.

(1) 내부 디바이스

내부 디바이스는 입력(X), 출력(Y), 내부 릴레이(M) 등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입니다.

(a) 내부 디바이스의 디폴트 설정

내부 디바이스는 디폴트로 아래 표의 “디폴트 전송

범위”가 설정됩니다.

GX Developer에 의한 PLC 파라미터의 디바이스 설

정에서 사용 점수를 변경한 경우, 변경 후의 점수가

트래킹 전송 범위가 됩니다.

디폴트는 전송 범위의 전체 접점이 트래킹 전송됩니

다.

*1：GX Developer에 의한 PLC 파라미터의 디바이스 설정에서 사
용 점수를 변경할 수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사용 점수를 변경하면 변경 후의 점수가 “디폴트 전송 범위”
또는 “사용자 설정 범위”가 됩니다.

*2：적산 타이머의 디폴트는 0점입니다.

GX Developer에 의한 PLC 파라미터의 디바이스 설정에서 사
용 점수를 설정한 경우, 설정된 점수가 “디폴트 전송 범위” 또
는 “사용자 설정 범위”가 됩니다.

*3：특수 릴레이는 1-169페이지의 표에 나타내는 범위의 데이터
를 자동 전송합니다.

*4：특수 레지스터는 1-169페이지의 표에 나타내는 범위의 데이
터를 자동 전송합니다.

*5：이중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특수 릴레이, 특수 레지스터는
자동 전송됩니다.
사용자가 트래킹 전송 범위를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6：네트워크 모듈의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링크 특수 릴레이
(SB)와 링크 특수 레지스터(SW)는 국 고유의 데이터이므로 트

래킹 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b) 내부 디바이스의 설정 변경

(2) 시그널 플로 메모리

시그널 플로 메모리는 시퀀스 프로그램 각 스텝 연산의

실행/비실행 결과를 기억하는 메모리입니다.

시그널 플로 메모리의 기억 정보에 따라 펄스상승 명령,

펄스하강 명령, SCJ 명령의 실행/비실행이 정해집니다.

(a) 트래킹 설정의 디폴트

시그널 플로 메모리는 디폴트로 “트래킹 전송하지

않는다”로 설정됩니다.

(b) 트래킹 설정의 설정 변경

시그널 플로 메모리를 트래킹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계 전환 후에 신제어계 CPU 모듈의 펄스상승/펄스

하강 명령, SCJ 명령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 전환이 발생되어도, 신제어계 CPU 모듈의 펄스

상승/펄스하강 명령, SCJ 명령의 동작을 계속하는

경우, 시그널 플로 메모리를 트래킹 전송하도록 설

정 내용을 변경하십시오.

시그널 플로 메모리를 “트래킹한다”로 설정하면, 1

회의 트래킹 전송으로 전송할 수 있는 내부 디바이

스 점수가 16k워드 감소합니다.

●자동 전송하는 데이터

자동 전송하는 데이터는 이중화 파라미터의 트래킹 설정에

관계없이 이중화 CPU가 트래킹 전송하는 데이터입니다.

자동 전송하는 데이터는 이중화 파라미터의 트래킹 설정에

서 설정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동 전송 데이터는 SFC 정보, PID 제어 명령 정보, 일부의

특수 릴레이와 특수 레지스터입니다.

(1) SFC 정보

자동 전송하는 SFC 정보는 SFC 프로그램을 속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SFC 정보는 백업 모드로 SFC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

을 때 전송합니다.

(2) PID 제어 명령 정보

자동 전송하는 PID 제어 명령 정보는 PIDINIT 명령,

S.PIDINIT 명령으로 지정된 PID 제어용 데이터입니다.

PID 제어용 데이터는 백업 모드로 PIDINIT 명령,

S.PIDINIT 명령 실행 시에 전송합니다.

1.7 이중화 시스템

디바이스명
디폴트

전송 범위
사용자 설정 범위

입력

출력

내부 릴레이 *1

래치 릴레이 *1

스텝 릴레이

어넌시에이터 *1

에지 릴레이 *1

링크 릴레이 *1

링크 특수 릴레이

타이머(접점, 현재값)*1

적산 타이머(접점, 현재값)

카운터(접점, 현재값) *1

데이터 레지스터 *1

링크 레지스터 *1

링크 특수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

특수 릴레이

특수 레지스터

파일 레지스터

－：디폴트로 트래킹 전송하지 않는 데이터를 나타낸다.

요 망 트래킹 설정

ㆍ트래킹 전송 시간을 짧게

하고 싶을 때

ㆍ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 범위만

트래킹 전송하도록 설정 내용을 변경한

다.

ㆍ트래킹 전송 범위를 복수 블록에 분할

하여 각 블록의 전송 타이밍을 변경한

다.

ㆍ파일 레지스터, 어넌시에

이터를 추가하고 싶을 때

ㆍ트래킹 블록 No. 1~64에 파일 레지스

터, 어넌시에이터를 설정한다.

ㆍ트래킹 전송 타이밍을

프로그램으로 임의로 변

경하고 싶을 때

ㆍ트래킹 전송 블록 No. 1의 트래킹 전송

트리거를 사용자가 ON/OFF하도록 설

정 내용을 변경한다.

ㆍ트래킹 전송 범위를 복수 블록으로 분

할하여 각 블록의 트래킹 전송 트리거

를 프로그램으로 ON/OFF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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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 릴레이

특수 릴레이는 백업 모드일 때만 전송합니다.

(4) 특수 레지스터

특수 레지스터는 백업 모드일 때만 전송합니다.

■트래킹 블록과 트래킹 전송 트리거

●트래킹 블록

(1) 트래킹 블록이란

GX Developer에 의한 이중화 파라미터의 트래킹 설정에

서, 내부 디바이스의 전송 범위를 복수의 블록으로 나누

어 설정할 수 있습니다.

GX Developer에서 전송 범위를 설정하는 블록을 트래킹

블록이라고 합니다.

트래킹 블록은 64블록(트래킹 블록 No.1~64)이 있습니

다.

(2) 트래킹 블록의 트래킹 전송 실행

설정된 트래킹 블록 No.의 트래킹 전송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트래킹 블록에 대응하는 “트래킹 전송 트리거

(SM1520~SM1583)”로 지정합니다.

트래킹 블록 No.에 대응하는 트래킹 전송 트리거를 ON

하면, 해당 트래킹 블록 No.로 설정되어 있는 디바이스

데이터의 트래킹 전송을 합니다.

(3) 디폴트 트래킹 블록의 설정

트래킹을 설정하지 않으면(디폴트), 트래킹 블록 No.1에

1-168페이지 “디폴트 전송 범위”의 디바이스가 설정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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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90~SM99 스텝 이행 감시 타이머 기동

SM202 LED 소등 지령

SM206 PAUSE 허가 코일

SM210 시계 데이터 세트 요구

SM213 시계 데이터 읽기 요구

SM250 실장 최대 I/O 읽기

SM254 모든 국 리프레시 지정

SM255~SM257 MELSECNET/H 1번째 정보

SM260~SM262 MELSECNET/H 2번째 정보

SM265~SM267 MELSECNET/H 3번째 정보

SM270~SM272 MELSECNET/H 4번째 정보

SM321 SFC 프로그램의 기동/정지

SM322 SFC 프로그램의 기동 상태

SM323 전체 블록 연속 이행 여부

번 호 명 칭

SM325 블록 정지 시의 출력 모드

SM326 SFC의 디바이스 클리어 모드

SM327 엔드 스텝 실행 시의 출력

SM402 RUN 후 1스캔만 ON

SM403 RUN 후 1스캔만 OFF

SM551 모듈 서비스 간격 읽기

SM701 출력 문자수 전환

SM702 검색 방식

SM703 정렬 순서

SM710 CHK 명령 우선 순위 플래그

SM715 EI 플래그

SM722 BIN, DBIN 명령 에러 금지 플래그

PID 범프리스 처리(PIDCONT 명령용)

COM 명령 실행 시 링크 리프레시 선택

SM776 CALL 시 로컬 디바이스의 허가/금지 설정

SM777

SM794 PID 범프리스 처리(S.PIDCONT 명령용)

SM1500

SM1501
유지 모드(S.IN, SOUT)

SM1520~SM1583 데이터 트래킹 전송 트리거 지정

SM1591

SM1592

SM1598

SM1648

SM1709

SM1710

SM774

SM775

인터럽트 프로그램에서의 로컬 디바이스 허가/

금지 설정

제어계에서 대기계로의 메모리 복사 표준 ROM

복사 플래그

계 전환 시의 대기계측 에러 검출 무효 플래그

수동 전환 허가 플래그

대기계 에러 해제

RUN 중 쓰기 이중화 추종 중에 사용자 전환 허

가/금지 설정

RUN 중 쓰기 중에 디바이스 메모리 트래킹 전송

여부

SD90~SD99 스텝 이행 감시 타이머 설정값

SD207~SD209 LED 표시 우선 순위

SD210~SD213 시계 데이터

SD250 실장 최대 I/O

SD315 통신 처리 확보 시간

SD414 2n초 클록 설정

SD415 2n ms 클록 설정

SD550 서비스 간격 측정 모듈

SD774~SD775 PID 리미트 제한 설정(PIDCONT 명령용)

SD778 COM 명령 실행 시 리프레시 처리 선택

SD794~SD795 PID 리미트 제한 설정(S.PIDCONT 명령용)

SD1500~SD1501 실행 시간 주기

SD1649 대기계 에러 해제

SD1710 대기계 RUN 중 쓰기 시작 대기 시간

번 호 명 칭

1-168페이지의 “디폴트
전송 범위”가 설정된다.

1.7.3 이중화 시스템의 기능



●트래킹 전송 트리거

(1) 블록 전송 트리거란

블록 전송 트리거는 복수 블록에 분할하여 설정된 내부

디바이스 데이터의 전송 여부를 결정하는 특수 릴레이입

니다.

트래킹 전송 트리거는 트래킹 블록 마다 할당할 수 있습

니다.

트래킹 전송을 하는 경우, 트래킹 블록 No.에 대응하는

트래킹 전송 트리거를 프로그램으로 ON하십시오.

(2) 트래킹 블록 No.1의 트래킹 전송 트리거 설정

트래킹 블록 No.1의 트래킹 전송 트리거(SM1520)는 이

중화 파라미터의 트래킹 설정에서 “전원 ON 시에 자동

으로 ON”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는 트래킹 블록 No.1의 트래킹 전송 트리거가 자

동으로 ON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트래킹 블록1로 설

정되어 있는 디바이스 데이터를 자동 전송합니다.)

■트래킹 전송의 실행

트래킹 블록 No.에 대응하는 트래킹 전송 트리거를 ON하면,

해당 트래킹 블록 No.로 설정되어 있는 디바이스 데이터를

트래킹 전송합니다.

트래킹 전송되는 데이터는 운전 모드와 양쪽계의 동작 상태

에 따라 다릅니다.

●백업 모드의 경우

●세퍼레이트 모드

■트래킹 전송 방식

트래킹 전송 방식은 트래킹 전송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트래킹 전송 요구가 발생된 경우의 처리를 결정하는 것입니

다.

(제어계 CPU 모듈의 END 처리 시에 이전의 트래킹 전송이

완료되는 경우 다음의 트래킹 전송을 합니다.)

트래킹 전송 방식에는 다음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ㆍ동기 방식

ㆍ비동기 방식

●각 운전 모드와 각 계의 동작 상태에 따른 트래킹 전송 방

식

트래킹 전송 방식은 운전 모드와 각 계의 동작 상태에 따라

정해집니다.

*1：백업 모드에서 세퍼레이트 모드로 변경되면 비동기
.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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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상태 트래킹 전송 데이터

제어계 대기계

디바이스 데이터
시그널

플로

SFC

정보

PID 제어

명령 정보
내부

디바이스

특수 릴레이,

특수 레지스터

정지

에러

○：트래킹 전송을 한다 ×：트래킹 전송을 하지 않는다

정지

에러

정지

에러

○：트래킹 전송을 한다 ×：트래킹 전송을 하지 않는다

동작 상태 트래킹 전송 데이터

제어계 대기계

디바이스 데이터
시그널

플로

SFC

정보

PID 제어

명령 정보
내부

디바이스

특수 릴레이,

특수 레지스터

정지

에러

정지

에러

정지

에러

동작 상태 운전 모드

제어계 대기계
백업

모드

세퍼

레이트

모드

백업

모드

→세퍼레이트

모드

세퍼레이트

모드

→백업

모드

동기 방식*3

동기 방식

→

비동기 방식

*1

비동기 방식

→

동기 방식

*2

비동기 방식 비동기

방식

비동기 방식

→

비동기 방식

비동기 방식

→

비동기 방식

정지

에러

정지

에러

정지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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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퍼레이트 모드에서 백업 모드로 변경되고 나서 최대 150ms
후에 동기 방식으로 바뀝니다.

*3：특수 릴레이의 “RUN 중 쓰기 중 디바이스 메모리 트래킹 전송
여부(SM1710)”를 ON하여 RUN 중에 쓰는 중에 트래킹 전송을
하는 경우, RUN 중에 트래킹 전송은 비동기 방식이 됩
니다.

쓸 때의

●동기 방식

제어계 CPU 모듈의 END 처리 시에 매스캔 대기계에 트래킹

전송을 하는 방식입니다.

제어계 CPU 모듈은 END 처리 시에 이전의 트래킹 전송이

완료되어 있지 않으면, 이전의 트래킹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이전의 트래킹 전송이 완료되고 나서 다음의 트

래킹 전송을 합니다.

동기 방식에는 “트래킹 동기 모드”와 “프로그램 우선 모드”

의 2가지 모드(트래킹 전송 모드)가 있습니다.

트래킹 전송 모드의 디폴트는 “트래킹 동기 모드”입니다.

트래킹 전송 모드의 설정 내용은 이중화 파라미터의 트래킹

설정에서 변경합니다.

다음

(1) 트래킹 동기 모드

트래킹 동기 모드에서는 제어계 CPU 모듈이 트래킹 전

송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대기하고, 트래킹 전송이 완료

되면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계 전환이 발생되어도 신제어계 CPU 모듈은 최

대 1스캔 전의 트래킹 데이터로 연산을 시작합니다.

다만 트래킹 전송 시간만큼 스캔 타임이 늘어납니다.

(2) 프로그램 우선 모드

프로그램 우선 모드에서는 제어계 CPU 모듈이 트래킹

전송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 스캔 실행 타입 프로

그램을 실행합니다.

트래킹 전송 시간이 프로그램 실행 시간보다 긴 경우, 트

래킹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트래킹 수 없

습니다.

프로그램 우선 모드는 트래킹 동기 모드보다 스캔 타임

을 짧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 전환이 발생되면 신제어계 CPU 모듈은 최대 2

스캔 전의 트래킹 데이터로 연산을 시작합니다.

전송을 할

●비동기 방식

제어계 CPU 모듈 프로그램의 연산을 트래킹 전송 처리보다

우선하여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제어계 CPU 모듈의 END 처리 시에 이전의 트래킹 전송이

완료되어 있지 않는 경우, 다음 트래킹 전송을 취소하고 프

로그램을 연산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쓰기에 의한 제어계와 대기계

에 대한 쓰기

백업 모드 시의 온라인 프로그램 쓰기 시에는 제어계와 대기

계의 CPU 모듈의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제어계

와 대기계의 CPU 모듈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씁니다.

■CPU 모듈 STOP 중 PLC 쓰기

●CPU 모듈이 STOP 중에 PLC 쓰기를 실행한 경우의 동작

GX Developer에 의해 제어계나 대기계 중에 어느 한 쪽의

CPU 모듈에 PLC 쓰기로 파라미터, 프로그램을 쓰면, GX

Developer는 다른 계에도 동일한 파라미터, 프로그램을 씁

니다.

●제어계와 대기계에 대한 쓰기 순서

제어계와 대기계에 대한 쓰기는, GX Developer를 제어계와

대기계의 어느 쪽으로 접속해도 접속 경로에 관계없이 제어

계에서 대기계 순으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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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계

트래킹 케이블
② 대기계 CPU 모듈에

PLC 쓰기를 한다.

프로그램 메모리 프로그램 메모리

프로그램 B의
PLC 쓰기를 실행 쓰기 전 쓰기 후

프로그램

쓰기 전 쓰기 후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① 제어계 CPU 모듈에 PLC 쓰기를 한다.

제어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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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모듈 RUN 중 프로그램의 변경

●CPU 모듈 RUN 중에 프로그램을 변경한 경우의 동작

백업 모드 시에 제어계 CPU 모듈의 프로그램에 RUN 중 쓰

기를 하면, 대기계 CPU 모듈의 동일 프로그램에도 쓰여집

다.

RUN 중 쓰기 중에 제어계에 정지 에러가 발생되어 계가 전

환되어도, 양쪽계에 RUN 중 쓰기를 계속합니다.

니

●제어계와 대기계에 대한 쓰기 순서

GX Developer에서의 RUN 중 쓰기는 접속 경로에 관계없이

제어계 CPU 실행합니다.

제어계 CPU 모듈에 RUN 중 쓰기를 하면 제어계와 대기계

의 CPU 모듈에 대한 쓰기가 실행됩니다.

모듈에 대해

●RUN 중 쓰기 실행 중 트래킹 전송의 실행 가능 여부

RUN 중 쓰기 실행 중에 트래킹 전송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수 릴레이의 “SM1710(RUN 중 쓰기 이중화 추종 실행 중

인 디바이스 메모리 트래킹 전송 여부)”로 선택할 수 있습니

다.

SM1710의 ON/OFF(트래킹 전송 유/무)는 RUN 중 쓰기 실

행 전에 설정하십시오.

RUN 중 쓰기 중에는 SM1710을 ON해도 트래킹 전송이 실

행되지 않습니다.

(1) SM1710이 OFF인 경우(디폴트)

SM1710이 OFF인 경우, RUN 중 쓰기가 완료될 때까지

트래킹 전송을 중단합니다.

RUN 중 쓰기 중에 계 전환이 발생되면, 신제어계 CPU

모듈은 기존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SM1710이 ON인 경우
SM1710이 ON인 경우, RUN 중 쓰기 중에도 트래킹 전

송을 하기 위해 계 전환이 발생되어도 기존의 데이터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3) RUN 중 쓰기 실행 시의 계 전환

제어계에서 대기계로의 메모리 복사 기능

●제어계에서 대기계로의 메모리 복사 기능의 개요

제어계에서 대기계로의 메모리 복사 기능은, 제어계 CPU

모듈의 파라미터, 프로그램, 파일 레지스터 등의 데이터를

대기계 CPU 모듈에 전송하여 제어계 CPU 모듈과 동일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표준 RAM, 표준 ROM 및 프로그램 메모리를 제어계에서 대

기계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메모리 수 없습니다.)

대기계 CPU 모듈을 교환하는 경우 등 제어계와 대기계 CPU

모듈의 메모리 내용을 동일하게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복사를 실행할

(1) 메모리 복사 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복사합니다.

ㆍGX Developer의 메모리 복사 기능에 의한 방법

ㆍ특수 릴레이와 특수 레지스터에 의한 방법

온라인 모듈 교환

●MELSECNET/H의 리모트 I/O국에 장착되어 있는 모듈

의 경우

MELSECNET/H의 리모트 I/O국은 온라인 모듈 교환에

.

MELSECNET/H의 리모트 I/O국에 장착되어 있는 모듈에 이

상이 발생된 경우, 시스템의 제어를 멈추지 않고 이상이 된

모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대응

합니다

●이중화 전원 모듈의 경우

전원 모듈을 이중화한 시스템에서는 1모듈 단위로 전원 모

듈의 전원을 OFF한 다음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교환되지 않은 전원 모듈에서 베이스 모듈에 장착되어 있는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므로, 전원 모듈을 교환하는 중에도 시

스템 제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착되어 있는 입출력 모듈의 경우

제어계와 대기계의 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착되어 있는 입출

력 모듈은 온라인 모듈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제어계와 대기계의 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착되어 있는 입출

력 모듈에 이상이 발생된 경우, 시스템의 제어를 멈추지 않

고 고장 모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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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계

① 제어계 CPU 모듈에
대한 RUN 중 쓰기를 실행

② 제어계 CPU 모듈에 대한 쓰기
가 완료되면, 대기계 CPU 모듈
에 대한 쓰기를 실행

프로그램 A의
RUN 중 쓰기

프로그램 메모리(프로그램 A) 프로그램 메모리(프로그램 A)

추가

대기계

추가

분 류 계 전환 요인

RUN 중 쓰기 중에

계 전환 실행

가능 여부

시스템

전환

정지 에러

네트워크 모듈에서의 전환 요구

시스템 전원 OFF

CPU 모듈 리셋

CPU 모듈 하드웨어 이상

사용자

전환

계 전환 명령

GX Developer에서의 계 전환 요구

○：실행, ×：비실행

1.7.3 이중화 시스템의 기능



네트워크 모듈의 이중화 그룹 설정

●이중화 그룹 설정

이중화 그룹 설정이란, 이중화 시스템에서 Ethernet 모

을 이중화하고 있는 경우, 1개의 네트워크에 이상이

하더라도 계를 전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니

그룹 설정된 2대의 Ethernet 모듈에서 교신 이상이 발생

되면 계를 전환합니다.

듈

발생

다.기능

ㆍ다음은 이중화 그룹으로 설정된 네트워크에서 어

느 한 쪽의 네트워크에 이상이 발생된 경우의 동

작 내용입니다.

제어계 대기계교신
이상

A계

트래킹 케이블

ㆍ이중화 그룹으로 설정되어 있는 어느

한쪽의 모듈에서 계 전환을 요구하였다

계가 전환되지 않는다

이중화 그룹으로 설정되어 있는 양쪽의

모듈에서 계 전환을 요구하였다

계가 전환된다

제어계 대기계교신
이상

B계 A계 B계

트래킹 케이블

제어계 대기계 제어계 대기계교신
이상

교신
이상

교신
이상

교신
이상

A계 B계

트래킹 케이블 트래킹 케이블

A계 B계

ㆍ다음은 이중화 그룹으로 설정된 네트워크에서 양

쪽 네트워크에 이상이 발생된 경우의 동작 내용입

니다.

1.7 이중화 시스템
1.7.3 이중화 시스템의 기능



이중화 시스템의 운전 모드를 백업 모드로 설정한 경우에 대

해 설명합니다.

이중화 시스템 네트워크의 개요

이중화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모듈을 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

착하여 이중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다음의

.

4종류가 있습

니다

ㆍ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ㆍ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ㆍEthernet

ㆍCC-Link

상기 네트워크는 제어계에 이상이 발생되어도, 데이터 링크

/외부 기기와의 교신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Link는 네트워크의 이상 시에 계를 전환하지 않습

니다. .계 전환하려면 명령을 사용하여 계전환해야 합니다

상기 이외의 네트워크 모듈,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등은

이중화 시스템의 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착할 수 없습니다.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의 리모트 I/O국에 장

착하십시오.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이중화 시스템에서는 제어계의 이상 및 제어계의 네트워크

이상이 발생되어도 계 전환에 의해 데이터 링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제어계와 대기계 네트워크 모듈의 교신 개요

이중화 시스템에서는 제어계와 대기계가 1개의 시스템이므

로, 제어계 네트워크 모듈이 사이클릭 데이터를 송수신합니

다.

대기계 네트워크 모듈은 계 전환이 발생되어도 제어를 계속

하기 위해, 다른 국에서 사이클릭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제어계에 의한 계 전환 시의 동작

제어계에 의한 계 전환 시는 신제어계에 장착되어 있는 네트

워크 모듈에 의해 데이터 링크를 계속합니다.

제어계의 네트워크 모듈이 국번1의 관리국, 대기계의 네트

워크 모듈이 국번2의 일반국일 때, 제어계 CPU 모듈에서

지 에러가 발생한 경우의 동작을 나타냅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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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송신과 수신을 한다 송신만을 한다
송신과 수신을 한다 송신과 수신을 한다

제어계 관리국 대기계 일반국
일반국

일반국(국번3)

트래킹
케이블

일반국
일반국
(국번3)

트래킹 케이블

대기계 제어계

정지 에러
발생

트래킹 케이블

일반국 (국번3) 일반국 (국번4)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제어계 관리국(국번1) 대기계 일반국 (국번2)

제어계 CPU 모듈에서
정지 에러 발생

일반국 (국번3) 일반국 (국번4)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관리국(국번1) 일반국(국번2)→서브 관리국

신제어계의 일반국이
서브 관리국이 되어
데이터 링크를 계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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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에서 통신 에러 발생 시

의 동작

(1) 계 전환에 의한 데이터 링크의 계속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에서 통신 에러가 발생

된 경우, 아래의 순서로 계를 전환하여 데이터 링크를 계

속합니다.

(a) 제어계의 네트워크 모듈은 통신 에러를 검출하면

어계 CPU 모듈에 계 전환 요구를 실행합니다.제

(b) 제어계 CPU 모듈은 네트워크 모듈로부터의 계 전

환 요구를 받아들이면, END 처리 시에 계를 전환합

니다.

(c) 계 전환이 완료되면, 신제어계의 네트워크 모듈에

의해 데이터 링크를 계속합니다.

대기계의 네트워크 모듈은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에서 통신 에러가 발생해도 계 전환 요구

실행하지 않습니다.를

다음은 제어계의 네트워크 모듈이 국번1의 관리국이고, 대

기계의 네트워크 모듈이 국번2의 일반국일 때, 제어계의 네

트워크 모듈에서 통신 에러를 검출한 경우의 동작 내용입니

다.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이중화 시스템에서는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의 다중 리모트 I/O 시스템에 의해 계 전환이 발생되어도 리

모트 I/O국의 제어를 계속합니다.

다중 리모트 I/O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리모트 I/O국를 제

어하는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과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 백

업용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이 있습니다.

이중화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A계를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으

로, B계를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으로 하십시오.

●리모트 I/O국의 개요

제어계의 네트워크 모듈(다중 리모트 마스터국)은 리모트

I/O국과의 데이터 제어와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과의

이터 송수신을 실행합니다.

대기계 네트워크 모듈(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은 계 전

환이 발생되어도 리모트 I/O국의 제어를 계속하기 위해, 리

모트 I/O국에서 데이터를 수신하고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과

데이터를 송수신합니다.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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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 (국번3) 일반국 (국번4)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통신 에러
제어계 관리국(국번1)

대기계
일반국(국번2)

계 전환 요구

트래킹 케이블

제어계 CPU 모듈에서
정지 에러 발생

일반국 (국번3) 일반국 (국번4)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일반국(국번1) 일반국(국번2)→서브 관리국
대기계 제어계

통신
불가능

신제어계의 일반국이
서브 관리국이 되어
데이터 링크를 계속
한다.

트래킹 케이블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

리모트국과의 데이터 교
환에 의한 제어,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과의 데이
터 송수신을 실행한다.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

리모트국으로부터의 데이터
수신, 리모트 마스터국과의
데이터 송수신을 실행한다.

데이터 송수신

데이터 수신

A계ㆍ제어계 B계ㆍ대기계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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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전환 발생 시의 동작

계 전환이 발생되면, 신제어계의 네트워크 모듈이 마스터국

으로 동작되어 리모트 I/O국의 제어를 계속합니다.

제어계 CPU 모듈에서 정지 에러가 발생된 경우의 동작을 나

타냅니다.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에서 통신 에러 발생

시의 동작

(1) 계 전환 순서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에서 통신 에러가

발생된 경우, 아래의 순서로 계를 전환하여 데이터 링크

를 계속합니다.

(a)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에서 통신 에

러가 발생되면, 제어계의 네트워크 모듈은 제어계

CPU 모듈에 계 전환 요구를 발행합니다.

(b) 제어계 CPU 모듈은 네트워크 모듈로부터의 계 전

환 요구를 받아들이면, END 처리 시에 계를 전환합

니다.

(c) 계 전환이 완료되면, 신제어계의 네트워크 모듈에

의해 데이터 링크를 실행합니다.

(2) 계 전환 중인 출력 상태

계 전환 중에 리모트 I/O국의 출력은 유지됩니다.

제어계의 네트워크 모듈이 마스터국, 대기계의 네트워크 모

듈이 서브 마스터국일 때, 제어계의 네트워크 모듈에서 통신

에러를 검출한 경우의 동작을 나타냅니다.

1.7 이중화 시스템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국번0)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국번1)

제어계 대기계

트래킹 케이블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리모트 I/O국
(국번2)

리모트 I/O국
(국번3)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국번0)

→ 정지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국번1)

→ 마스터국 동작

제어계→대기계 대기계→제어계

트래킹 케이블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리모트 I/O국
(국번2)

계 전환 실행 중,
출력은 유지된다

리모트 I/O국
(국번3)

계 전환 실행 중,
출력은 유지된다

① 정지 에러
발생 ② 계 전환 실행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국번0)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국번1)

제어계 대기계

트래킹 케이블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리모트 I/O국
(국번2)

리모트 I/O국
(국번3)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국번0)

→ 정지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국번1)

제어계→대기계 대기계→제어계

② 계 전환 요구 발행

③ 계 전환 실행

트래킹 케이블
① 통신
불가능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리모트 I/O국
(국번2)

계 전환 실행 중,
출력은 유지된다

리모트 I/O국
(국번3)

계 전환 실행 중,
출력은 유지된다

→ 마스터국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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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이중화 시스템의 네트워크

■Ethernet

외부 기기에서는 MC 프로토콜, 고정 버퍼, 랜덤 액세스 버

퍼, 데이터 링크용 명령에 의한 교신 등의 기능을 사용하여

이중화 시스템의 CPU 모듈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EZ Socket 을 사용한 파트너 제품에서는 OPS 접속

에 의해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 1

제어계의 Ethernet 인터페이스 모듈은 통신 이상 또는 단선

을 검출 하면, 제어계 CPU 모듈에 계 전환 요구를 발행할* 2

수 있습니다.

제어계 CPU 모듈은 Ethernet 인터페이스 모듈로부터의 계

전환 요구를 받아들이면 계를 전환합니다.

*1：미쓰비시전기의 PLC, 서보, 로보트, NC 등에 대응하는 FA용
통신 미들웨어로서, Windows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구성됩니다. Ez Socket을 이용함으로써 각 파트너
는 Windows PC에서 동작하는 미쓰비시전기의 FA 기기를 사
용한 FA 관련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쉽게 개발할 수 있습
니다.

®

®

*2： .QJ71E71-100만 단선을 검출할수 있습니다

●외부 기기와의 교신 개요

(1) MC 프로토콜, 데이터 링크용 명령에 의한 교신

MC 프로토콜에서는 제어계, 대기계, A계, B계를 지정하

여 통신할 수 있습니다.

(2) 고정 버퍼, 랜덤 버퍼에 의한 교신

고정 버퍼, 랜덤 버퍼에 의한 교신에서는 시퀀스 프로그

램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므로, 제어계 Ethernet 인터페이

스 모듈과만 통신할 수 있습니다.

●계 전환 발생 시의 외부 기기의 처리

이중화 시스템에서 계 전환이 발생된 경우, 외부 기기의 처

리 내용은 교신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1) OPS 접속의 경우

OPS 통신 경로의 이상이 발생되어도, 자동으

로 접속 경로를 전환하여 통신을 계속합니다.

접속 시는

OPS가 접속되어 있는 제어계의 Ethernet 인터페이스 모듈

에서 통신 이상을 검출한 경우의 동작을 나타냅니다.

(2) MC 프로토콜, 데이터 링크용 명령으로 제어계/대기계와

통신하는 경우

이중화 시스템에서 계 전환이 발생되어도, 통신 경로가

통신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통신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외부 기기에서 통신 이상이

발생됩니다.

외부 기기에서 통신 이상이 되었을 때는 통신 경로를 검

토하고 나서 다시 통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이면

(3) 상기 이외의 방법으로 통신하는 경우

이중화 시스템에서 계 전환이 발생되면, 외부 기기에서

통신 이상이 발생됩니다.

외부 기기에서 통신 이상이 되었을 때는 통신 경로를 검

토하고 나서 다시 통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1.7 이중화 시스템

통신 이상 발생

A계ㆍ대기계 B계ㆍ제어계

트래킹 케이블

정상 통신

A계ㆍ제어계 B계ㆍ대기계

통신 불가능

트래킹 케이블

계 전환 요구



■CC-Link

이중화 시스템에서는 CC-Link의 대기 마스터 기능을 사용

하여 계 전환이 발생되어도 CC-Link의 제어를 계속할 수 있

습니다.

CC-Link의 대기 마스터 기능에서는 데이터 링크를 제어하

는 “마스터국”과 마스터국 백업용 “대기 마스터국”을 설정

합니다.

이중화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A계를 마스터국, B계를 대기

마스터국으로 하십시오.

●리모트국의 개요

이중화 시스템에서는 제어계의 마스터국은 리모트국을 제어

하고 대기계 마스터국과 데이터를 송수신합니다.

대기계의 대기 마스터국은 계 전환이 발생되어도 CC-Link

의 제어를 계속하므로, 리모트국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

고 마스터국과 데이터를 송수신합니다.

(2) CC-Link 이외의 네트워크 통신 이상에 의한 계 전환의

경우

CC-Link 이외의 네트워크의 통신 이상이 발생되면, 계

전환에 의해 신제어계에서 이중화 시스템를 제어합니다.

다만 신대기계의 마스터국은 리모트국과 정상적으로 통

신할 수 있으므로 대기 마스터국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제어계의 대기 마스터국은 대기 마스터국이 되

마스터국으로 리모트국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제어계에서는 CC-Link를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신제어계의 프로그램에 의해 데이터 링크의 제어

를, 대기 마스터국에서 마스터국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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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전환 시의 동작

(1) 제어계의 이상에 의한 계 전환의 경우

제어계에서 계 전환이 발생되면, 신제어계의 대기 마스

터국이 마스터국으로 동작하여 리모트국의 제어를 계속

합니다.

제어계 CPU 모듈에서 정지 에러가 발생된 경우의 동작

을 나타냅니다.

마스터국 대기 마스터국

A계ㆍ제어계 B계ㆍ대기계

전
원

모
듈

데이터 송수신

데이터 수신

트래킹 케이블

리모트 I/O국 리모트
디바이스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전
원

모
듈

마스터국
(국번0)

대기 마스터국
(국번1)

A계ㆍ제어계 B계ㆍ대기계

트래킹 케이블

리모트 I/O국
(국번2)

대기 마스터국 동작

(국번1)
마스터국 동작
(국번0)

A계ㆍ대기계 B계ㆍ제어계

정지 에러

트래킹 케이블

리모트 I/O국
(국번2)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국번

마스터국
(국번0)

대기 마스터국
(국번1)

A계ㆍ제어계 B계ㆍ대기계

트래킹 케이블

리모트 I/O국
(국번2)

계 전환 발생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네트워크에서로 사용하는 국번

마스터국
(국번0)

대기 마스터국
(국번1)

A계ㆍ대기계 B계ㆍ제어계

통신 불가능

트래킹 케이블

리모트 I/O국
(국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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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전환의 경우

사용자 전환을 실행한 경우, 계 전환에 의해 신제어계로 이

중화 시스템을 제어합니다.

다만 신대기계의 마스터국은 리모트국과 정상적으로 통신할

수 있으므로 대기 마스터국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제어계의 대기 마스터국은 대기 마스터국 상태가 되

어, 마스터국으로 리모트국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제어계에서는 CC-Link를 제어할 수 없게 됩

니다.

반드시 신제어계의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링크의 제어를 대

기 마스터국에서 마스터국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은 MELSECNET/H의 리모트 I/O

국에 장착하십시오.(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을 이중화

CPU가 장착되어 있는 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착할 수는 없습

니다.)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에는 외부 기기에서 MC 프로토콜,

무수순 프로토콜, 쌍방향 프로토콜로 교신할 수 있습니다.

MC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제어계, 대기계, A계, B계를

지정하여 교신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기와 제어계 CPU 모듈과의 교신

(1) MC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

외부 기기에서 MC 프로토콜로 “제어계”를 지정하여 제

어계 CPU 모듈과 교신하십시오.

MC 프로토콜로 “제어계”를 지정하면, 계 전환이 발생되

어도 신제어계 CPU 모듈과 교신할 수 있습니다.

(2) 무수순 프로토콜/쌍방향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

무수순 프로토콜/쌍방향 프로토콜의 경우, 제어계 CPU

모듈의 프로그램으로 외부 기기에 송수신합니다.

●외부 기기와 대기계 CPU 모듈과의 교신

(a) MC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
외부 기기에서 MC 프로토콜로 “대기계”를 지정하

여 제어계 CPU 모듈과 교신하십시오.

MC 프로토콜로 “대기계”를 지정하면, 계 전환이 발

생하였을 때 신대기계 CPU 모듈과 교신할 수 있습

니다.

MC 프로토콜을 사용한 경우만 교신이 가능합니다.

●외부 기기와 A계/B계와의 교신

(a) MC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

외부 기기에서 MC 프로토콜로 A계/B계 CPU 모듈

과 교신하는 경우, MC 프로토콜에서 “A계” 또는

“B계”를 지정하십시오.

MC 프로토콜에서 “A계” 또는 “B계”를 지정하면,

계 전환이 발생되어도 지정된 계를 CPU 모듈과 교

신할 수 있습니다.

MC 프로토콜을 사용한 경우만 교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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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국
(국번0)

대기 마스터국
(국번1)

제어계 대기계

트래킹 케이블

리모트 I/O국
(국번2)

계 전환 발생

마스터국
(국번0)

대기 마스터국
(국번1)

제어계→대기계 대기계→제어계

트래킹 케이블

SP.CONTSW 명령 실행

리모트 I/O국
(국번2)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

제어계 대기계

트래킹 케이블

리모트 I/O 모듈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계 전환 발생

MC 프로토콜 통신
에서 제어계 지정 시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

대기계 제어계

트래킹 케이블

리모트 I/O 모듈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MC 프로토콜 통신
에서 제어계 지정 시

1.7.4 이중화 시스템의 네트워크



1.8 외형 치수

제품의 CAD용 외형 데이터(DXF 포맷)는 MELFANSweb에

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1) Q00JCPU

4-장착 나사(M4×14)

단위：mm

(2) Q00CPU, Q01CPU, Q02CPU, Q02HCPU,

Q06HCPU, Q12HCPU, Q25HCPU, Q12PHCPU,

Q25PHCPU

단위：mm

(3) Q12PRHCPU, Q25PRHCPU

단위：mm

(4) CPU 모듈에 Q7BAT-SET를 장착한 경우

단위：mm

단위：mm

1.8.1 CPU 모듈



(1) Q61P, Q61P-A1, Q61P-A2, Q62P, Q63P

단위：mm

(2) Q64P

단위：mm

(3) Q61SP

단위：mm

(4) Q63RP, Q64RP

단위：mm

(5) A1S61PN, A1S62PN, A1S63P

단위：mm

(6) A61P, A61PEU, A62P, A62PEU, A63P

M4×0.7×8

(단자 나사용)

단위：mm

1.8 외형 치수
1.8.2 전원 모듈



1.8.3 기본 베이스 모듈

(1) Q33B

단위：mm

(2) Q35B

단위：mm

(3) Q38B

단위：mm

(4) Q312B

단위：mm

1.8 외형 치수

4-장착 나사(M4×14)

4-장착 나사(M4×14)

4-장착 나사(M4×14)

4-장착 나사(M4×14)



(5) Q32SB

단위：mm

(6) Q33SB

단위：mm

(7) Q35SB

단위：mm

(8) Q38RB

단위：mm

1.8 외형 치수

4-장착 나사(M4×12)

4-장착 나사(M4×12)

4-장착 나사(M4×12)

5-장착 나사

(M4×14)

1.8.3 기본 베이스 모듈



(1) Q52B

단위：mm

(2) Q55B

단위：mm

(3) Q63B

단위：mm

(4) Q65B

단위：mm

(5) Q68B

단위：mm

1.8 외형 치수
1.8.4 증설 베이스 모듈

4-장착 나사(M4×14)

4-장착 나사(M4×14)

4-장착 나사(M4×14)

4-장착 나사(M4×14)

4-장착 나사(M4×14)



(6) Q612B

단위：mm

(7) Q68RB

단위：mm

(8) QA1S65B

단위：mm

(9) QA1S68B

단위：mm

1.8 외형 치수

4-장착 나사(M4×14)

4-장착 나사(M5×25)

5-장착 나사

(M4×14)

4-장착 나사(M5×25)

1.8.4 증설 베이스 모듈



(10) QA65B

베이스 커버

(11) QA68B

단위：mm

1.8 외형 치수

손잡이

(모듈 장착용) (M5 장착 나사)

6장착 구멍2×6나사

베이스 커버

손잡이

(모듈 장착용)

2×9-M4나사

(M5 장착 나사)

6장착 구멍

1.8.4 증설 베이스 모듈

단위：mm



1.8.5 증설 케이블과 트래킹 케이블

QC05B, QC06B, QC12B, QC30B, QC50B, QC100B

단위：mm

QC10TR, QC30TR

단위：mm

1.8 외형 치수



Q8BAT-SET

Q8BAT

단위：mm

QC10BAT

4.5장착 구멍 (M4×14)

단위：mm

1.8 외형 치수
1.8.6 대용량 배터리 모듈

4.5×5.1장착 구멍 (M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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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네트워크 개요

개요

생산 현장에서 효율적인 생산 및 품질관리는 물론 설비를 소

형화하거나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용도ㆍ목적에 맞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CPU(Q 모드)에서는 이미 범용화되어 있는 MELSEC 네트

워크를 기반으로, 성능ㆍ기능, 편리성을 향상시킨 네트워크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징

■네트워크의 계층화

Q 모드에서는 4계층의 네트워크를 준비하여, 각각의 용도에

적합한 네트워크 제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 네트워크/Ethernet

생산 현장에서 최상위 네트워크 계층에는 정보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보 네트워크에는 생산관리 정보ㆍ품

질관리 정보ㆍ설비의 동작 상황 등을 설비 제어용 PLC와 생

산관리용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교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Ethernet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thernet을 사용하면, Windows®를 사용하는 PC나 UNIX를

사용하는 워크스테이션 등 다양한 컴퓨터를 접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FA 기기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Q 모드에

서는 이러한 특징을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Ethernet 기

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제어 네트워크/MELSECNET/H

생산 현장에서 중위 네트워크 계층에는 PLC나 CNC 등의 제

어 장치 간을 묶는 제어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어 네트워크는 제어 장치 간에 기계 설비의 운전ㆍ동작에 직

접적으로 관계되는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실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요구됩니다.

MELSEC의 MELSECNET(Ⅱ/10) 제어 네트워크는 뛰어난

실시간 처리 및 간단한 네트워크 설정 기능으로 일본 내의

최대 설치 실적은 물론 세계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2중 루프

의 고신뢰성 제어 네트워크입니다. Q 모드에서는 이러한 뛰

어난 MELSECNET(Ⅱ/10)의 특징을 기반으로 실시간 처리

능력을 향상하고 데이터 용량을 확장하여, MELSECNET/H

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합니다.

●필드 네트워크/CC-Link

생산 현장에서 하위 네트워크 계층에는 PLC 등의 제어 장치

와 그 제어 장치의 손발이 되는 센서나 구동 기기를 한데 묶

을 수 있는 필드(현장)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드

네트워크는, 종래 제어 장치와 센서ㆍ구동 기기가 각각 전선

으로 접속되어 있던 것을 한 개의 네트워크 케이블로 복수의

센서ㆍ구동 기기를 접속함으로써, 배선량 및 배선 작업 시간

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또한, ON/OFF 정보 뿐만이

아니라, IDㆍ바코드 리더ㆍ인버터ㆍ표시기 등의 인텔리전트

기기를 접속하면, 각종 데이터를 교환하여 말단의 생산 정보

를 관리할 수 있어, 다른 기기의 동작 상태를 집중 관리함으

로써 메인터넌스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Q 모드에서

는 고속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CC-Link의 기능을

향상시켜 사용하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더욱

●배선 절감 네트워크/CC-Link/LT

생산 현장의 최하위 네트워크 계층에는 복잡한 배선 작업 및

배선 잘못 방지 등에 도움이 되는 제어반 내ㆍ장치 내 배선

절감용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선 절감 네트워크

는 센서ㆍ구동 장치와 컨트롤러 간의 배선을 줄일 수 있게

해 줍니다.

■무결절성(seamless) 통신

Q 모드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종류의 차이점을 느끼지 않

는 무결절성(이음매 없는) 네트워크입니다. 계층 및 종류가

달라도 데이터의 송수신 및 프로그램의 원격 모니터나 수정

ㆍ변경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파라미터의 간단 설정

Q 모드용 Ethernet, MELSECNET/H, CC-Link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GX Developer의 화면에서 네트워크 접속에 필요

한 파라미터나 각종 기능을 설정할 수 있어, 네트워크 설정

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설정 내용

이 화면에 표시되므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RS-232/422/485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에 대해

서는 전용 유틸리티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어, 시리얼 커뮤니

케이션 모듈의 기능이나 통신 파라미터를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릭 통신

기계 제어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MELSECNET/H,

CC-Link, CC-Link/LT 통신의 기본은 사이클릭 통신입니다.

사이클릭 통신은 미리 지정된 영역의 데이터가 주기적(사이

클릭)으로 송수신 하므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시퀀스 프

로그램이 불필요합니다.

또한, MELSECNET/H, CC-Link, CC-Link/LT의 사이클릭

통신에 의해 송신되는 데이터는 일제동보(동시 송신)됩니다.

일제동보란, 어느 국에서 송신된 데이터를 기타 모든 국이

수신하는 방식입니다. 일제동보에 의해 복수의 국에 데이터

를 한번에 송신할 수 있으며, 모든 국에서 데이터를 공용화

할 수 있습니다.

■QCPU(Q 모드)에서 사용할 수 없는 네트워크 모듈

QCPU(Q 모드)는 MELSECNET(Ⅱ) 및 MELSECNET/B에 접

속할 수 없습니다.

또한, AnS/A/Q2AS/QnA 시리즈용 Ethernet 모듈,

MELSECNET/10 모듈, CC-Link 모듈,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계산기 링크 모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시리즈용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기타 네트워크

QCPU(Q 모드)에서는 Q 모드용으로 개발된 Ethernet,

MELSECNET/ H, CC-Link 네트워크, RS-232/422/485 시

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포함), ID 인

터페이스 모듈 및 FL-net(OPCN-2)용 인터페이스 모듈 등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

서는 AnS/A 시리즈용으로 개발된 기타 네트워크 대응 모듈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AnS/A 시리즈 모듈용 증설 베이스 QA1S6□B/QA65B

에 장착하십시오.

사용 시 제약 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모듈의 설명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서 사용할 수 있는 AnS/A 시리

즈용 네트워크 모듈

■라우팅 기능을 이용하여 GX Developer/MX Component를 액세스할 수 있는 범위

라우팅 기능을 이용하여 GX Developer, MX Component를 액세스할 수 있는 범위를 설명합니다. 설명 내용 중에 “PLC 종류”

는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각 CPU 모듈과 통신 모듈이 상기 표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되어 있는 경우, 액세스할 수 있는 범위가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
습니다.

*1：요구 소스에서 대상국에 액세스할 때 중계할 수 있는 Ethernet 모듈은
.

아래와 같이 MELSECNET/H, MELSECNET/10 중계 교신 기능
을 가지고 있는 모듈입니다

ㆍQ 시리즈 Ethernet 모듈(표 내의 종류I에 대응하는 모듈)
ㆍQnA 시리즈 Ethernet 모듈(표 내의 종류II에 대응하는 모듈 중에서 기능 버전 B의 모듈)
상기 이외의 Ethernet 모듈은 다른 액세스하기 위한 중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국에

*2：Q12PRH/Q25PRHCPU와 같은 기본 베이스에는 장착할 수 없습니다.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됩니다.

네트워크 명칭 모듈 형명

종류 CPU 형명
Ethernet

모듈 형명*1

MELSECNET/10

MELSECNET/H

모듈 형명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형명
CC-Link 모듈 형명

상기 이외

2.1 네트워크 개요



●MELSECNET/H, MELSECNET/10, Ethernet 경유로 접속하는 경우

또한, MELSECNET/H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액세스 상대 CPU에 대응하는 SW6D5C-GPPW 이후 버전의 GX Developer 및 SW2D5C-
ACT 이후 버전의 MX Component를 사용하십시오.

●CC-Link 경유로 접속하는 경우

2.1 네트워크 개요

*1：GX Developer, MX Component가 내장된 PC를 MELSECNET/10, MELSECNET/H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PC용 MELSECNET/H(10) 보
드가 필요합니다.

요구 소스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 조건 5

액세스 범위네트워크 1의

종류

중계국 1의

종류

네트워크 2~8의

종류

중계국 2~7의

종류

대상국 1의

종류

요구 소스
조건 1 조건 2 조건 3

액세스 범위
중계국 1의 종류 네트워크 2~8의 종류 중계국 2~8의 종류

대상국 2까지의 경로상 PLC

대상국 1까지의 경로상 종류 또는 의

PLC

Ⅱ Ⅲ

대상국 1까지의 경로상 종류 의 PLCⅡ

액세스 불가능

네트워크 2상의 종류 의 PLCⅣ

대상국 2까지의 경로상 PLC

중계국 1~7이 종류 또는 인 경우,

대상국 1까지의 경로상 종류 또는 의

PLC

중계국 1~7중 한쪽이 종류 인 경우, 대

상국 1까지의 경로상 종류 의 PLC

Ⅰ Ⅱ

Ⅱ Ⅲ

Ⅲ

Ⅲ

대상국 1까지의 경로상 종류 , 또는

의 PLCⅢ

Ⅰ Ⅱ

대상국 1까지의 경로상 중계국 1과 같은

종류의 PLC

네트워크 2상의 종류Ⅳ의 PLC

대상국 1까지의 경로상 종류 , 또는

의 PLC

Ⅰ Ⅱ

Ⅲ

대상국 1까지의 경로상 종류 의 PLCⅠ

대상국 1까지의 경로상 종류 의 PLCⅡ

네트워크 1상의 PLC

대상국 1까지의 경로상 종류 의 PLCⅠ

대상국 1까지의 경로상 종류 의 PLCⅡ

네트워크 1상의 PLC

또한, 액세스 상대 CPU에 대응하는 GX Developer, MX Component를 사용하십시오.

주) GX Developer, MX Component가 내장된 PC를 CC-Link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PC용 CC-Link 보드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2~7

요구 소스
GX Developer
MX Component

네트워크 1 중계국 1 중계국 7 네트워크 8 대상국 1

대상국 2

네트워크 2~7

요구 소스
GX Developer
MX Component

네트워크 1
중계국 1 중계국 8 네트워크 8 대상국 1

I

I

II

III

I, II III또는

I

II III또는

IV

I, II III또는

I

I, II III또는

I, II III또는

I

I, II III또는

I

I, II III또는

I, II III또는

I

II, III IV또는

I

II, III IV또는

I, II, III I

V

또는

I, II, III

IV

또는

IV

I

I

II

III IV또는

II

I

III IV또는

I

II

II

I



●CPU 포트,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경유로 접속하는 경우(1)

주) 액세스 상대 CPU에 대응하는 GX Developer, MX Component를 사용하십시오.

●CPU 포트,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경유로 접속하는 경우(2)

2.1 네트워크 개요

접속 PLC의

종류

네트워크 1~8의

종류

중계국 1~7의

종류

대상국 1의

종류

대상국 2까지의 경로상 PLC

대상국 1까지의 경로상 종류 의 PLCⅡ

대상국 1까지의 경로상 종류 또는 의 PLCⅢ Ⅳ

네트워크 1상의 종류 또는 의 PLCⅣⅢ

대상국 1까지의 경로상 종류 의 PLCI

대상국 1까지의 경로상 종류 의 PLCⅡ

대상국 1까지의 경로상 종류 또는 의 PLCⅣⅢ

네트워크 1상의 종류 또는 Ⅳ의 PLCⅢ

요구 소스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

액세스 범위

접속 PLC의

종류

네트워크 1의

종류

중계국 1의

종류

네트워크 2~8의

종류

중계국 2~8의

종류

대상국 1까지의 경로상 PLC

중계국 1까지의 경로상 PLC

접속된 PLC에만 액세스 가능

중계국 1까지의 경로상 PLC

접속된 PLC에만 액세스 가능

주) 액세스 상대 CPU에 대응하는 GX Developer, MX Component를 사용하십시오.

요구 소스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 조건 5

액세스 범위

CPU 포트,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접속 PLC

CPU 포트,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네트워크 2~7

요구 소스
GX Developer
MX Component

네트워크 1 중계국 1 중계국 7 네트워크 8 대상국 1

대상국 2

네트워크 1
중계국 1 중계국 8 네트워크 8 대상국 1

접속 PLC

네트워크 2~7

요구 소스
GX Developer
MX Component

I

I

I

I

I

I

I

I I

II

II

III

III

IV

IV

I, II III또는

I, II III또는

I, II III또는

I, II III또는

I, II III또는

II, III IV또는

II, III IV또는

I, II, III IV또는

I, II, III IV또는

I, II, III IV또는

II, III IV또는

II, III IV또는

II III또는



■Ethernet 모듈의 MELSEC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에 의해 액세스할 수 있는 범위

Ethernet 모듈의 MELSEC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는 범위를 설명합니다. 설명 내용 중에 “PLC

종류”는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주) ① 각 종류의 CPU 모듈과 통신 모듈의 조합이 상기 표와 다른 경우, 액세스할 수 있는 범위가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② 한번에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크기는 중계국을 취급할 수 있는 크기가 됩니다.

③ 액세스 상대 CPU에 대응하는 GX Developer, MX Component를 사용하십시오.

각 Ethernet 모듈이 지원하는 MELSEC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의 레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토콜 레벨 1 및 레벨 2

2.1 네트워크 개요

종류 CPU 형명 Ethernet 모듈 형명

MELSECNET/10,

MELSECNET/H

모듈 형명

CC-Link 모듈 형명

상기 이외

Ethernet 모듈 형명 프로토콜 레벨

요구 소스
조건 1 조건 2

액세스 범위
중계국 1의 종류 네트워크 2의 종류

PC 대상국까지의 경로상 PLC

요구 소스
PC

네트워크 1
중계국 1 대상국네트워크 2

I

II

III

IV

I, II, III IV또는



●프로토콜 레벨 3

●프로토콜 레벨 4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의 MELSEC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에 의해 액세스할 수 있는 범위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의 MELSEC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는 범위를 설명합니다.

설명 내용 중에 “PLC 종류”는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2.1 네트워크 개요

PC

네트워크 2~7

요구 소스 네트워크 1
중계국 1 네트워크 8 대상국 1중계국 7

대상국 2

PC

네트워크 2~7

요구 소스 네트워크 1
중계국 1 네트워크 8중계국 7 대상국

요구 소스
조건 1 조건 2 조건 3 액세스 범위

중계국 1의 종류 네트워크 2~8의 종류 중계국 2~7의 종류

PC
대상국까지의 경로상 PLC

프로토콜 레벨 3은 사용 불가능

요구 소스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

액세스 범위
중계국 1의 종류 네트워크 2~8의 종류 중계국 2~7의 종류 대상국 1의 종류

PC

대상국 2까지의 경로상 PLC

대상국 1까지의 경로상 PLC

프로토콜 레벨 4는 사용 불가능

CPU 형명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형명 MELSECNET/10 모듈 형명 CC-Link 모듈 형명

상기 이외

종류

주) ① 각 종류의 CPU 모듈과 통신 모듈의 조합이 상기 표와 다른 경우, 액세스할 수 있는 범위가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② 한번에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크기는 중계국을 취급할 수 있는 크기가 됩니다.

③ 액세스 상대 CPU에 대응하는 GX Developer, MX Component를 사용하십시오.

각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이 지원하는 MELSEC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의 레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형명 프로토콜 레벨

III IV또는

I, II III또는I II또는

I, II III또는

II III또는

I

I

II, III IV또는

I, II III또는

I

I

II

III

IV



●프로토콜 레벨 1 및 레벨 2

●프로토콜 레벨 3

●프로토콜 레벨 4

2.1 네트워크 개요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요구 소스
PC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요구 소스
PC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요구 소스
PC

네트워크 중계국

중계국 1

중계국 1

네트워크 1~7

네트워크 1~7

네트워크 8

네트워크 8중계국 8 대상국 1

대상국 2

대상국중계국 8

중계국

요구 소스
조건 1 조건 2

액세스 범위
중계국의 종류 네트워크의 종류

PC 대상국까지의 경로상 PLC

요구 소스
조건 1 조건 2 조건 3

액세스 범위중계국 1의 종류 네트워크 1~8의 종류
중계국 2~8의 종류

PC
대상국까지의 경로상 PLC

프로토콜 레벨 3은 사용 불가능

요구 소스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

액세스 범위
중계국 1의 종류 네트워크 1~8의 종류 중계국 2~8의 종류 대상국 1의 종류

PC

대상국 2까지의 경로상 PLC

대상국 1까지의 경로상 PLC

프로토콜 레벨 4는 사용 불가능

I, II, III IV또는

I II또는

III IV또는

I, II, III IV또는

II, III IV또는

I

I

I, II III또는

I, II III또는 II III또는

I



■ 구성네트워크 시스템 전체

2.1 네트워크 개요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GX Developer
통신용 ActiveX 라이브러리
MX Component

메인터넌스 툴
GX Explorer

Ethernet 모듈
10BASE-T/100BASE-TX용：QJ71E71-100
10BASE5용：QJ71E71-B5
10BASE2용：QJ71E71-B2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GX Developer
통신용 ActiveX 라이브러리
MX Component
메인터넌스 툴
GX Explorer
MELSECNET/10 ISA 버스 보드*1

광 케이블용 ：A70BD-J71QLP23
동축 케이블용：A70BD-J71QBR13
MELSECNET/H(10) PCI 버스 보드
광 케이블용 ：Q80BD-J71LP21-25,

Q80BD-J71LP21G

동축 케이블용：Q80BD-J71BR11

MELSECNET/10, MELSECNET/H(PLC 간 네트워크)

MELSECNET/H 모듈
광 케이블용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동축 케이블용：QJ71BR11

MELSECNET/H 모듈
광 케이블용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동축 케이블용：QJ71BR11

CC-Link/LT모듈：QJ61CL12

CC-Link/LT

CC-Link 모듈：QJ61BT11N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단자대 타입
디지털 I/O 센서 커넥터 타입

디지털 I/O

케이블 타입
디지털 I/O

MELSECNET/H 모듈
광 케이블용 ：QJ72LP25-25

QJ72LP25G

동축 케이블용：QJ72BR15

파트너 제조회사 제품군
PC용 인터페이스 보드
표시기ㆍ조작 단말기
솔레노이드 밸브ㆍ각종 센서ㆍ변환기
전송 장치ㆍ구동장치ㆍ로보트 등

디지털 I/O
아날로그 I/O
온도 입력
ID
고속 카운터 등FREQROL 인버터

MELSERVO AC 서보
PC PCI 버스 보드

*1：MELSECNET/10 모드에서 사용 가능.
MELSECNET/H 모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CC-Link



2.2 Web 서버 모듈

QJ71WS96

개요

Web 서버 모듈(이하 QJ71WS96으로 줄여서 표현)은

100BASETX/10BASE-T의 Ethernet 인터페이스 및 모뎀을

접속하기 위해 RS-232 인터페이스를 내장한 모듈입니다.

Web 서버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ㆍ인트라넷 경유로 원

격 감시ㆍ데이터 로깅ㆍ데이터 쓰기ㆍ이벤트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특징

■인터넷 경유로 PLC CPU의 원격 감시가 가능

Web 서버 기능에 의해 인터넷/인트라넷에 접속되어 있는

PC 등에서 일반 Web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PLC CPU를 원

격지에서 감시할 수 있습니다.

■태그 데이터의 수집/표시 가능(태그 기능)

네트워크상의 각 PLC CPU 디바이스 데이터를 1개로 모은

것을 태그로 등록하면, Web 서버 모듈이 태그 단위로 수집

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태그명을 지정하여 Web 브라우저에 표시

할 수 있습니다.

■태그 데이터 로깅/로깅 결과 표시 가능(로깅 기능)

태그 데이터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행 타이밍(타이밍, 시작/

정지 조건)에 CSV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파일은 Web 브라우저에 표시하거나 FTP를

조작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eb 브라우저에서 PLC CPU에 대한 데이터 쓰기

가능

표준 화면 또는 사용자 화면을 사용하면, Web 브라우저에서

PLC CPU의 디바이스 데이터 또는 태그 데이터에 쓸 수 있

습니다.

워드 단위로 쓰거나 비트 단위로 ON/OFF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감시/이력 표시가 가능

(이벤트 감시 기능)

PLC CPU 상태 감시(CPU 감시), 태그 데이터 감시(태그 감

시), 시간 감시(시간ㆍ간격 감시)를 실행하여, 발생된 이벤

트 이력을 CSV 파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파일은 Web 브라우저에 표시하거나 FTP를

이용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 발생 시에 필요에 따라서 전자 메일을 송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일반 공중회선)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ISP)

(2) PC에서 Web 서버
모듈에 액세스합
니다.인트라넷

(공장/생산 현장)

Web 서버 모듈 PC

모뎀

디바이스
데이터

(1) Web 서버 모듈이
디바이스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3) Web 브라우저를 사용하
여 PLC 설비를 관리ㆍ감
시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ISP)

MELSECNET/H 등

(2) 태그 설정 내용에 따라
디바이스 데이터를 태그
단위로 수집합니다.

Web 서버 모듈
(3) 태그명을 지정하
여 태그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상대 기기
(클라이언트)

태그
데이터

(디바이스명)

압력

온도

수량

습도

(디바이스명)

생산 대수

태그 설정

태그명：

01:A 공정

디바이스명 CPU명 디바이스

압력

온도

수량

습도

생산 대수

(1) Web 브라우저에서 태그와 태그의
디바이스를 설정합니다.

태그 데이터 모니터

태그명：

01:A 공정

디바이스명 값

압력

온도

수량

습도

생산 대수

디바이스 값

디바이스 값

Web 서버 모듈
상대 기기

(클라이언트)
(2) 로깅 설정 내용에 따라

Web 서버 모듈에서 태그
데이터를 로깅합니다.

(3) 로깅명을 지정하여
로깅 데이터를 표시
합니다.

태그
데이터 로깅 데이터

로깅 설정

(1) Web 브라우저에서 로깅 설정을
설정합니다.

로깅명 표시

A공정 리스트 표시( )*

압력 온도 수량일시

* 로깅 데이터는 리스트와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
습니다.

태그명 로깅 간격

A공정 간격 지정(300초)

B공정 간격 지정(60초)

C공정 시간 지정(05시 00분 00초)

(2) 이벤트 감시 설정에 따라
Web 서버 모듈에서 Web 서버
모듈을 감시합니다.

Web 서버 모듈

(3) 이벤트 이력 모니
터로 이벤트 발생
이력을 표시합니다.

상대 기기
(클라이언트)

태그 감시

태그 데이터

시간ㆍ간격
감시

CPU 감시

이벤트 감시 설정

(1) Web 브라우저에서 이벤트 감시
설정을 설정합니다.

이벤트 이력 모니터

이벤트 종류 :

태그 감시

일시 발생/복구 태그명 디바이스명감시 조건

Web 서버 모듈

(4) 이벤트 발생 시 필요에
따라서 전자 메일을 송
신할 수 있습니다.

상대 기기
(클라이언트)

전자 메일

이벤트 발생 클라이언트

로깅 데이터

태그명 디바이스명 감시 조건 감시값

A공정 압력

A공정 온도

A공정 수량 발생 A공정 수량

발생 A공정 압력

발생 A공정 온도



■이벤트 발생 전후의 로깅 데이터 저장 가능

(로깅 기능)

이벤트 발생을 로깅의 시작/정지 조건으로 설정함으로써, 이

벤트 발생 전후의 로깅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벤트 발생 전후의 로깅 데이터 중에 필요한 데이터

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 메일에 의한 데이터 송신/알람 통지 가능(전자

메일 기능)

●PLC CPU에 의한 전자 메일 송신

전용 명령(WMSEND)에 의해 태그 데이터ㆍ로깅 데이터ㆍ

사용자 데이터 파일을 전자 메일의 첨부 파일로 송신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감시 기능에 의한 전자 메일 송신

이벤트 감시를 설정함으로써, 이벤트 발생 시에 이벤트 내

용, 태그 데이터, 로깅 데이터를 전자 메일로 송신할 수 있

습니다.

■FTP에 의한 파일의 읽기/쓰기 가능

(FTP 기능)

●FTP 클라이언트 기능

(1) Web 서버 모듈에 저장되어 있는 태그 데이터ㆍ로깅 데

이터ㆍ사용자 데이터 파일을 상대 기기(FTP 서버)에 쓸

수 있습니다.

(2) 상대 기기(FTP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데이터 파

일을 Web 서버 모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FTP 서버 기능

상대 기기(FTP 클라이언트)에서 Web 서버 모듈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읽기/쓰기할 수 있습니다.

■PLC CPU에 의한 사용자 데이터 파일의 읽기/쓰기

가능(전용 명령)

(1) Web 서버 모듈에 장착된 콤팩트 플래시 카드의 사용자

데이터 파일을 PLC CPU의 디바이스 데이터로 읽어들일

수 있습니다.

(2) PLC CPU의 디바이스 데이터를 Web 서버 모듈에 장착

된 콤팩트 플래시 카드의 사용자 데이터 파일에 쓸 수 있

습니다.

■Web 브라우저에서 설정하여 간단하게 Web 서버

(Web 서버 모듈)의 구축이 가능

Web 브라우저에서 설정함으로써 간단하게 Web 서버를 구

축할 수 있습니다.

Web 서버 모듈을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Web 서버 모듈의

표준 화면에서 디바이스 모니터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사용자 부품에 의해 사용자 화면 작

성 가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사용자 부품(애플릿, SSI, CGI 부품)을

사용하여 HTML 파일을 작성하면, 사용자 고유의 Web 화면

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SSI, CGI 부품을 사용하여 사용자 화면을 작성하여 휴대전

화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지에서도 쉽게 시스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2.2 Web 서버 모듈

QJ71WS96

Web 서버 모듈

PC(Web 브라우저)

【각종 설정(관리 메뉴)】

각종 설정표준 화면 HTML

관리 메뉴

모니터 화면

【모니터 화면】

모니터 화면 표시

[애플릿 부품] [SSI, CGI 부품]

공기조절 관리 화면

1F 온도

공기조절 정지



■다양한 접속 방법에 대응

(1) 사용자의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접속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UPnP 대응 광대역 라우터 경유로 ADSL 회선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a) 라우터의 NAT 설정을 않고도 ADSL 회선

에 접속하기만 하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습니

다.

신경쓰지

(b) 글로벌 IP 어드레스의 할당 내용이 바뀌는 환경이

라도, Web 서버 모듈은 라우터에서 글로벌 IP 어드

레스를 수집하여 클라이언트에 어드레스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을 초과한 무결절성 액세스를 실현

Web 서버 모듈을 게이트웨이로 하여, Ethernet,

MELSECNET/H, CC-Link로 접속된 PLC CPU 상태 감시,

데이터 수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백업 메모리 내장

●대용량의 데이터의 취급이 가능

표준 콤팩트 플래시 카드에 의해 PLC CPU에서는

취급할 수 없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정보를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여, Web 브라우저나

FTP에 의해 원격지에서 리모트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ROM이나

●표준 ROM 데이터의 백업ㆍ복구 가능

표준 ROM의 정보(설정 정보, 로깅 데이터, 사용자 HTML

등)를 콤팩트 플래시 카드로 백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콤팩트 플래시 카드 정보를 표준 ROM에 되돌려 줄 수

도 있습니다.

●셧다운하지 않고 전원 OFF 가능

파일 보호용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번거롭게 셧다운

하지 않고도 언제라도 전원을 ON/OFF할 수 있습니다.(배터

리 장착 시)

■사용자 인증, IP 필터 기능에 의해 부정 액세스 방지

가능

(1) Web 서버 모듈은 사용자명, 패스워드에 의한 베이식 인

증 기능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인증 기능)

설정 기능을

(2) 액세스 소스의 IP 어드레스를

수 있습니다.(IP 필터 기능)

식별하여 액세스를 제한할

전용 명령

QJ71WS96에 대해서는 아래 표의 Web 서버 모듈용 전용

령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명

외관

*1：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접속 시의 커넥터 부근의 휨 (R1
：기준값)은 (케이블 외경×4) 이상으로 하십시오.

반지름

*2：RS-232 케이블 접속 시의 커넥터 부근의 휨 (R2：기준
값)은 (케이블 직경×4) 이상으로 하십시오.

반지름

2.2 Web 서버 모듈

QJ71WS96

Web 서버 모듈 상대 기기
(클라이언트)

아날로그 모뎀/PHS 모뎀

DoPa 단말®

*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와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용도 명령명 내용

전자 메일

송신용
WMSEND 전자 메일을 송신합니다.

FTP
FTPPUT FTP 서버에 파일을 전송(PUT)합니다.

FTPGET FTP 서버에서 파일을 전송(GET)합니다.

태그
태그 수집 지령을 내립니다.(태그 수집 트리

거를 부여한다)

로깅
LOG

로깅 지령을 내립니다.(로깅의 트리거를 부

여한다)

LOGDEL 로깅 데이터의 저장 파일을 삭제합니다.

사용자

파일

조작

WFWRITE
PLC CPU의 디바이스 데이터를 콤팩트 플

래시 카드의 사용자 데이터 파일에 씁니다.

WFREAD

콤팩트 플래시 카드의 사용자 데이터 파일을

PLC CPU의 디바이스 데이터로 읽어들입니

다.

WFDEL
콤팩트 플래시 카드의 사용자 데이터 파일을

삭제합니다.

TAG

단위：mm

케이블 직경

단위：mm



기능 일람

2.2 Web 서버 모듈

QJ71WS96

기능 개요

모니터

기능

디바이스 모니터 디바이스값을 모니터합니다.

태그 데이터 모니터 태그 데이터를 모니터합니다.

로깅 모니터 로깅 데이터를 모니터합니다.

이벤트 이력 모니터 이벤트 이력를 모니터합니다.

PLC 진단 모니터 PLC CPU 동작 상태를 모니터합니다.

자기 진단 모니터 Web 서버 모듈의 동작 상태를 모니터합니다.

태그 기능

네트워크상의 각 PLC CPU의 디바이스 데이터를 1개로 모은 것을 태그로 등록해 놓고, Web 서버 모듈이 태그

단위로 수집하는 기능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Web 브라우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로깅 기능
태그 데이터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행 타이밍(타이밍, 시작/정지 조건)에 CSV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저장되어 있는 파일은 Web 브라우저에 표시하거나 FTP 등을 이용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감시 기능

PLC CPU 상태 감시(CPU 감시), 태그 데이터 감시(태그 감시), 시간 감시(시간ㆍ간격 감시)를 실행하여, 발생된

이벤트의 이력을 CSV 파일에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저장되어 있는 파일은 Web 브라우저에 표시하거나 FTP를 이용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 발생 시에 필요에 따라서 전자 메일을 송신할 수 있습니다.

전자 메일 기능

전자 메일을 송신하는 기능입니다.

ㆍPLC CPU에 의한 전자 메일 송신

ㆍ이벤트 감시 기능에 의한 전자 메일 송신

FTP 기능

Web 서버 모듈과 상대 기기 간에 파일을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ㆍFTP 서버 기능

ㆍFTP 클라이언트 기능

액세스 로그 기능 상대 기기에서 Web 서버 모듈에 대한 액세스를 기록하는 기능입니다.

어드레스 통지 기능 상대 기기에 Web 서버 모듈의 어드레스를 통지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관리 기능 표준 ROM의 백업/복구, 콤팩트 플래시 카드의 포맷, CSV 내보내기/CSV 가져오기를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진단 기능 Web 서버 모듈의 자기 진단, 접속 테스트를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사용자 화면 작성 기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사용자 부품(애플릿, SSI, CGI)을 사용하여, 사용자 고유의 Web 화면을 작성하는 기능입니

다.



*1：10BASE-T와 100BASE-TX는 상대 기기에 맞추어 Web 서버 모듈이 판정합니다.

오토 니고시에이션(자동 교섭)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허브와의 접속 시에는 허브측을 반이중 통신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2：허브와 노드 간의 길이입니다.
*3：사용하는 케이블의 특성에 따라서는 전송 거리가 기재되어 있는 거리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4：PLC의 전원 OFF 시에 셧다운하는 경우, 배터리 없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2.2 Web 서버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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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사양

항목 사양

Ethernet

전송 사양

CH.1

인터페이스*1

데이터 전송 속도

전송 방법 베이스밴드

캐스케이드 접속 단수 최대 4단 최대 2단

최대 세그먼트 길이

지원 기능 오토 니고시에이션(자동 교섭) 기능 대응(10BASE-T/100BASE-TX 자동 인식)

RS-232

전송 사양

CH.2

인터페이스 RS-232 준거(D-Sub 9P)

통신 방식 전이중 통신 방식

동기 방식 조보 동기식

전송 속도

전송 거리 최대 15m*3

데이터

형식

스타트 비트

데이터 비트

스톱 비트

패리티 검사 없음

전송 제어 플로 제어(RSㆍCS 제어) 있음

콤팩트

플래시

카드

공급 전원 전압

카드 크기 TYPEⅠ 카드

장착 가능 장수 1장

보호 등급

표준 ROM(플래시 ROM) 쓰기 횟수 같은 영역에 대해서 최대 10만회

시계 1호기 CPU에서 수집(60초 마다)

배터리 Q6BAT(파일 보호용) *4

온라인 모듈 교환 불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형 치수

중량



■소프트웨어 사양

■RS-232 커넥터 사양

RS-232 커넥터 사양을 나타냅니다.

●RS-232 커넥터 사양

●RS-232 인터페이스용 커넥터

Web 서버 모듈의 RS-232 인터페이스 커넥터는 다음 형명

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핀 D서브(암(오목)) 나사 고정 타입

第一電子工業(주) 17L-10090-27-D9AC

Web 서버 모듈 접속 케이블의 커넥터 쉘은 다음 중의 하

나를 사용하십시오.

ㆍ第一電子工業(주)
플러그, 쉘 형명：17JE-23090-02(D8A)

ㆍ3M(주)
플러그 형명：8209-6009

셸 형명：3702-2209 M2.6

ㆍTyco Electronics AMP K. K.
플러그 형명：747904-2

셸 형명：747515 또는 174469-2

ㆍ커넥터, 나사(M2.6)

■RS-232 케이블 사양

RS-232 케이블은 RS-232의 규격에 준하는 제품을 15m 이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장 케이블】

7/0.127 □P HRV-SV ㆍㆍㆍ□：대수를 지정

(13대의 경우, 7/0.127 13P HRV-SV)

(Oki Electric Cable Co., Ltd)

2.2 Web 서버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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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양

Web 서버

동시 접속 개수

HTTP 버전

사용자 영역 용량
표준 ROM：최대 5MB

콤팩트 플래시 카드 사용 시：최대 1 GB(홈 페이지 용량＋로깅 용량 포함)

사용자 화면 작성용

부품

Java 애플릿：14종류, SSI：1종류, CGI：3종류

(Web 서버 모듈에 기본 내장된 파일 사용 가능(사용자 작성 불가능))

브라우저

동작 확인 브라우저

Java VM
Microsoft VM Build 번호：3309 이후®

Sun Microsystems JRE(J2SE) v1.4.1_02 이후

휴대전화 i-modeR 대응 휴대전화(사용자 화면 열람 가능(표준 화면 열람 불가능))

전자 메일

Subject 최대 373워드

본문 최대 960워드

첨부 파일 최대 256k워드(512k바이트)

첨부 파일 형식 MIME 형식

MIME 버전 1.0

첨부 파일의 데이터 CSV 또는 바이너리 형식

분할 첨부 파일 분할 불가능

암호화 없음

압축 없음

메일 서버와의 교신 SMTP(송신 서버) 포트 번호=25

동작 확인 이메일 프로

그램
Microsoft Corporation InternetExplorer5.5/6.0(OutlookR Express 5.5/6.0)®

기타 POP before SMTP 대응

FTP 서버
서버 기능 내장

동시 접속 개수 10

FTP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기능 내장(PUT, GET)

보안

사용자 인증 어카운트수：최대 16개(사용자 ID：반각 1~20문자, 패스워드：반각 8~14문자)

액세스 로그 최대 500건

IP 필터 등록수：최대 32개

데이터 수집

태그 태그수：최대 64개, 디바이스 개수：최대 4096개(태그 1개당 최대 64개)

로깅 로깅수：최대 64개, 행수(레코드수)：최대 10000행

데이터 수집 간격

ㆍ태그 설정에서 “수집 설정：고속 수집”을 선택한 경우(관리 CPU만)：

100~60000ms(디바이스 합계 점수：최대 96점)

ㆍ태그 설정에서 “수집 설정：수집”을 선택한 경우：1~32767초 (디바이스 개수：최대 4096개)

핀

번호
신호 약호 신호 명칭

신호 방향

Web 서버 모듈

↔ 모뎀

1 CD(DCD) 수신 캐리어 검출

2 RD(RXD) 수신 데이터

3 SD(TXD) 송신 데이터

4 ER(DTR) 데이터 터미널 레디

5 SG(GND) 신호 접지

6 DR(DSR) 데이터 세트 레디

7 RS(RTS) 송신 요구

8 CS(CTS) 송신 가능

9 CI(RI) 피호 표시

Microsoft Corporation InternetExplorer5.5/6.0®



시스템 구성

■LAN 접속

2.2 Web 서버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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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L 모뎀에 의한 접속

(1) 브리지 타입 ADSL 모뎀을 사용하는 경우

(2) 라우터 타입 ADSL 모뎀을 사용하는 경우

(3) 브리지 타입 ADSL 모뎀＋광대역 라우터를 사용하는 경우

■아날로그 모뎀에 의한 접속

■PHS 모뎀에 의한 접속

■DoPa 단말에 의한 접속®

■초기 설정, 보수ㆍ점검 시의 접속

Web 서버 모듈

광대역 라우터

RS-232 케이블

DoPa 망®
DoPa 대응®

DoPa 단말®

주) DoPa 에 의한 접속은 다른 접속 방법에 비해

통신 속도가 늦습니다. 전자 메일로 알람을

통지하는 경우에 사용하십시오.

®

(크로스 케이블) (스트레이트 케이블)

상대 기기

상대 기기

상대 기기

상대 기기

상대 기기

상대 기기

상대 기기 상대 기기

인트라넷

인트라넷

인트라넷

인트라넷

인트라넷

인트라넷

인트라넷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또는

공중회선

공중회선

공중회선

공중회선

ADSL 모뎀

ADSL 모뎀

ADSL 모뎀

허브

PHS 회선

PHS 모뎀

RS-232 케이블

모뎀



＜QJ71WS96 동봉품＞

＜별도 준비품＞

(10BASE-T 접속 시)

(100BASE-TX접속 시)

(RS-232 접속 시)

■적용 시스템

＜적용 모듈과 장착 가능 장수＞

Web 서버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CPU 모듈과 장착 가능 장

수를 나타냅니다.

*1：본 매뉴얼 1장의 각 CPU 시스템 항목의 시스템 구성을 참조
하십시오.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Web 서버 모듈을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대응을 나타냅니다.

다만 GX Developer는 Web 서버 모듈 경유로 PLC CPU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콤팩트 플래시 카드＞

Web 서버 모듈에 사용할 수 있는 콤팩트 플래시 카드는

Compact FlashTM 사양에 준하는 TYPEⅠ의 스토리지

.

Web 서버 모듈은 콤팩트 플래시 카드를 1장 장착할 수 있습

니다.

카드

를 사용합니다

＜별도 준비품＞

2.2 Web 서버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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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내용

배터리 Q6BAT

매뉴얼
Web 서버 모듈 사용자 매뉴얼

(하드웨어편)

비실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UTP 케이블)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카테고리 3(4, 5)

실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STP 케이블)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카테고리 3(4, 5)

잭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RJ45

허브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10BASE-T용

(10Mbps용)

매뉴얼
Web 서버 모듈 사용자 매뉴얼

(상세편)

비실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UTP 케이블)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카테고리 5

실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STP 케이블)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카테고리 5

잭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RJ45

허브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100BASE-TX용

(100Mbps용)

매뉴얼
Web 서버 모듈 사용자 매뉴얼

(상세편)

RS-232 케이블 성능 사양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매뉴얼
Web 서버 모듈 사용자 매뉴얼

(상세편)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 고

CPU 모듈

최대 8장

Q 모드에서만

장착 가능 *1

최대 2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소프트웨어 버전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품명 내용

품명 내용

품명 내용

*1

*1

형식명 내용

GT05-MEM-32MC 콤팩트 플래시 카드 32MB

GT05-MEM-64MC 콤팩트 플래시 카드 64MB

GT05-MEM-128MC 콤팩트 플래시 카드 128MB

GT05-MEM-256MC 콤팩트 플래시 카드 256MB

범용 콤팩트 플래시 카드

Version 7 이후

Version 8 이후

Version 4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7.10L 이후

GX Developer



＜아날로그 모뎀/ PHS 모뎀/ ADSL 모뎀/광대역 라우터/ DoPa 단말＞®

*1：Web 서버 모듈 CH1/CH2의 인터페이스 사양에 대해서는 성능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2：라우터 타입 ADSL 모뎀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ㆍNAT(어드레스 변환)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ㆍ유니버설 플러그 앤 플레이(UPnP)에 대응할 것.
ㆍUPnP에 대응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사용자의 라우터 NAT 설정을 위해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고정 IP 어드레스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3：UPnP에 대응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사용자의 라우터 NAT 설정을 위해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고정 IP 어드레스 계약 체결이 필
요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1：UPnP에 대응하지 않는 라우터 타입 ADSL 모뎀 또는 광대역 라우터를 사용하는 경우,
.

사용자의 라우터 NAT 설정을 위해 인터넷 서비
스 프로바이더와 고정 IP 어드레스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주) 당사가 동작을 확인한 접속 구성 기기는 미쓰비시전기 FA 기기 기술 정보 서비스 MELFANSweb 홈 페이지에서 참조하십시오.

(MELFANSweb 홈 페이지 URL http://www.MitsubishiElectric.co.jp/melfansweb)
●테크니컬 뉴스 No.PLC-D-427

2.2 Web 서버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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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PPP(Point to Point Protocol)

인증 방식 PAP 또는 CHAP(인증없이도 가능)

IP 어드레스 글로벌 IP 어드레스가 할당되어 있을 것*1

전자 메일(사용 시) SMTP 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항목 사양

아날로그 모뎀/

PHS 모뎀

Web 서버 모듈측

인터페이스
Web 서버 모듈 CH2(RS-232)의 인터페이스 사양에 대응하는 제품*1

데이터 통신 제어 커맨드 헤이즈사 AT 커맨드 대응 제품

DR 신호 제어 DR(DSR) 신호만을 단독으로 ON할 수 있는 제품

ADSL 모뎀

Web 서버 모듈측

인터페이스
Web 서버 모듈 CH1(10BASE-T/100BASE-TX)의 인터페이스 사양에 대응하는 제품 *1

프로토콜 PPPoE(PPP over Ethernet) 또는 PPPoA(PPP over ATM)

접속 형식 브리지 타입 또는 라우터 타입*2

광대역

라우터

Web 서버 모듈측

인터페이스
Web 서버 모듈 CH1(10BASE-T/100BASE-TX)의 인터페이스 사양에 대응하는 제품 *1

NAT NAT(어드레스 변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

UPnP 유니버설 플러그 앤 플레이(UPnP)에 대응하는 제품*3

DoPa 단말®

Web 서버 모듈측

인터페이스
Web 서버 모듈 CH2(RS-232)의 인터페이스 사양에 대응하는 제품*1

통신 방식 PDC800MHz, 싱글 패킷 방식 9600bps

DR 신호 제어 DR(DSR) 신호만을 단독으로 ON할 수 있는 제품

항목 사양



2.3 MES 인터페이스 모듈

QJ71MES96, MX MESInterface

개요

QJ71MES96 타입 MES 인터페이스 모듈(이하, MES 인터페

이스 모듈로 줄여서 표현)은 PLC(제조 설비)의 디바이스 데

이터와 정보 시스템(제조 실행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

신 게이트웨이없이 연계합니다(연결시켜 줍니다).

특징

■프로그램이 불필요한 간단한 설정으로 정보 시스템

과의 접속이 가능

설정 툴에 의한 설정만으로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간단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액세스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가 없고, 시

스템 구축 시에 엔지니어링 비용 및 공사기간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MX MESInterface」－「정보 연계 기능 설정 툴」

■정보 시스템의 부하 절감

MES 인터페이스 모듈에서 데이터를 감시하여 조건이 성립

된 경우에 정보 시스템에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연산 처리하여 연산 결과 데이터를 정보 시

스템에 송신할 수 있습니다.

종래와 같이 데이터를 항시 수집ㆍ감시하는 경우와 비교하

여 정보 시스템의 부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송신하기 위한 버퍼링 기능

(a) 데이터 송신 트리거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도, 트

리거를 빠뜨리지 않습니다.(트리거 버퍼링 기능)

데이터 송신 조건이 일시적으로 집중되어 성립된 경

우, 데이터와 조건 성립 시간을 모듈의 내부 메모리

에 버퍼링할 수 있습니다.

부하가 줄어든 다음에 버퍼링 데이터를 사용하여 데

이터를 연산ㆍ송신합니다.

(b) 통신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에 송

할 데이터를 보존합니다.(DB 버퍼링 기능)

신

데이터베이스와의 접속 시에 통신 이상이 발생된 경

우, 송신할 수 없는 SQL문을 콤팩트 플래시 카드에

버퍼링할 수 있습니다.

복귀 후, 버퍼링된 SQL문을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

스에 재송신합니다.(수동 조작도 가능)

MES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한 정보 연계 기존의 MES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하지 않는 정보 연계

<제조 실행 시스템>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제조 실행 시스템>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통신 게이트웨이>

상위 정보계 통신 처리

데이터 처리
(연산 처리, 로깅 등)

컨트롤러 통신

통신 게이트웨이에
의한 정보화 불필요

<제조 설비>

MES 인터페이스
모듈

PLC CPU
(디바이스 데이터)

<제조 설비>

통신 모듈

PLC CPU
(디바이스 데이터)

[MES 인터페이스 모듈은ㆍㆍㆍ]

<정보 시스템>

필요 시만 데이터 송신

조건 성립

[기존에는ㆍㆍㆍ]

<정보 시스템>

정보 시스템에서 상시
수집ㆍ감시 필요

[MES 인터페이스 모듈]

[부하 집중시]

트리거 조건 성립

트리거 조건 성립

작업 3-③
트리거 조건 성립

시간

트리거 버퍼

작업 1-② 트리거 정보(태그 데이터, 시간)

작업 3-③ 트리거 정보(태그 데이터, 시간)

작업 1-①
액션
실행

시간

데이터

송신

작업 1-①의 액션을 실행하여,
작업 1-②와 작업 3－③의 트리거
정보를 트리거 버퍼에 저장합니다.

부하 감소 후

[부하 감소 시]

시간

트리거 버퍼 작업 1-②
액션
실행

작업 3-③
액션

데이터
송신

작업 1-①의 액션 완료 후,
트리거 버퍼의 정보를 기초로 작업 1-②,
작업 3－③의 액션을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ㆍ①~③은 트리거 조건이 성립된 순서를 나타냅니다.

ㆍ작업 1과 작업 3은 동일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작업 1-①

작업 1-②

실행

시간

차단

콤팩트 플래시 카드

복귀

재송신

콤팩트 플래시 카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이상 시 로그 수집 가능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후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 시에 이상

이 발생된 경우, 데이터베이스측에서 이상 내용을 로그로

남길 수 있습니다.

로그를 해석함으로써 데이터를 보호하고 이상 내용을 분석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에서의 지시 가능

정보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에서 MES 인터페이스 모듈에

등록되어 있는 처리를 기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시스템에서의 제조 지시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

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송신 뿐만 아니라, 데이

터베이스에서의 데이터 수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조 정보 등을 다

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대응

시스템을 새로 설계하는 경우,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도 기존 데이터베이스

를 변경하지 않고 시스템을 이행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구성에 따르지 않고 액세스

가능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 시에 사용자가 설계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새로 설계하는 경우에 설계 편리성이 높을 뿐만 아

니라, 기존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 테이

블을 변경하지 않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SNTP를 사용한 시간 동기 기능

SNTP 서버용 PC와의 교신으로 MES 인터페이스 모듈 및

PLC CPU의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전체의 시간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외관

단위：mm

*1：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접속 시의 커넥터 부근의 휨 (R1
기준값)은 (케이블 외경×4) 이상으로 하십시오.：

반지름

기능 일람

MES 인터페이스 모듈의 기능 일람을 나타냅니다.

■기능 개요

MES 인터페이스 모듈과 MX MESInterface의 기능을 나타냅

니다.

2.3 MES 인터페이스 모듈

QJ71MES96, MX MESInterface

DB 접속 서비스

액세스
로그 SQL 실패

로그

MES 인터페이스 모듈

② 등록되어 있는 처리
를 기동
(작업 실행)

MES 인터페이스 모듈

② 등록되어 있는 처리
를 기동
(작업 실행)

① 작업 실행 지시

③ 데이터 송신

<정보 시스템>

<정보 시스템>
① 작업 실행 지시

데이터베이스

타사 제품
Windows®
어플리케이션

「정보 연계 기
능 설정 툴」

「DB 접속 서비스」
사용자 작성
어플리케이션

SNTP 서버

MES 인터페이스 모듈
DB 연계 기능 XML 처리 기능 시간 동기 기능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③ 데이터 송신



■MES 인터페이스 모듈의 기능 일람

DB 연계 기능의 동작

*1：태그를 수집합니다.
*2：작업을 기동합니다.

*3：부하가 집중되었을 때 데이터와 조건 성립 시간을 모듈 내부의
메모리에 버퍼링합니다.

*4：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 연산 처리를 합니다.
*5：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6：통신 이상 시에 송신할 수 없는 SQL문을 콤팩트 플래시 카드

에 버퍼링합니다.

2.3 MES 인터페이스 모듈

QJ71MES96, MX MESInterface

기 능 내 용

DB 연계 기능 작업이라고 하는 실행 단위로 데이터베이스와 액세스하는 기능입니다.

태그 기능*1

네트워크상의 각 PLC CPU의 디바이스 데이터를 태그 단위로 수집하는 기능입니다.

DB 연계 기능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필드와 태그 디바이스를 할당하면 아래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ㆍ데이터베이스값 읽기/쓰기

ㆍ태그 디바이스로 지정된 PLC CPU 디바이스 데이터 읽기/쓰기

트리거 감시 기능*2 시간이나 태그 등의 값을 감시하여, 트리거 조건이 거짓에서 참으로 변경되었을 때(조건 성립 시)에 작업을 기동하는

기능입니다.

트리거 버퍼링

기능*3

데이터 송신 조건이 일시적으로 집중해서 성립된 경우, 데이터와 조건 성립 시간을 모듈의 내부 메모리에 버퍼링하고,

나중에 버퍼링 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액션(데이터의 연산ㆍ송신)을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송신 트리거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도 트리거를 빠뜨리지 않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SQL문 송신 기능*4

(통신 액션)

SQL문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는 기능입니다.

SQL문은 다음 3종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ㆍ추출(SELECT)

ㆍ갱신(UPDATE)

ㆍ삽입(INSERT)

연산 처리 기능*4

(연산 액션)
태그 디바이스값을 연산하는 기능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기능*5 작업의 처음 액션을 실행하기 전과 마지막 액션을 실행한 다음 어플리케이션 서버용 PC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실행

하는 기능입니다.

DB 버퍼링 기능

*6

네트워크가 차단되어 있거나 데이터 베이스 서버용 PC가 다운되어 있는 경우 등, 송신할 수 없는 SQL문을 콤팩트 플

래시 카드에 버퍼링하는 기능입니다.

복구되면 버퍼링된 SQL문은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재송신됩니다.(수동 조작도 가능)

XML 처리 기능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서, XML 형식의 메시지에 의한 요구를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XML 처리 기능에 의해, 다음의 작업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ㆍ작업의 원샷(one-shot) 실행

ㆍ작업의 유효화(트리거 조건 성립 시에 작업이 실행되는 상태)

ㆍ작업의 무효화(트리거 조건이 성립해도 작업이 실행되지 않는 상태)

시간 동기 기능
MES 인터페이스 모듈의 시간을 네트워크상의 SNTP 서버용 PC 또는 PLC CPU(멀티 CPU 시스템일 때는 1호기 CPU)

와 일치시키는 기능입니다.

PLC CPU MES 인터페이스 모듈

디바이스 태그 1 작업 1

트리거 감시 *2

트리거 버퍼링 *3

액션 *4

디바이스 통신 액션 1(갱신)

연산 액션 2

통신 액션 3(삽입)

순서대로
실행

통신 액션 10(추출)

프로그램 실행 *5

DB 버퍼링 *6

데이터 베이스 서버용 PC

데이터베이스

실행
파일

어플리케이션 서버용 PC

XML 처리 기능
어플리케이션 서버용 PC

요구 메시지
작업

작업 기동 XML 처리 기능
XML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응답 메시지



■「DB 접속 서비스」의 기능 일람

2.3 MES 인터페이스 모듈

QJ71MES96, MX MESInterface

■「정보 연계 기능 설정 툴」의 기능 일람

시스템 설정 MES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하기 위한 초기 설정을 합니다.

네트워크 설정 MES 인터페이스 모듈의 네트워크 접속에 필요한 설정을 합니다.

시간 동기 설정 MES 인터페이스 모듈에서 사용할 시간을 설정합니다.

어카운트 설정 MES 인터페이스 모듈에 액세스 시에 사용자 인증용 어카운트를 설정합니다.

DB 버퍼링 설정 DB 버퍼링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합니다.

액세스 상대 CPU 설정 액세스 상대 CPU의 접속 경로를 설정합니다.

디바이스 태그 설정 태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합니다.

디바이스 설정 태그 디바이스를 설정합니다.

서버 서비스 설정 서버용 PC에 액세스하기 위한 설정을 합니다.

작업 설정 DB 연계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합니다.

트리거 조건 작업의 기동 조건을 설정합니다.

트리거 버퍼링 트리거 버퍼링 기능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통신 액션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기 위한 설정을 합니다.

연산 액션 태그 디바이스값을 연산하기 위한 설정을 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실행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합니다.

DB 버퍼링 DB 버퍼링 기능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온라인 네트워크상의 MES 인터페이스 모듈에 대해서 온라인 조작을 합니다.

통신 설정 접속 상대 MES 인터페이스 모듈을 설정합니다.

쓰기 MES 인터페이스 모듈에 정보 연계 기능의 설정 내용(프로젝트)을 씁니다.

읽기 MES 인터페이스 모듈에서 정보 연계 기능의 설정 내용(프로젝트)을 읽습니다.

대조
MES 인터페이스 모듈 내 정보 연계 기능의 설정 내용과 편집 중인 프로젝트 정보 연계 기능의 설정 내용을 대조합니

다.

리모트 조작 MES 인터페이스 모듈의 동작 상태를 표시하거나 변경하고, 콤팩트 플래시 카드를 포맷합니다.

동작 이력 MES 인터페이스 모듈의 동작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의 원샷(one shot)

실행
작업을 원샷합니다.

도움말 「정보 연계 기능 설정 툴」의 제품 정보와 MELFANSweb의 접속 화면이 표시됩니다.

ODBC 접속 기능 MES 인터페이스 모듈과 데이터베이스의 ODBC 인터페이스를 접속하는 기능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기능 MES 인터페이스 모듈로부터의 요구 시에 어플리케이션 서버용 PC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IP 필터 기능
서버용 PC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DB 접속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MES 인터페이스 모듈의 IP 어드레스를

기능입니다.

지

정하는

로그 출력

기능

통신 로그 MES 인터페이스 모듈과 「DB 접속 서비스」의 통신 내용을 액세스 로그에 출력합니다.

SQL 실패

로그

데이터베이스에 SQL문을 실행하였을 때,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갱신/삽입할 수 없는 경우

에 SQL 실패 로그에 출력합니다.

DB 접속 서비스

설정 툴
「DB 접속 서비스」의 설정 내용을 변경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기 능 내 용

기 능 내 용



ODBC 접속 기능

ODBC 접속 기능은 MES 인터페이스 모듈과 데이터베이스

의 ODBC 인터페이스를 접속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베이스 서버용 PC에서의 동작을 나타냅니다.

(1) MES 인터페이스 모듈상에서 동작하고 있는 정보 연계

기능에서 SQL문을 받습니다.

(2) ODBC 인터페이스 경유로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여

SQL문을 실행합니다.

(3) SQL문 실행 결과를 MES 인터페이스 모듈에 송신합니

다.

프로그램 실행 기능

프로그램 실행 기능은 MES 인터페이스 모듈로부터의 요구

시에 어플리케이션 서버용 PC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능

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버용 PC에서의 동작을 나타냅니다.

(1) MES 인터페이스 모듈상에서 동작하고 있는 정보 연계

기능에서 프로그램 실행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2) 어플리케이션 서버용 PC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3)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MES 인터페이스 모듈에 송신합니

다.

성능 사양

■전송 및 인터페이스 사양

*1：10BASE-T와 100BASE-TX는 상대 기기에 따라 MES 인터페이스 모듈이 판정합니다.

오토 니고시에이션 기능을 가지지 않는 허브와의 접속 시에는 허브측을 반이중 통신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2：허브와 노드 간의 길이입니다.

2.3 MES 인터페이스 모듈

QJ71MES96, MX MESInterface

데이터베이스
서버용 PC

정보 연계 기능 DB 접속 서비스

액세스
발생 시 실패 시

액세스
로그 SQL 실패

로그

어플리케이션
서버용 PC

정보 연계 기능 DB 접속 서비스

액세스
발생 시

액세스
로그

SQL 실행

항 목 사 양

Ethernet

인터페이스*1

데이터 전송 속도

전송 방법 베이스밴드

캐스케이드 접속 단수 최대 4단 최대 2단

최대 세그먼트 길이*2

지원 기능 오토 니고시에이션 기능 대응(10BASE-T/100BASE-TX를 자동 인식)

콤팩트

플래시 카드

공급 전원 전압

공급 전원 용량 최대 150mA

카드 크기 TYPE Ⅰ카드

장착 가능 장수 1장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32점)

시계 PLC CPU(멀티 CPU 시스템일 때는 1호기 CPU) 또는 SNTP 서버용 PC에서 수집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형 치수

중량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양

2.3 MES 인터페이스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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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연계

데이터베이스 접속 개수 최대 32개/1프로젝트

접속 가능 데이터베이스

7종류

ㆍOracle 8i®

ㆍOracle 9i®

ㆍOracle 10g®

ㆍMicrosoft SQL Server 2000®

ㆍMicrosoft SQL Server 2000  Desktop Engine (MSDE 2000)®

ㆍMicrosoft Access 2000®

ㆍMicrosoft Access 2003®

작업

설정 가능 개수 최대 64개/1프로젝트

트리거 버퍼링 최대 128회분

트리거

조건

결합 가능 개수
최대 2조건

ㆍ(AND 또는 OR의 결합 조건 선택 가능)/1작업

조건 종류

21종류

고정 스캔：1~32767초

시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값 감시 ： 태그 디바이스값과 태그 디바이스값의 비교(6종류)*1

태그 디바이스값과 상수값의 비교(6종류)

모듈 기동 시

핸드셰이크*1

동작

설정 가능 개수 최대 10개/1작업

종류

통신 액션의 필드수

최대 8192 필드/1프로젝트

ㆍ「DB-태그의 링크 설정」：최대 256행/1통신 액션

ㆍ「추출/갱신 조건」 ：최대 8행/1통신 액션

연산 액션의 연산 가능 개수 (2항 연산을 최대 20개)/1연산 액션

연산 액션의 연산자 6종류(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문자열 결합)

프로

그램

실행

설정 가능 개수
최대 2프로그램

ㆍ(최초 액션 실행 전에 1회＋최종 액션 실행 후에 1회)/1작업

디바이스 태그

태그수 64개/1프로젝트

디바이스 개수
256개/1태그

4096개/1프로젝트

데이터형
5종류(부호 부착 단정밀도 상수형(16비트), 부호 부착 배정밀도 상수형(32비트), 단정밀도

부동 소수점형(32비트), 비트형, 문자열형(1~32문자))

통계 처리 6종류(평균, 최대, 최소, 이동평균 , 이동 최대 , 이동 최소 )* * *2 2 2

DB 버퍼링
통신 이상 시의 버퍼링

용량*3

최대 용량：콤팩트 플래시 카드 용량 - 32MB

(16MB~512MB)

XML

처리

커맨드 종류 3종류(작업의 원샷 실행, 작업의 유효화, 작업의 무효화)

요구 메시지 크기 최대 128k바이트

수신 프로토콜

문자 코드

사용자 인증

어카운트수：16

사용자 ID ：반각 1~20문자

패스워드 ：반각 6~14문자

동작 이력

에러 로그 용량
최대 용량：1MB

ㆍ최저 4800건 기록 가능

이벤트 로그 용량

최대 용량：2MB

ㆍ최저 4800건 기록 가능(상세 로그 없음의 경우)

ㆍ최저 2건 기록 가능(상세 로그 있음의 경우)

4종류(추출, 갱신, 삽입, 연산)

항 목 사 양



*1：감시 간격은 1~600(0.1초 단위), 1~32767(1초 단위)입니다.
*2：「샘플수」를 최대 20점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3：버퍼링 용량에서 버퍼링 가능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버퍼링 가능 시간=(버퍼링 가능 건수)÷(실행 빈도[회/시])[h]

버퍼링 가능 건수=(사용 용량)÷(SQL문장＋오버헤드(4바이트))[건]
SQL 문장=총필드 문자 길이＋6×필드수＋총데이터 길이＋20[바이트]

【계산 예】
용량 64MB, 필드명 16문자, 1데이터 길이 32문자, 1작업 1액션으로, 256필드에 액세스하고 30초에 1회 실행하는 경우
SQL 문장=(16×256)＋6×256＋(32×256)=13844[바이트]

버퍼링 가능 건수=(64×1024×1024)÷(13844＋4)≒4846[건]
버퍼링 가능 시간=4846÷(60÷30×60)≒40[h]

시스템 구성

MES 인터페이스 모듈의 시스템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체 시스템 구성

MES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할 때의 전체 시스템 구성을 나

타냅니다.

*1：SNTP 서버용 PC, 설정용 PC는 서버용 PC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SNTP 서버용 PC의 시간을 MES 인터페이스 모듈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인스톨 시의 시스템 구성

MX MESInterface를 인스톨할 때의 시스템 구성을 나타냅니

다.

(1) 서버용 PC에 「DB 접속 서비스」 및 「DB 접속 서비스

설정 툴」 인스톨 시

(2) 설정용 PC에 「정보 연계 기능 설정 툴」 인스톨 시

2.3 MES 인터페이스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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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 MESInterface의 소프트웨어 구성

인스톨러
각 실행 소프트웨어(「정보 연계 기능 설정 툴」, 「DB 접속 서비스」, 「DB 접속 서비스 설정 툴」)를 각각의 동

작 환경에 맞추어 인스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정보 연계 기능 설정 툴

설정용 PC에서 동작하며, MES 인터페이스 모듈의 정보 연계 기능에 필요한 각종 설정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정보 연계 기능을 설정하는 기능 이외에, 정보 연계 기능의 동작 상태, 동작 이력 확인 및 정보 연계 기능 동작 정

지/재개 등의 각종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DB 접속 서비스 서버용 PC에서 동작하며, 데이터베이스와 MES 인터페이스 모듈을 연계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DB 접속 서비스 설정 툴 서버용 PC에서 동작하며, 「DB 접속 서비스」의 설정 내용을 변경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항 목 내 용

Oracle , SQL Server®

등(타사 제품)

SNTP 서버용 PC * *1 2 서버용 PC

DB 접속 서비스
DB 접속 서비스 설정 툴

MES 인터페이스 모듈

정보 연계 기능
설정 툴콤팩트 플래시

카드
설정용 PC *1

MELSECNET/H 등

:MX MESInterface가 제공하는 기능

서버용 PC

인스톨

DB 접속 서비스
DB 접속 서비스 설정 툴

시판품

설정용 PC

정보 연계 기능 설정 툴

인스톨

시판품

데이터베이스



*1：정보 연계 기능 설정 툴, DB 접속 서비스, DB 접속 서비스 설
정 툴로서, MX MESInterface가 필요합니다.

*2：MES 인터페이스 모듈은 콤팩트 플래시 카드를 1장 장착하여

사용합니다.

시판되고 있는 콤팩트 플래시 카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
십시오.

미쓰비시전기 FA 기기 기술 정보 서비스 MELFANSweb 홈 페
이지 URL http://www.MitsubishiElectric.co.jp/melfansweb

ㆍ테크니컬 뉴스 No.PLC-D-427

(10BASE-T 접속 시)

(100BASE-TX 접속 시)

■적용 시스템

＜적용 모듈과 장착 가능 장수＞

MES 인터페이스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PLC CPU와 장착

가능 장수를 나타냅니다.

*1：본 매뉴얼 1장의 각 CPU 시스템 항목에서, 시스템 구성에 관
한 기재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MES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

키지의 대응을 나타냅니다.

다만 GX Developer는 MES 인터페이스 모듈 경유로 PLC

CPU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2.3 MES 인터페이스 모듈

QJ71MES96, MX MESInterface

＜QJ71MES96 동봉품＞

품 명 내 용

배터리 Q6BAT

매뉴얼
MES 인터페이스 모듈 사용자 매뉴얼(하드

웨어편)

＜별도 준비품＞

형식명

SW1DNC-MESIF-J *1 MX MESInterface Version 1

GT05-MEM-128MC*2 콤팩트 플래시 카드 128MB

GT05-MEM-256MC*2 콤팩트 플래시 카드 256MB

비실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카테고리 3 (4, 5)

실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STP 케이블)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카테고리 3 (4, 5)

잭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RJ45

허브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10BASE-T용

매뉴얼
MES 인터페이스 모듈 사용자 매뉴얼(상세

편)

비실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카테고리 5

실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STP 케이블)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카테고리 5

잭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RJ45

허브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100BASE-TX용

(100Mbps)

(10Mbps)

매뉴얼
MES 인터페이스 모듈 사용자 매뉴얼(상세)

편)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 고

PLC CPU

최대 8장

최대 24장

최대 64장

항 목

소프트웨어 버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Version

1.00A 이후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8

이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4

이후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6

이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7.10L 이후멀티 CPU

시스템

내 용

품 명 내 용

품 명 내 용

http://www.MitsubishiElectric.co.jp/melfansweb


동작 환경

■설정용 PC

설정용 PC의 동작 환경을 나타냅니다.

*1：Windows 2000 Server, Windows 2000 Professional을 사
용할 때는 ServicePack2 이상이 필요합니다.

® ®

*2：MX MESInterface를 인스톨 하는 경우, Administrator의 권한

이 필요합니다.

또한, MX MESInterface는 Administrator 그룹의 사용자가 로

그 온하여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3：아래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기능을 사용한 경우, 본 제품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Windows 호환 모드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기동®

ㆍ사용자 간이 전환

ㆍ리모트 데스크톱
ㆍ큰 글꼴(화면 속성의 상세 설정)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서버용 PC

서버용 PC의 동작 환경을 나타냅니다.

*1：Windows 2000 Server, Windows 2000 Professional을
용할 때는 ServicePack2 이상이 필요합니다.

® ® 사

*2：MX MESInterface를 인스톨하거나 동작시키는 경우,
Administrator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3：아래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기능을 사용한 경우, 본 제품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Windows 호환 모드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기동®

ㆍ사용자 간이 전환
ㆍ리모트 데스크톱
ㆍ큰 글꼴(화면 속성의 상세 설정)

*4：보안 인증 모드를 혼합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5：1개의 통신 액션으로 갱신(UPDATE)할 수 있는 필드수는 최

대 127개입니다.
*6：1개의 파일에 대해서 동시에 복수의 MES 인터페이스 모듈에

액세스하지 마십시오.

2.3 MES 인터페이스 모듈

QJ71MES96, MX MESInterface

컴퓨터 본체

CPU

필요

메모리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 용량
64MB 이상

디스크 드라이버 CD-ROM 디스크 드라이버

디스플레이 해상도 1024×768도트 이상

기본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Ethernet

기본 소프트웨어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CPU 필요 메모리

Intel Pentium /

Celeron 계열

CPU로 클록 속도

300MHz 이상

®

®
128MB 이상

Intel Pentium /

Celeron 계열

CPU로 클록 속도 5

50MHz 이상

®

®
256MB 이상

컴퓨터 본체
아래의 기본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PC/AT 호환

기

CPU
다음 페이지의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참조
필요

메모리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 용량
64MB 이상

디스크 드라이버 CD-ROM 디스크 드라이버

디스플레이 해상도 1024×768도트 이상

기본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Ethernet

필요 소프트웨어

DB 연계 기능을 사용할 때：릴레이셔널 데이터

베이스(다음 중에서 선택)

ㆍOracle 8i®

ㆍOracle 9i®

ㆍOracle 10g®

ㆍMicrosoft SQL Server 2000® *4

ㆍMicrosoft SQL Server 2000 Desktop®

Engine(MSDE 2000)*4

ㆍMicrosoft Access 2000® * *5 6

ㆍMicrosoft Access 2003® * *5 6

시간 동기 기능을 사용할 때：SNTP 서버

(Windows 2000 Server, Windows Server

2003에 기본 내장)

® ®

아래와 같이 기본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PC/AT

호환기

아래 표의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

체에 필요한 성능」 참조

내 용항 목

내 용항 목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XML 처리 어플리케이션 개발용 PC

XML 처리 어플리케이션 개발용 PC의 동작 환경을 나타냅니

다.

2.3 MES 인터페이스 모듈

QJ71MES96, MX MESInterface

기본 소프트웨어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CPU 필요 메모리

128MB 이상

Intel Pentium /®

®Celeron 계열

CPU로 클록 속도

550MHz 이상

256MB 이상

프로그램 개발 환경
Microsoft Visual Studio .NET 2003® ®

Sun Microsystems사 J2SE v1. 4.2

내 용항 목

Intel Pentium /®

®Celeron 계열

CPU로 클록 속도

300MHz 이상



2.4 Ethernet 인터페이스 모듈

QJ71E71-100, QJ71E71-B5, QJ71E71-B2

개요

QJ71E71-100, QJ71E71-B5, QJ71E71-B2 타입 Ethernet

인터페이스 모듈(이하, Ethernet )은, Q

시리즈 PLC를 Ethernet(100BASE-TX, 10BASET,

10BASE5, 10BASE2) 경유로 TCP/IPㆍUDP/IP 통신 프로

콜을 이용하여 PC나 워크스테이션 등의 상위 시스템 및

간을 접속하기 위한 PLC 인터페이스 모듈입니다.

토

PLC

모듈로 줄여서 표현

특징

■MELSEC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

「MELSEC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하, MC 프로토콜로 줄

여 표현)에 의한 교신」을 사용하면, 상위 시스템에서 PLC

의 디바이스 데이터나 프로그램 파일을 읽기/쓰기할 수 있

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상위 시스템에서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를 송

수신하는 수동적인 프로토콜입니다. 회선 접속 후에 데이터

교신용 시퀀스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

위 시스템이 DOS/V 경우 MX Component를 사용함

으로써, MC 프로토콜의 복잡한 프로토콜(송수신 순서)을

않고 상위 시스템의 통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PC인

신경쓰지

주) MC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 기능은 A/QnA 시리즈의 Ethernet
모듈(A1SJ71E71/A1SJ71QE71 등)이 지원하고 있는 PLC

CPU의 데이터 읽기/쓰기 교신 기능에 해당합니다.

■고정 버퍼에 의한 교신

「고정 버퍼에 의한 교신」을 사용하면, PLC 간 또는 PLC와

상위 시스템 간에 최대 1k워드의 임의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Ethernet 모듈에는 1k워드의 고정 버퍼

데이터 영역이 16개 준비되어 있으며, 각각을 임의의 기기

와 송신용 또는 수신용 버퍼로 할당하여 사용합니다. MC 프

로토콜에 의한 교신이 수동적인 교신 방법인데 비해, 고정

버퍼에 의한 교신은 능동적인 교신 방법입니다.

기계 설비의 에러 발생 시나 어떠한 조건 성립 시에 데이터

를 PLC에서 상위 시스템에 송신할 수 인터럽트 프

로그램에 의한 데이터 수신 기능을 PLC CPU에서

수신 데이터를 빠르게 수신할 수 있습니다.

송신하거나

있으며,

사용하여

■랜덤 액세스용 버퍼에 의한 교신

「랜덤 액세스용 버퍼에 의한 교신」을 사용하면, 최대 6k워

드의 대용량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습니다. 고정 버퍼 교신

의 데이터 용량(최대 1k워드)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하면 대

량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전

원 모듈

자국

상대 기기

수신/송신 수신/송신

모듈 모듈

상대 기기 자국

상대 기기

읽기/쓰기 읽기/쓰기

모듈

자국

상대 기기 상대 기기



■전자 메일에 의한 송수신

「전자 메일의 송수신」 사용하면, 인터넷 회선 경유

로 전 메일을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상대 기기에 데이

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자

터

기능을

●PLC CPU에 의한 전자 메일의 송수신

전용 명령(MSEND, MRECV)에 의해 다음의 데이터를 송수

신할 수 있습니다.

(1) 첨부 파일에 의한 데이터 송수신

PC 또는 다른 Ethernet 모듈에 대해서 최대 6k워드의 데

이터를 전자 메일의 첨부 파일 기능을 사용하여 송신 또

는 수신할 수 있습니다.

(2) 메시지 기능에 의한 데이터 송신

PC 또는 휴대 단말기에서 최대 960워드의 데이터를 전

자 메일의 메시지를 사용하여 송신할 수 있습니다.

●PLC CPU 감시 기능에 의한 전자 메일의 송신

Ethernet용 파라미터를 설정함으로써, 사용자가 설정하는

통지 조건(PLC CPU 상태 또는 디바이스값)을 일정 간격으

로 감시하여, 통지 조건 성립 시에 최대 960워드의 데이터

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송신할 수 있습니다.

(1) 첨부 파일에 의한 데이터 송신

(2) 메시지에 의한 데이터 송신

■Web 기능에 의한 교신

●PLC에 대한 액세스 기능

Web 기능을 사용하면, Web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PLC 설비

를 감시하기 위한 PLC 데이터의 수집/변경, CPU 모듈의 동

작 감시, 상태 제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Web 서버의 활용

Ethernet 모듈과 Web 서버의 컴퓨터를 조합하면, Web 기능

에 의한 PLC의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Web 서버를 활용하면 시스템을 수월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

다.

(1) 복잡한 화면 작성 가능

사용자가 작성하는 파일을 Web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Ethernet 모듈 메모리의 용량에 관계없이 사용자 임의의 복

수 HTML 파일 및 대용량의 HTML 파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

다.

(2) Ethernet 모듈의 부하 감축

PLC에 대한 액세스 프로그램, Web 브라우저에 대한 제어

프로그램을 Web 서버로 실행하므로, PLC에 액세스할 때의

Ethernet 모듈의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Ethernet 회선의 분리

Ethernet 모듈과 Web 서버, Web 서버와 Web 브라우저가

묶여져 있는 회선을 분리함으로써, Web 브라우저에 대한

화면 데이터가 Ethernet 모듈과 Web 서버 간의 회선에 송신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Ethernet 모듈과 상대 기기와의 교신 시에 시스템 제

어용 데이터 송수신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GX Developer, GT SoftGOT, GOT의 접속

●GX Developer를 이용하여 시퀀스 프로그램을 간략화

GX Developer는 Ethernet 모듈의 초기화 처리, 상대 기기와

의 오픈 처리 등을 실행하기 위한 파라미터 설정 기능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GX Developer의 「네트워크 파라미터 설정」에서 파라미터

를 설정함으로써, 상대 기기에서 PLC에 액세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Ethernet 모듈에 통신하기 위한 시퀀스 프로그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thernet 경유의 프로그래밍 및 모니터 기능

Ethernet 접속하면 GX Developer에서 PLC의 프로그래밍

및 모니터를 하거나, GOT나 GT SoftGOT에서 PLC의 모니

터 및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Ethernet의 장거리 접속ㆍ고속 통신 기능을 활용하여 원격

조작이 가능합니다.

에

●MELSOFT 제품(GX Developer, GT SoftGOT, MX

Component 등), GOT의 복수 접속

TCP/IP 통신 또는 UDP/IP 통신에 의해, MELSOFT 제품(GX

Developer, GT SoftGOT, MX Component 등)/GOT와 접속

할 수가 있으며, 복수의 MELSOFT 제품/GOT를 동시에 접속

할 수도 있습니다. * 1

(1) TCP/IP 통신에 의한 접속

ㆍEthernet 모듈은 시스템용 전용 커넥션(1개)과 사용자

용 커넥션 1~16을 사용함으로써, MELSOFT 제품을

TCP/IP 통신에 의해 최대 17대까지 동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ㆍ1대의 MELSOFT 제품과 접속할 때는 GX Developer에

서의 설정이 불필요합니다.

2대 이상의 MELSOFT 제품과 접속할 때는 사용자용

넥션을 사용하므로, GX Developer에서의 설정이 필

합니다.

커

요

(2) UDP/IP 통신에 의한 접속*2

Ethernet 모듈은 시스템용 전용 커넥션(1개)을 사용함으

로써, MELSOFT 제품, GOT를 UDP/IP 통신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1：GT SoftGOT, GOT는 UDP/IP 통신만 가능합니다.

*2：MELSECNET/H, MELSECNET/10 중계 기능에 의해
MELSOFT 제품에서 Ethernet 모듈 경유로 다른 국에 액세스
하는 경우, 국번 IP 관련 정보(네트워크 No., 국번, IP 어드레
스)의 설정 내용이 디폴트(자동 응답 방식) 상태에서 다른 국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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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모니터 모니터/테스트

모듈

상대 기기

●Web 기능에 의한 인터넷 경유 PLC 감시

Ethernet 모듈의 Web 기능은 시판되는 Web 브라우저를 사

용하여 시스템 관리자가 원격지의 Q 시리즈 CPU를 인터넷

경유로 감시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리모트 패스워드 체크 기능

(1) Ethernet 모듈의 리모트 패스워드 체크 기능은 원격지의

사용자가 QCPU에 대해 부정하게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Ethernet 모듈의 체크 기능입니다.

GX Developer에 의해 리모트 패스워드를 QCPU에서 설

정함으로써, QCPU측 파라미터에 설정되어 있는 커넥션

을 사용하는 상대 기기로부터의 데이터 교신에 대해서

Ethernet 모듈이 리모트 패스워드 체크를 실행합니다.

(2) 상대 기기에서 자국 및 다른 국에 데이터 교신할 때 실행

되는 리모트 패스워드 체크는, 모두 자국 QCPU에 설정

되어 있는 리모트 패스워드를 대상으로 합니다.

(3) 리모트 패스워드 체크 대상 커넥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교신할 때는,

.

오픈 처리 완료 후 리모트 패스워드를 언로

크(해제)하면 상대기기에서의 데이터 교신이 가능해집니

다

리모트 패스워드의 로크는 커넥션을 클로즈하기 전에

사용자가 처리합니다.

■이중화 시스템 대응 기능

●Ethernet 통신의 이중화 가능

기능 버전 D 이후의 Ethernet 모듈을 이중화 시스템의 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착하면, Ethernet 통신을 이중화할 수 있습

니다.

Ethernet 모듈의 고장 또는 통신 이상이 발생되더라도, 제어

계와 대기계를 전환하여 Ethernet 모듈의 통신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제어계 CPU에 대한 계 전환 요구 발행 가능

이중화 시스템의 제어계 CPU에 장착된 Ethernet 통

신 이상 또는 단선 검출 시에 제어계 CPU에 대해서 계 전환

요구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모듈의

●이중화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가능

MC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 또는 데이터 링크용 명령에 의해,

이중화 시스템을 제어계/대기계 및 A계/ B계에 대해서 디바

이스 데이터 및 파일을 읽거나 쓰는 등과 같이 데이터 교신

을 할 수 있습니다.

●OPS와의 접속 가능

Ethernet 모듈은 OPS 접속용 사용자 커넥션을 사용하여

OPS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OPS 접속용 사용자 커넥션은 GX Developer의 오픈 설정에

서 설정합니다.

전용 명령 일람

Ethernet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명령 일람을 나타냅

니다.

*1：기능 버전 A의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ㆍSREAD ：READ 명령과 같은 처리를 한다.
ㆍSWRITE：WRITE 명령과 같은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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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명령명 내 용

커넥션의 오프

/클로즈용

OPEN 커넥션을 오픈한다.

CLOSE 커넥션을 클로즈한다.

재초기화용 UINI 재초기화를 실행한다.

고정 버퍼 교신용

BUFRCV
고정 버퍼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읽는다.

BUFRCVS

고정 버퍼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인터럽트 프로그램으로 읽는다.

*1

BUFSND
고정 버퍼를 사용하여 상대 기기

에 데이터를 송신한다.

에러 정보의 읽기/

클리어용

ERRCLR

에러를 클리어한다.

([COM.ERR] LED 소등, 에러

로그 클리어)

ERRRD 에러 정보를 읽는다.

전자 메일 송수신용
MRECV 전자 메일을 수신한다. *1

MSEND 전자 메일을 송신한다. *1

다른 국

PLC

CPU

교신용

(데이터

링크용

명령)

디바이스

데이터 읽기

/쓰기용

READ
다른 국의 워드 디바이스를 읽는

다.

SREAD

다른 국의 워드 디바이스를 읽는

다.

(완료 디바이스 내장) *2

WRITE 다른 국의 워드 디바이스에 쓴다.

SWRITE
다른 국의 워드 디바이스에 쓴다.

(완료 디바이스 내장) *2

ZNRD
다른 국의 워드 디바이스를 읽는

다.

ZNWR 다른 국의 워드 디바이스를 쓴다.

메시지(임의

데이터) 송수

신용

SEND 다른 국에 데이터를 송신한다.

RECV

다른 국으로부터의 수신 데이터를

읽는다.

(메인 프로그램용)

RECVS

다른 국으로부터의 수신 데이터를

읽는다.

(인터럽트 프로그램용) *1

시계

데이터의

읽기/쓰기,

리모트

RUN/STOP

REQ

다른 국을 리모트 RUN/STOP 한

다.

다른 국의 시계 데이터를 읽거나

쓴다.



프로그램 호환성

A 시리즈/QnA 시리즈 Ethernet 인터페이스 모듈

(A1SJ71E71N3-T, A1SJ71QE71N3-T 등, 이하 E71로 줄

여서 표현)을 사용한 시스템의 시퀀스 프로그램 및 상위 시

스템의 프로그램은 QJ71E71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QJ71E71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교신하는 경우의 E71용 프

로그램 대해 설명합니다.호환성에

*1：상기의 어느 경우에도 성능이나 교신 타이밍은 호환되지 않으
므로 그대로 유용하면 교신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
그램을 유용하였을 때는 반드시 동작을 확인하십시오.

*2：QJ71E71에는 E PROM 없으므로 E PROM에 대한 액세스
프로그램은 삭제하십시오.

2 2이

*3：QJ71E71에서 PLC CPU가 STOP 중일 때는 교신 허가/금지
를 프로그램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GX Developer의
파라미터에서 설정). 이와 관련된 시퀀스 프로그램은 삭제하
십시오.

*4：QJ71E71의 버퍼메모리에서 읽은 LED 점등 상태/스위치 설
정 상태는 AJ71QE71과는 다릅니다.

*5：파일 전송(FTP 서버) 기능을 사용하면, 외부 기기에서 지정
하는 FTP 로그인명, FTP 패스워드의 디폴트값이
「AJ71QE71」→「QJ71E71」로 바뀝니다.

*6：MC 프로토콜에 의한 Q 시리즈 CPU의 파일을 액세스할 때는
전용 커맨드를 사용하므로 새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십시오.

*7：기존의 A 시리즈 E71 대응 PLC CPU 데이터를 읽기/쓰기
(MC 프로토콜 교신) 할 때는 기존의 A 시리즈 CPU와 같은 범
위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외관

(1) QJ71E71-100

단위：mm

*1：트위스트 페어선 접속 시의 커넥터 부근의 휨 (R1：기

값)은 (케이블 외경×4) 이상으로 하십시오.준

반지름

(2) QJ71E71-B5

트랜시버용
DC 전원

단위：mm

*1：AUI 케이블 접속 시의 커넥터 부근의 휨 (R2：기준값)

(케이블 외경×4) 이상으로 하십시오.은
반지름

(3) QJ71E71-B2

단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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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리즈 Ethernet

모듈용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QnA 시리즈 Ethernet

모듈용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상위 시스템측

프로그램*1

호환성 있음

다만 MC 프로토콜에서는

PLC 데이터만 액세스

가능. *7

호환성 있음* *5, 6

PLC

프로그램*1
호환성 없음 호환성 있음* * *2, 3, 4



기능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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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기본 기능

MC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

4E 프레임

상대 기기에서 PLC CPU의 데이터를 읽기/쓰기한다.
QnA 호환 3E

프레임

A 호환 1E 프레임

고정 버퍼에 의한 교신
수순 Ethernet 모듈의 고정 버퍼를 사용하여, PLC CPU와 상대 기기 간에 임의의 무수순

송신/수신한다.

데

이터를

랜덤 액세스용 버퍼에 의한 교신
복수의 상대 기기에서 Ethernet 모듈의 랜덤 액세스용 버퍼에 대해서

.

데이터를 읽거나

쓴다

전자 메일에 의한 송신/수신

전자 메일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신/수신한다.

ㆍPLC CPU에 의한 송신/수신

ㆍPLC CPU 감시 기능(자동 통지 기능)에 의한 송신

데이터 링크용 명령에 의한 교신
데이터 링크용 명령을 사용하여, Ethernet 경유로 다른 국의 PLC CPU의 데이터를 읽기

/쓰기한다.

파일 전송(FTP 서버 기능) 상대 기기에서 FTP 커맨드를 사용하여 파일 단위로 읽기/쓰기를 한다.

Web 기능에 의한 교신 일반 Web 브라우저에서 인터넷 경유로 PLC CPU의 데이터를 읽기/쓰기한다.

부가 기능

MELSECNET/H, MELSECNET/10 중계 교신

Ethernet과 MELSECNET/H, MELSECNET/10을 함께 사용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또는

여러 Ethernet을 중계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복수로 경유하여

데이터 교신을 한다.

라우터 중계 교신(라우터 중계 기능)
라우터 및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데이터 교신을 한다.(라우터 중계 기능은 Ethernet

모듈이 라우터로서 동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기기의 생존 체크(생존 확인 기능) 커넥션 접속 후(오픈 처리), 상대 기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체크한다.

페어링 오픈에 의한 교신 수신용 커넥션과 송신용 커넥션을 1개의 페어로 하여 오픈한다.(고정 버퍼 교신용)

자동 오픈 UDP 포트에 의한 교신
Ethernet 모듈 장착국을 기동 후, 교신이 가능하게 된다.(시퀀스 프로그램에 의한 오픈,

클로즈 처리가 불필요)

리모트 패스워드 체크 원격지의 사용자가 QCPU에 부정하게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한다.

일제동보 통신
UDP/IP에 의한 데이터 교신으로, Ethernet 모듈과 동일 Ethernet상의 모든 상대 기기에

대해서 .(일제동보)데이터를 송신/수신한다

MELSOFT 제품, GOT의 접속

(GX Developer, MX Component 등)

TCP/IP 통신 또는 UDP/IP 통신에 의해 MELSOFT 제품(GX Developer, MX

Component 등), GOT와 접속 , 여러 대의 MELSOFT 제품, GOT를 동시에 접속

하는 것도 가능.

하거나

체크

상태

자기 진단 테스트 Ethernet 모듈의 송수신 기능, 회선 접속 상태를 체크한다.

하드웨어 테스트 Ethernet 모듈의 RAM 및 ROM을 테스트한다.

교신 에러의 저장
데이터 교신 에러 발생 시에 스테이트먼트의 서브 머리글, 상대 기기의 IP 어드레스 등

을 포함한 에러 정보(에러 이력 정보)를 최대 16개 버퍼메모리에 저장한다.

기 능

무수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Ethernet 모듈 사용자 매뉴얼(기본편)을 참조하십시오.
*2：사용할 수 있는 모듈의 버전에 제약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Ethernet 모듈 사용자 매뉴얼(기본편)을 참조하십시오.
*3：SREAD/SWRITE 명령을 실행하는 대상국이 Q00J/Q00/Q01CPU인 경우, 인수(D3)로 설정된 대상국에 대한 읽기 통지 디바이스는 무

시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Ethernet 모듈 사용자 매뉴얼(응용편)을 참조하십시오.

*4：Q12PRH/Q25PRHCPU에서 각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Ethernet 모듈 사용자 매뉴얼(기본편)을 참조하십시오.

2.4 Ethernet 인터페이스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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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CPU, 리모트 I/O국에 Ethernet 모듈을 장착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나타냅니다.

*1：QnA 호환 3E 프레임, 4E 프레임으로 교신하십시오. 수 있는 기능에 제약이 있습니다.사용할

기 능 베이식 모델 QCPU의 경우
이중화 CPU의 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착된 경우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된 경우

초기화 처리

시퀀스 프로그램

GX Developer의 네트

워크 파라미터 설정

오픈 처리/

클로즈 처리

시퀀스 프로그램

GX Developer의 네트

워크 파라미터 설정

MC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

고정 버퍼에 의한 교신

랜덤 액세스용 버퍼에 의한 교신

전자 메일에 의한 송신/수신

데이터 링크용 명령에 의한 교신

파일 전송(FTP 서버 기능)

Web 기능에 의한 교신

MELSECNET/H, MELSECNET/10 중계 교신

라우터 중계 교신(라우터 중계 기능)

상대 기기의 생존 체크(생존 확인 기능)

페어링 오픈에 의한 교신

자동 오픈 UDP 포트에서의 교신

일제동보 통신

QCPU의 리모트 패스워드 기능에 대한 대응

GX Developer에 의한 Ethernet용 파라미터

설정

GX Developer에 의한 QCPU에 대한 액세스

(TCP/IP 또는 UDP/IP)

○：사용 가능 △：조건부 사용 가능 ×：사용 불가능

(중계는 가능)



성능 사양

2.4 Ethernet 인터페이스 모듈

QJ71E71-100, QJ71E71-B5, QJ71E71-B2

항목

사양

전송 사양

데이터 전송 속도

통신 모드 전이중/반이중 반이중

전송 방법 베이스밴드

노드 간 최장 거리

최대 세그먼트 길이

최대 노드수/접속
캐스케이드 접속

최대 2단

캐스케이드 접속

최대 4단

100대/

세그먼트

30대/

세그먼트

최소 노드 간격

송수신 데이터

저장용 메모리

동시 오픈 가능 개수 16커넥션(시퀀스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넥션)

고정 버퍼 1k워드×16

랜덤 액세스용 버퍼
6k워드×1

전자

메일

첨부 파일 6k워드×1*2

메시지 960k워드×1 *2

통신 1회당

최대 데이터수

MC 프로토콜 통신 960워드

고정 버퍼 통신 1k워드

랜덤 버퍼 통신 6k워드

데이터 송수신 명령 960워드 (RECVS, RECV, READ, SREAD, SEND, WRITE, SWRITE 명령)*3

데이터 송수신 명령 230워드
Q/QnACPU에서 읽는 경우 ：230워드(ZNRD, ZNWR 명령)

Q/QnACPU 이외에서 읽는 경우： 32워드(ZNRD, ZNWR 명령)

보호 등급 IP2X

온라인 모듈 교환 불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4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DC5V 내부 소비 전류

DC12V 외부 공급 전원 용량(트랜시버)

외형 치수

중량

세그먼트 길이

노드 트랜시버

리피터

노드 간
최장 거리

리피터

노드

노드 노드

노드

세그먼트 길이

허브

허브

*1：허브와 노드 간의 길이입니다.
*2：전자 메일의 송수신 기능 사양에 대해 설명합니다.

PLC CPU에 의한 전자 메일의 송수신 기능과 랜덤 액세스용 버퍼에 의한 교신 기능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기능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Ethernet 모듈의 PLC CPU 감시 기능에 의한 전자 메일의 송신 기능과 랜덤 액세스용 버퍼에 의한 교신 기능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7082” 이후인 제품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07082” 이전 제품에서는 480워드가 됩니다.
*4：기능 버전 B 이후의 제품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5：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5049” 이전인 제품의 DC5V 내부 소비 전류, 중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DC5V 내부 소비 전류：0.70A
ㆍ중량：0.14kg

*6：모듈 내의 전압강하(최대 0.80V)를 고려하여, 트랜시버 및 AUI 케이블의 사양을 만족하는 것을 사용하십시오.
*7：허브의 캐스케이드 접속은 10BASE-T일 때는 최대 4단, 100BASE-TX일 때는 최대 2단입니다.

10BASE-T와 100BASE-TX 및 전이중/반이중 통신 모드는 허브에 따라 Ethernet 모듈이 판정합니다.
오토 니고시에이션(자동 교섭) 기능을 가지지 않는 허브와의 접속에서는 허브측을 반이중 통신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전자 메일의 사양

시스템 구성

2.4 Ethernet 인터페이스 모듈

QJ71E71-100, QJ71E71-B5, QJ71E71-B2

항목 사양

전송 사양

송수신 데이터

데이터

크기

첨부 파일 6k워드×1

메시지 960워드×1

데이터 전송 방법
송신 시：첨부 파일, 메시지 중에 송신(선택)

수신 시： 첨부 파일 수신

Subject(건명) Us-ASCII 형식 또는 ISO-2022-JP(Base64)

첨부 파일 형식 MIME 형식

MIME 버전 1.0

첨부 파일의 데이터 형식

바이너리/ASCII/CSV 중에 선택 가능

파일명：XXXX.bin(바이너리), XXXX.asc(ASCII), XXXX.csv(CSV)

(CSV：Comma Separated Value)

첨부 파일의 분할
불가능(1 파일만 송신/수신 가능)

ㆍ분할 파일을 수신한 경우, 최초의 파일만을 수신하고 나머지 파일은 파기한다.

송신 시(인코드)

Subject ：Base64/7bit

메시지 ：7bit

첨부 파일 ：Base64

수신 시(디코드)

Subject ：(디코드하지 않는다)

메시지：(수신 불가능)

첨부 파일：Base64/7bit/8bit/Quoted Printable

ㆍ상대 기기에서 PLC에 전자 메일을 송신할 때 첨부 파일 부호화 방식(Base64/7bit/8bit/Quoted

Printable)을 지정하는 것.

암호화 없음

압축 없음

메일 서버와의 교신
SMTP(송신 서버) 포트 번호=25

POP3(수신 서버) 포트 번호=110

동작 확인 이메일 프로그램

Microsoft Corporation Internet Explorer5. 0®

(Outlook Express 5.5/Outlook Express 5)

Netscape Communications Corporation Netscape 4.05® ®

Ethernet 시스템 구성 시에 필요한 기기를 나타냅니다.

■10BASE5:QJ71E71-B5 ■10BASE2:QJ71E71-B2

■10BASE-T:QJ71E71-100 ■100BASE-TX:QJ71E71-100

N형 터미네이터 10BASE5용 동축 케이블 트랜시버

AUI 케이블

DC
전원

터미네이터 RG58A/U 또는 RG58C
/U 동축케이블

T 타입 커넥터

상대 기기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캐스케이드 접속은
최대 4단까지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캐스케이드 접속은
최대 2단까지

상대 기기

상대 기기 상대 기기

허브 허브



■적용 시스템

＜적용 모듈과 장착 가능 장수＞

Ethernet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CPU 모듈, 네트워크 모듈

(리모트 I/O국용) 및 장착 가능 장수를 나타냅니다.

2.4 Ethernet 인터페이스 모듈

QJ71E71-100, QJ71E71-B5, QJ71E71-B2

＜QJ71E71-100, QJ71E71-B5, QJ71E71-B2 동봉품＞

＜별도 준비품＞

다음의 기기는 별도로 준비하십시오.

(10BASE5 접속 시)

(10BASE2 접속 시)

(10BASE-T 접속 시)

(100BASE-TX 접속 시)

다음의 매뉴얼은 별도로 준비하십시오.

품명 내용

매뉴얼
Ethernet 인터페이스 모듈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트랜시버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SQETEST(Signal Quality

Error TEST) 또는 Heartbeat가 동작하는 제품

동축 케이블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AUI 케이블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N형 터미네이터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DC12V 전원 트랜시버용 전원

동축 케이블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RG-58 A/U 또는 RG58C/U(50Ω)

BNC 타입

터미네이터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Tyco Electronics AMP K. K.의 221629-4 대응

제품)

T 타입 커넥터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Hirose Electric Co., Ltd.의 UG-274/U(1S) 대응

제품)

실드/비실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STP/UTP

케이블)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스트레이트 케이블)

카테고리 3, 4, 5

잭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RJ45

허브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10BASE-T용

(10Mbps용)

실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STP 케이블)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스트레이트 케이블)

카테고리 5

잭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RJ45

허브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100BASE-TX용

(100Mbps용)

매뉴얼

Ethernet 인터페이스 모듈 사용자 매뉴얼(기본편)

Ethernet 인터페이스 사용자 매뉴얼(응용편)

Ethernet 인터페이스 사용자 매뉴얼(Web 기능편)

MELSEC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레퍼런스 매뉴얼

품명 내용

품명 내용

품명 내용

품명 내용

품명 내용

*1：본 매뉴얼 1장의 각 CPU 시스템에서 시스템 구성에 관한 내용
을 참조하십시오.

*2：2.5.2항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의 시스템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3：기능 버전 B 이후의 Ethernet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4：기능 버전 D 이후의 Ethernet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1) PLC용 소프트웨어
Ethernet 모듈을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

는 다음과 같이 대응됩니다.

Ethernet 모듈을 사용할 때는 GX Developer가 필요합니

다.

*1： Ethernet 모듈의 개선으로 추가된 기능에 대응하는 GX
Developer의 버전에 대해서는 Ethernet 모듈 사용자 매뉴얼
(기본편)을 참조하십시오.

(2) 상대 기기용 통신 지원 툴

*2：대응하는 Ethernet 모듈은 사용하는 MX Component의 버전
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MX Component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 고

CPU 모듈

최대 1장

최대 4장
Q 모드에서만

장착 가능*1

최대 4장

최대 4장

네트워크

모듈
최대 4장

MELSECNET/H

리모트 I/O국
* *2, 3

소프트웨어 버전*1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8 이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4 이후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6 이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7.10L 이후

멀티 CPU 시스템

이중화 시스템 Version 8.17T 이후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

하는 경우
Version 6 이후

형 명 비 고품 명

Component

SWnD5C-ACT

(-J)

ActiveX 컨트롤 라이브러리.

형명상의 n은 0 이상. *2

MX



＜Web 기능에 의한 교신＞

다음과 같이 무상 제공되는 통신 라이브러리를 Web 서버에

셋업하면 PLC와 데이터를 교신할 수 있습니다.

Web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샘플 화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ㆍ미쓰비시전기 FA 기기 기술 정보 서비스 MELFANSweb

(http://www.MitsubishiElectric.co.jp/melfansweb)

Web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Web 서버와 Web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2.4 Ethernet 인터페이스 모듈

QJ71E71-100, QJ71E71-B5, QJ71E71-B2

기본 OS

Web 서버

Web 브라우저

모듈

HTTP(MC 프로토콜)

PLC에 대한 액세스

자국

Web 서버 상대 기기

Web 브라우저

ASP 파일 실행

요구/결과 표시

통신 라이브러리

이후

이후

http://www.MitsubishiElectric.co.jp/melfansweb)


개요

MELSECNET/H 네트워크 시스템에는 관리국-일반국 간을

교신하는 PLC 간 네트워크와 리모트 마스터국-리모트 I/O

국 간을 교신하는 리모트 I/O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MELSECNET/H 네트워크 시스템(이하, MELSECNET/H로

줄여서 표현)의 PLC 간 네트워크는 기존의 MELSECNET/10

네트워크 시스템(이하, MELSECNET/10로 줄여서 표현)의

PLC 간 네트워크를 고기능화ㆍ대용량화한 시스템입니다.

또한, MELSECNET/10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

였으므로, GX FA 시스템을 간단하게

네트워크화할 수 있습니다.

MELSECNET/H는 MELSECNET/10 네트워크 성능 및 상위

호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MELSECNET/H 모드(고기능

ㆍ고속 모드)와 MELSECNET/10 모드(기능 호환ㆍ성능 호

환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Developer와 조합하여

특징

MELSECNET/H는 MELSECNET/10과의 접속성을

고속화, 대용량화, 고기능화 하여, Q 대응 GX

Developer에서

MELSECNET/H는 기존의 MELSECNET(Ⅱ)나 MELSECNET

/B의 데이터 링크 시스템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지하면

서도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속 통신 시스템의 실현

(1) MELSECNET/H는 25Mbps/10Mbps의 고속 데이터 통신

이 가능합니다.(25Mbps는 QJ71LP21-25, QJ71LP21S

-25의 광 루프 시스템만)

(2) 링크 전용 프로세서에 의해 링크 스캔 타임이 빨라졌습

니다.

(3) 리프레시 파라미터의 세분화가 가능합니다.

리프레시 파라미터를 세분화함으로써, 시퀀스 프로그램

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의 리프레시를 처리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리프레시하여 리프레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광 루프 시스템은 다중 전송에 의해

.

더욱 고속으로 데이

터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이면서도 유연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

(1) 링크 디바이스는 링크 릴레이(LB) 16384점, 링크 레지

스터(LW) 16384점으로 대용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1국당 최대 링크 점수가 확장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종류를 선택하여, 1국당 최대 링크 점수를 확

장할 수 있습니다.

(a) MELSECNET/H 확장 모드 * *1, 2

네트워크 종류에서 MELSECNET/H 확장 모드를 선

택하면, 1국당 최대 링크 점수인 2000바이트를 초

과하여, 최대 35840바이트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

다.

1대의 CPU 모듈에 여러 장의 네트워크 모듈을 장

착하여 송신 점수를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b) MELSECNET/H 모드 * 2

네트워크 종류에서 MELSECNET/H 모드를 선택하

면, 1국당 최대 링크 점수를 2000바이트까지 설정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네트워크 No.의 네트워크 모듈을 동일한 CPU

모듈에 여러 장 장착하면, "장수×1국당 최대 링크

점수" 만큼의 링크 점수를 송신할 수 있습니다.

(Q02/Q02H/Q06H/Q12H/Q25H/Q12PH/Q25PH/

Q12PRH/Q25PRHCPU만)
*1：MELSECNET/H 확장 모드는 이중화 CPU에서는 사용할 수 없

습니다.

*2：네트워크 종류에 따라 링크 스캔 타임이 다릅니다.

(3) MELSECNET/H 네트워크 시스템상의 다른 국과 데이터

를 송수신하는 명령(SEND, RECV, RECVS, READ,

SREAD, WRITE, SWRITE)은 최대 960워드의 데이터까

지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4) 시스템에서 최대 239네트워크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5) 데이터 링크 간 전송 기능에 의해, 시퀀스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아도 다른 네트워크에 데이터(LB/LW)를 전

송할 수 있습니다.

(Q02/Q02H/Q06H/Q12H/Q25H/Q12PH/Q25PH/

Q12PRH/Q25PRHCPU만)

(6) 네트워크 모듈을 여러 장 장착하여, 루틴 기능에 의해

PLC를 중계국으로 한 8개의 네트워크 시스템의 상대국

과 N：N 교신(트랜전트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루틴 기능에 의한 트랜전트 전송은 MELSECNET/H 고

유의 네트워크 , MELSECNET/10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뿐만 아니라

시스템에서도

Q02/Q02H/Q06H/Q12H/Q25H/Q12PH/Q25PH/Q12PRH/
Q25PRHCPU만 네트워크 모듈을 여러 장 장착할 수 있습니다.

(7) 노이즈에 강하여 국간ㆍ총연장 거리가 긴 네트워크에

사용할 수 있는 광 루프 시스템(총연장 최대 30km) 또

는 배선이 용이한 동축 버스 시스템(총연장 최대 500m)

중에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아래의 기능은 네트워크에 쉽게 접속할 수 있게 해 줍니

다.
(a) 장래에 접속할 국을 예약국으로 취급하는 예약국

지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접속되어 있지 않은 국을 예약국으로 지정

하여도 교신 이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b) 네트워크 내에서 국번 순으로 접속할 필요가 없습

니다.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1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관리국(MELSECNET/10 모드)

관리국(MELSECNET/H 모드)

리모트 마스터국

MELSECNET/10
PLC 간 네트워크

MELSECNET/H(25Mbps)
리모트 I/O 네트워크

일반국

MELSECNET/H(10Mbps)
PLC 간 네트워크

리모트 I/O국

MELSECNET/H(25Mbps) PLC 간 네트워크

일반국 일반국

일반국

일반국
일반국

트랜전트 전송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요구 상대

요구 소스



■다양한 통신 서비스 제공

(1) 수신국의 채널 No.(1 ~ 64)를 지정하여 트랜전트 전송

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채널 No.를 시

퀀스 프로그램에서 자유롭게 설정(변경)하여 같은 채널

No.를 가지는 여러 국에 한꺼번에 송신할 수 있습니다.

(2) 저속 사이클릭 전송 기능에 의해 일반 사이클릭 전송(LB

/LW)과는 별도로 고속 통신이 필요가 없는 데이터를 정

리하여 사이클릭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송하는 데

이터 중에 고속 통신이 필요한 데이터는 일반 사이클릭

전송으로 전송하고, 이외의 데이터는 저속 사이클릭 전

송으로 나누어 전송함으로써,

.

데이터를 고속으로 통신

할 수 있습니다

전송 방법은 기동 방법에 따라 3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a) "1링크 스캔에 1국의 데이터를 전송"(디폴트)

(b) 설정 시간(시/분/초) 주기로 전송하는 "정기 사이클

간격"
(c) 지정 시간(년/월/일/시/분/초)에 전송하는 "시스템

타이머 설정"

(Q02/Q02H/Q06H/Q12H/Q25H/Q12PH/Q25PH/

Q12PRH/Q25PRHCPU만)

(3) 이벤트 발행 기능에 의해 자국 CPU 모듈의 인터럽트 시

퀀스 프로그램을 기동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의 응

답 시간을 단축하거나 실시간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습

니다.

■충실한 RAS 기능

RAS 기능이란, Reliability(신뢰성), Availability(동작성),

Serviceability(보전성)의 약어로, 자동화 설비의 종합적인

편리한 사용 성능을 말합니다.

(1) 관리국 이행 기능에 의해 네트워크의 관리국이 다운되어

도, 일반국이 관리국의 역할을 대신하므로 네트워크 통

신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2) 자동 복렬 기능에 의해 이상국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자

동적으로 네트워크에 복귀하여 데이터 통신을 재개합니

다.

(3) 관리국 복귀 제어에 의해 다운된 관리국을 일반국으로

복귀시킴으로써 네트워크 정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

다.

(4) 루프백 기능(광 루프 시스템)에 의해, 케이블 단선, 국

이상 등으로 이상이 발생된 국을 분리해, 동작 가능한

국 간에만 데이터 전송을 계속합니다.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1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관리국이 다운되면, 국번2가 서브
관리국이 됩니다.

국번2의 서브 관리국이 다운되면,
국번3이 서브 관리국이 됩니다.

다운이행

관리국

(국번1)

일반국

네트워크 No.1

이행

관리국 서브 관리국

일반국 일반국 일반국 일반국 일반국

네트워크 No.1

(국번2) (국번3) (국번1) (국번2) (국번3)

(국번6) (국번5) (국번4)(국번6) (국번5) (국번4)

다운

서브 관리국서브 관리국

정루프

부루프

데이터의 흐름

단선

루프백 교신 불가능

루프백

일반국
(국번2)

일반국
(국번2)

일반국
(국번2)

일반국
(국번2)

일반국
(국번2)

일반국
(국번2)

일반국
(국번2)

일반국
(국번2)

일반국
(국번2)

일반국
(국번2)

일반국
(국번2)

일반국
(국번2)

일반국
(국번2)

일반국
(국번2)

일반국
(국번2)

일반국
(국번2)

일반국
(국번2)

일반국
(국번2)

다운

다운

복귀

데이터 링크 이상에 의해 국번3의
일반국을 해열.

국번3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복렬.

복귀

관리국

(국번1)

일반국

네트워크 No.1

관리국

일반국 일반국 일반국 일반국 일반국

네트워크 No.1

(국번2) (국번3) (국번1) (국번2) (국번3)

(국번6) (국번5) (국번4)(국번6) (국번5) (국번4)

다운

일반국 일반국 일반국 일반국

일반국

네트워크
모듈

송신

수신측
채널
불일치

수신측
채널
No.9

파기 수신
송신측

네트워크
모듈

수신

채널1

파기 수신

수신

수신측
채널
불일치

수신측
채널
No.9

수신측
채널
No.9

채널

채널

저속 사이클릭

전송 데이터



(5) 외부 전원 공급에 의한 다운 국 발생 방지

루프 시스템에서 복수국이 다운된 경우, 다운 국 사이의

국도 데이터 링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방지할 수 있으므로 링크 스캔 타임이 안정

됩니다.

루프백 역시

(QJ71LP21S-25가 외부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네트워

크 모듈입니다.)

(6) 국 분리 기능(동축 버스 시스템)에 의해 접속국이 전원

OFF 등으로 다운되어도 다른 동작 가능 국 사이에서 정

상적으로 교신을 계속합니다.

(7) 각 PLC에 네트워크 모듈을 정규용과 대기용으로 2장 장

착(네트워크의 간이 이중화)하면, 단선 등에 의해 정규

네트워크에 이상이 발생된 경우, 대기 네트워크와의 링

크 데이터 리프레시로 전환하여 데이터 링크를 계속합니

다.

(Q02/Q02H/Q06H/Q12H/Q25H/Q12PH/Q25PHCPU

만)

(8) 시스템 동작 중에 CPU 모듈이 정지되는 에러가 발생해

도, 네트워크 모듈은 트랜전트 전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

다.

(9) 트랜전트 에러 발생 시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RAS 기능이 사용되는 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케이블의 단선
ㆍ자국의 전원 차단

ㆍ네트워크의 설정 이상
ㆍCPU 모듈의 자기 진단으로 검출 가능한 이상
네트워크 모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이상이 발생한 내용에
따라서는 RAS 기능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능의 강화와 호환성

(1) 32비트 데이터 보증에 의해 2워드(32비트)로 의미를 가

지는 데이터의 보증을 인터록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습

니다.

(2) 사이클릭 데이터의 국 단위 블록 보증에 의해, 인터록하

지 않고 복수 워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3) 네트워크 디버그 모드에 의해 동작 중인 시스템에 영향

을 주지 않고,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자 프로그램의 네트

워크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4) MELSECNET/H는 MELSECNET/10 모드(기능 호환ㆍ성

능 호환 모드)를 사용하면, 기존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용이한 PLC 네트워크의 도입이 가능합니다.

MELSECNET/10 모드(기능 호환ㆍ성능 호환 모드)의

사용에 대해서는 "QnA/Q4AR 대응 MELSECNET/10 네

트워크 시스템 레퍼런스 매뉴얼" .을 참조하십시오

■Q 대응 GX Developer와의 조합으로 네트워크 구축

편리성 향상

(1) 풀다운 메뉴나 대화상자 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파라

미터를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네트워크 No., 그룹 No., 동작 모드를 소프트웨어에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시스템 모니터에 의해 쉽게 트러블슈팅할 수 있습니다.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1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외부 전원

국번3, 국번5가 외부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네

트워크 모듈(QJ71LP21-25)이라면, 다운 국에

포함되므로 다운되어 버립니다.

관리국(국번1) 일반국(국번2) 일반국(국번3)

일반국(국번5) 일반국(국번4)관리국(국번6) 외부 전원

종단 저항

다운

일반국
(국번2)

관리국
(국번1)

일반국 일반국
(국번3) (국번4)

종단 저항

일반국
(국번2)

관리국
(국번1)

일반국 일반국
(국번3) (국번4)

디버그 중

동작 중인 시스템

데이터
수신 가능

(네트워크 파라미터)

풀다운 메뉴

간략화

최신의 에러 코드가 표시됩니다.

에러 이력이 표시됩니다.

에러 이력에서 선택한 에러 코드의
내용, 처리 내용이 표시됩니다.



(4) 네트워크 모듈을 여러 장 장착한 네트워크 시스템에 리

프레시 파라미터, 링크 간 전송 디바이스 등을 할당한

다음, 디바이스가 중복해서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를 [할

당 이미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화 시스템 구축 가능

●네트워크 모듈의 이중화가 가능

이중화 CPU에 네트워크 모듈을 장착함으로써, 네트워크 모

듈의 이중화(이중화 시스템)가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모듈의 이중화에 의해 제어계 CPU 또는 네트워크

모듈에 이상이 발생된 경우, 제어계와 대기계를 전환하여 대

기계측에서 시스템을 제어하고 데이터 링크를 할 수 있

습니다.

계속

●제어계 CPU에 대한 계 전환 요구를 자동 발행

이중화 시스템의 제어계 CPU에 장착된 네트워크 모듈에 이

상이 있거나 데이터 링크 이상이 검출되면, 제어계 CPU에

대해서 계 전환 요구를 자동으로 발행합니다.

●이중화 시스템에 대한 트랜전트 전송이 가능

링크 전용 명령 및 GX Developer를 사용하여, 이중화 시스

템의 자계, 제어계/대기계, A계/ B계에 대해서 디바이스 데

이터의 읽기/쓰기, 리모트 RUN/STOP 등 트랜전트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중화 시스템을 대상국으로 하는 경우, 대상국 CPU 종류

를 제어계 또는 대기계로 지정함으로써 계 전환이 발생되어

도 추종할 수 있게 됩니다.

MELSECNET/H용 전용 명령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에 대해서는 아래 표의 MELSECNET/H용 전용 명령을 이용

하여 사이클릭 통신 이외의 데이터 송수신 프로그램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외관

(1) QJ71LP21-25, QJ71LP21G

단위：mm

*1：자세한 사항은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2) QJ71LP21S-25

단위：mm

(3) QJ71BR11

단위：mm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1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명령 내용 대상국

SEND 대상국 네트워크 모듈에 대한 데이터 쓰기

Q 모드

QnA

Q2AS

RECV

RECVS

SEND 명령으로 쓰여진 데이터를 네트워크 모

듈에서 읽는다

(RECVS는 인터럽트 프로그램에서 실행)

READ

SREAD
대상국 CPU 모듈로부터의 데이터 읽기

WRITE

SWRITE
대상국 CPU 모듈에 대한 데이터 쓰기

REQ 대상국 CPU 모듈에 대한 리모트 조작

ZNRD 대상국 CPU 모듈로부터의 데이터 읽기 Q 모드

QnA

Q2AS

A 모드

AnU

A2US

ZNWR 대상국 CPU 모듈에 대한 데이터 쓰기

RRUN 대상국 CPU 모듈의 리모트 RUN

Q 모드
RSTOP 대상국 CPU 모듈의 리모트 STOP

RTMRD 대상국 CPU 모듈로부터의 시계 정보 읽기

RTMWR 대상국 CPU 모듈에 대한 시계 정보 쓰기



MELSECNET/H로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

■단일 네트워크 시스템

단일 네트워크 시스템이란, 관리국과 일반국을 광 케이블/

동축 케이블로 접속한 1개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광 루프 시스템

관리국 1대와 일반국 63대로 모두 64대를 접속할 수 있습니

다. 어느 국번도 관리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

국은 1개의 시스템에 1국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시스템에서는 국번1을 관리국으로 설정한 예입니다.

●동축 버스 시스템

관리국 1대와 일반국 31대로 모두 32대를 접속할 수 있습니

다. 광 루프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어느 국번도 관리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국은 1개의 시스템에 1국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중화 시스템(Q12PRH/Q25PRHCPU

)

만 사용 가

능

이중화 시스템은 이중화 CPU에 네트워크 모듈을 장착하여

네트워크 모듈을 이중화(이중화 시스템)하는 시스템입니다.

네트워크 모듈을 이중화한 경우 제어계 CPU 또는 네트워크

모듈에 이상이 발생하면, 제어계와 대기계를 전환하여 대기

계에서 계속해서 시스템을 제어하고 데이터 링크할 수 있습

니다.

■간이 이중화 시스템(Q02/Q02H/Q06H/Q12H/

Q25H/Q12PH/Q25PHCPU )만 사용 가능

간이 이중화 시스템은 각 CPU 모듈에 “정규용"과 "대기용"

의 네트워크 모듈을 장착하여, 정규 네트워크가 다운되어도

대기 네트워크가 링크 데이터의 리프레시로 전환하여 데이

터 링크를 계속하는 시스템입니다.

■복수의 네트워크 시스템(Q02/Q02H/Q06H/Q12H

/Q25H/Q12PH/Q25PH/Q12PRH/Q25PRHCPU

)만 사용 가능

복수의 네트워크 시스템은 중계국에 의해 복수의 네트워크

가 접속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1) 네트워크No.는 중복하지 않게 설정하십시오.
중복하지 않으면 1~239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PLC 1대에 최대 4장의 네트워크 모듈을 장착할 수 있습

니다.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1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국번1 (관리국)

광 케이블

종단 저항

동축 케이블

국번2 (일반국) 국번64 (일반국)

국번1 (관리국) 국번2 (일반국) 국번64 (일반국)

종단 저항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제어계 대기계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정규용

대기용

관리국 일반국 일반국

네트워크 No.2

네트워크 No.1

3개의 네트워크를 접속한 예를 나타냅니다.

1장 2장 3장 4장

네트워크 No.1

네트워크 No.2

네트워크 No.4

네트워크 No.3

관리국 일반국

네트워크 No.1 네트워크 No.2

네트워크 No.3

관리국 일반국

관리국

일반국

일반국 일반국 일반국

일반국



MELSECNET/H와 MELSECNET/10의 PLC 간 네트워크 비교

*2：CPU 종류에 따라서는 대응하지 않는 케이블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되는 카탈로그에서 확인하십시오.
*3：MELSECNET/H 보드 및 MELSECNET/10 보드에서 md 함수를 사용하여 다른 국에 액세스하는 경우, Ethernet을 경유하여서는 액세스

할 수 없습니다.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1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1：2개의 MELSECNET/H, MELSECNET/10 또는 Ethernet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7대의 중계(게이트웨이) PLC 이후에 위치한 네트워

크상의 PLC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만 A 모드는 Ethernet에 의한 중계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국 PLC 종류 Q 모드 Q 모드 QnA/Q2AS A 모드, AnU/A2US

구성 가능 다른 국 PLC 종류
Q 모드

MELSECNET/H 보드

Q 모드, A 모드, QnA/Q2AS, A/AnS,

MELSECNET/10 보드

1 네트워크당

사이클릭 점수

LX/LY(1비트)

LB(1비트)

LW(1워드)

1국당 사이

클릭 송신 점수

사이클릭 교신

[MELSECNET/H 모드]

2000바이트

[MELSECNET/H 확장 모드]

35840바이트

최대 2000바이트
LY/LB/LW의 총수

저속 사이클릭 최대 2000바이트 없음

통신 속도

링크 스캔 타임 짧음 보통 보통 보통

케이블

광 SI/H-PCF/대응

대역 H-PCF/QSI

광 GI

동축(3C/5C-2V) (일중 버스) (일중 버스) (일중 버스, 이중 루프)

최대 네트워크수

최대 그룹수

전용 명령의 자세한

사항은 관계되는 프

로그래밍 매뉴얼에

서 확인하십시오.

라우팅 기능

32비트 데이터 보증 있음 있음 없음 없음

MELSECNET/H MELSECNET/10 비고

(8192점)

(16384점)

(16384점)

0~1FFF(8192점)

0~3FFF

0~3FFF

0~1FFF(8192점)

0~1FFF(8192점)

0~1FFF



기존 네트워크 시스템과의 접속

Q 시리즈 PLC(Q 모드)를 기존의 MELSECNET/10 네트워크

에 추가로 접속하는 경우의 호환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 Q 시리즈 PLC(A 모드)의 기존 네트워크와의 호환성에 관한
사양은 Q 시리즈 PLC(Q 모드)와는 다릅니다. Q 시리즈 PLC
(A 모드)는 AnS를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는 모두 접속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MELSECNET/10(PLC 간 네트워크)에 Q

시리즈 PLC(Q 모드) PLC를 접속

[Q 시리즈 PLC(Q 모드)에 필요한 모듈]

QJ71LP21(S)-25 ：광 SI/QSI/H-PCF 케이블용
QJ71LP21G ：광 GI 케이블용
QJ71BR11 ：동축 75Ω 케이블용

[주의 사항]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은 MELSECNET
/10 모드로 사용하십시오.

■기존의 MELSECNET/10(PLC 간 네트워크)과 새로

MELSECNET/H 네트워크를 접속

(방법 1)

(방법 2)

■기존의 MELSECNET(Ⅱ), MELSECNET/B 네트워

크에 Q 시리즈 PLC(Q 모드)를 접속

기존의 MELSECNET(Ⅱ), MELSECNET/B Q

시리즈 PLC(Q 모드)를 접속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에는

■기존의 MELSECNET(Ⅱ), MELSECNET/B 네트워

크와 신규 MELSECNET/10 네트워크를 접속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1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모듈 1
QJ71LP21(S)-25 ：광 SI/QSI/H-PCF 케이블용
QJ71LP21G ：광 GI 케이블용
QJ71BR11 ：동축 75Ω 케이블용

모듈 2
QJ71LP21(S)-25 ：광 SI/QSI/H-PCF 케이블용
QJ71LP21G ：광 GI 케이블용
QJ71BR11 ：동축 75Ω 케이블용

[주의 사항]

모듈 1은 MELSECNET/10 모드로 사용하십시오.
모듈 2는 MELSECNET/H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계 PLC에 필요한 모듈]

[중계 PLC에 필요한 모듈]

모듈 1(기존 모듈)
A/AnS/QnA/Q2AS에 대응하는 MELSECNET(Ⅱ),
MELSECNET/B 모듈

모듈 2(새로 추가된 모듈)
AJ71LP21, A1SJ71LP21, AJ71QLP21(S),
A1SJ71QLP21(S)：광 SI/QSI/H-PCF 케이블용
AJ71LP21G, AJ71QLP21G：광 GI 케이블용
AJ71BR11, A1SJ71BR11, AJ71QBR11,
A1SJ71QBR11：동축 75Ω 케이블용

[주의 사항]

모듈 1은 기존의 MELSECNET(Ⅱ), MELSECNET/B 모듈입
니다.
모듈 2는 A/AnS/QnA/Q2AS용 MELSECNET/10 모듈입니다.

[중계 PLC에 필요한 모듈]

모듈 1(기존 모듈)
A/AnS/QnA/Q2AS에 대응하는 MELSECNET/10 모듈

모듈 2(새로 추가된 모듈)
AJ71LP21, A1SJ71LP21, AJ71QLP21(S),
A1SJ71QLP21(S)：광 SI/QSI/H-PCF 케이블용
AJ71LP21G, AJ71QLP21G：광 GI 케이블용
AJ71BR11, A1SJ71BR11, AJ71QBR11,
A1SJ71QBR11：동축 75Ω 케이블용

[주의 사항]

모듈 1은 기존의 MELSECNET/10 모듈입니다.
모듈 2는 A/AnS/QnA/Q2AS용 MELSECNET/10 모듈입니다.

신규

기존의 MELSECNET/10

Q 시리즈
PLC(Q 모드)

신규
Q 시리즈
PLC
(Q 모드)

기존의 MELSECNET/10 1 2 MELSECNET/H

Q 시리즈
PLC
(Q 모드)

Q 시리즈
PLC(Q 모드)

신규
Q 시리즈
PLC
(Q 모드)

Q 시리즈
PLC
(Q 모드)

AnU/AnUS/QnA/Q2AS

기존의 MELSECNET/10
신규
MELSECNET/10

PLC

신규

1 2

기존의 MELSECNET(Ⅱ),
MELSECNET/B

Q 시리즈
PLC
(Q 모드)

신규

기존의 MELSECNET(Ⅱ),
MELSECNET/B

신규
MELSECNET/10

A/AnUS/QnA/Q2AS
PLC

Q 시리즈
PLC
(Q 모드)

Q 시리즈
PLC
(Q 모드)

1 2



기능 일람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1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기 능 개요

사이클릭 전송 기능(정기 교신)
같은 네트워크의 국간에 링크 디바이스(LB/LW/LX/LY)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데이터 교신하는 기능

입니다.

RAS 기능

자동 복렬 기능
데이터 링크 이상이 발생되어 데이터 링크에서 해열 된 국이 정상 상태로 돌아오면 자동적으로 복렬되

어 데이터 링크가 재개되는 기능입니다.

관리국 이행 기능
관리국(공통 파라미터가 설정되어 있는 국)이 다운되어도, 다른 일반국이 서브 관리국이 되어 데이터

링크를 하는 기능입니다.계속

관리국 복귀 제어 기능
이상이 발생하여 일반국으로 편입된 관리국을 네트워크 설정에서 관리국 복귀 여부를 선택하여 관리국

으로 복귀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루프백 기능

(광 루프 시스템)

광 루프 시스템에서는 전송로를 이중화하고 있습니다. 전송로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전송로를 정루프→

부루프/부루프→정루프로 전환하거나 루프백을 실행하여, 이상이 발생한 위치의 국을 분리하고 데이터

교신이 가능한 국 간에는 정상적으로 전송을 계속합니다.

외부 공급 전원에 의한

다운국 발생 방지

(광 루프 시스템)

외부에서 직접 네트워크 모듈에 전원(DC24V)을 공급하여 루프백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복수국이 다

운된 경우에 다운된 국 사이에 있는 국도 다운되지 않습니다.

(QJ71LP21S-25는 외부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네트워크 모듈입니다.)

국 분리 기능

(동축 버스 시스템)

동축 버스 시스템에서는 접속국의 전원이 OFF되어도 다른 데이터 교신 가능 국 간에는 데이터 링크를

계속합니다.

CPU 이상이 발생된 경우

에도 트랜전트 전송 가능

시스템 동작 중에 CPU 모듈이 정지하는 에러가 발생되어도, 네트워크 모듈은 트랜전트 전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GX Developer에서 다른 국에서 해당국의 에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랜전트 전송의 이상

검출 시간 확인

트랜전트 전송이 이상 종료된 “시간”, “ 이상 검출 네트워크 No.”, “이상 검출 국번”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진단 기능 네트워크의 회선 상태나 모듈 설정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디바이스의 다이렉트 액세스
CPU 모듈의 링크 리프레시에 관계없이 시퀀스 프로그램에 의해 네트워크 모듈의 링크 디바이스(LB,

LW, LX, LY, SB, SW)를 직접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사이클릭

전송 기능

(정기 교신)

데이터 링크 간 전송 기능
1대의 PLC에 복수의 네트워크가 접속되어 있는 경우,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다른 네트워크에 일괄로 링

크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저속 사이클릭 전송

* *1, 2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를 모아서 사이클릭 디바이스(LB/LW)로 다른 국에 송신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회의 링크 스캔 중에 1국당 송신 가능 횟수는 1회입니다. 복수의 국에서 동시에 송신하는 경우, 송신

국수 이상의 링크 스캔 타임이 필요합니다.

32비트 데이터 보증

32비트(2워드) 이상의 데이터형을 가지는 링크 데이터의 경우, 링크 리프레시 시의 타이밍에 따라서는

16비트(1워드) 단위로 새로운 데이터와 기존의 데이터가 공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도

록 파라미터를 설정하면, 자동적으로 32비트 데이터 보증이 .구성됩니다

사이클릭 데이터의 국

단위 블록 보증
사이클릭 데이터의 핸드셰이크에 의해 국 단위 블록 보증(국 단위 링크 데이터의 분리 방지)이 됩니다.

트랜전트 전송 기능

각 국간에 교신 요구가 있을 때만 교신하는 기능입니다.

트랜전트 전송 기능을 요구할 때는 링크 전용 명령, GX Developer나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등을 사용

합니다.

동일(자국이 접속되어 있는) 네트워크 No.상의 다른 국은 물론, 다른 네트워크 No.상의 국과도 교신할

수 있습니다.

루틴 기능 복수의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 다른 네트워크 No.상의 국에 트랜전트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그룹 기능

트랜전트 전송의 대상이 되는 국을 그룹으로 모아서, 한 번의 명령으로 그룹 내의 모든 국에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1개의 네트워크를 최대 32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논리 채널 No.를 사용한

메시지 송신 기능
정보의 종류가 많은 수신국측에서 송신 메시지를 선택하여 수신하는 경우에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GX Developer에 의한 네트워크상의

국에 대한 시간 설정

GX Developer에 의해 네트워크상에 접속되어 있는 CPU 모듈에 대해서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행 대상을 모든 국으로 지정하거나 그룹으로 지정하면, 한꺼번에 복수국의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

다.

인터럽트 시퀀스 프로그램의 기동

*3

자국의 인터럽트 설정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다른 국으로부터의 데이터 수신 시에 인터럽트 조건을 체

크합니다.

인터럽트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는 네트워크 모듈에서 CPU 모듈에 인터럽트 요구를 하여, 자국 CPU의

인터럽트 시퀀스 프로그램을 기동하는 기능입니다.

다중 전송 기능(광 루프 시스템) 광 루프 시스템에서 사용하여 고속으로 통신하는 기능입니다.2중 전송 기능(정루프와 부루프)을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2：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기능 버전 A의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1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1：MELSECNET/10 모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의 간이 이중화*2
각 CPU 모듈에 정규용과 대기용 네트워크 모듈 2장을 장착하여 단선 등에 의해 정규 네트워크에 이상

이 발생된 경우, 대기 네트워크와 링크 데이터 리프레시로 전환하여 데이터 링크를 계속합니다.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규용/대기용 모듈이 동시에 데이터 .링크합니다

네트워크 디버그 모드*1

온라인국을 송신 정지 상태로 하는 기능입니다. 다른 국에서는 정상국으로 인식되어 사이클릭 데이터의

송신만을 정지합니다. PLC를 증설하는 경우 등 동작 중인 네트워크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디버그

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릭 전송의 정지/재기동 및 링크

리프레시 정지

(네트워크 테스트)

사이클릭 전송을 GX Developer의 “네트워크 테스트”에 의해 정지/재기동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시

작(디버그) 시 등에 다른 국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싶지 않거나 자국의 데이터를 송신하고 싶지 않은 경

우에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동일 네트워크 No. 모듈의 복수 장착

에 의한 송신 점수 추가

1대의 CPU 모듈에 같은 네트워크 No.의 네트워크 모듈을 여러 장 장착하여 송신 점수(1국 최대 2000

바이트)를 최대 8000바이트(4장 장착 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중화 시

스템 기능

페어링 설정

이중화 시스템은 제어계와 대기계가 1개의 시스템으로 .

페어링 설정은 어느 국이 제어계와 대기계의 페어로 구성되어 있는지(이중화

를 네트워크 모듈에 인식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구성합니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

이중화 설정

이중화 설정에서는 B계에 장착되어 있는 네트워크 모듈의 동작 모드를 설정합니다.

B계에 장착되어 있는 네트워크 모듈의 모드 설정 스위치가 온라인(0 또는 4)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본

파라미터의 모드 선택 내용이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계 전환 요구 기능

데이터 링크 중에 이중화 시스템의 제어계 CPU에 장착된 네트워크 모듈의 데이터 링크 상태가 데이터

링크 이상(D.LINK LED 소등)이 되었을 때, 제어계 CPU에 대해 계 전환 요구를 자동으로 발행하는 기능

입니다.

네트워크 진단(회선 모니터)

GX Developer의 네트워크 진단 기능에 의해 MELSECNET/H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생 시는 네트워크의 자국 정보, 다른 국 정보, 에러 이력 모니터 기능을 이용하여 이상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 능 개요



성능 사양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1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1 네트워크당

최대 링크 점수

LX/LY 8192점(8k비트)

LB MELSECNET/H 모드：16384점(16k비트), MELSECNET/10 모드：8192점(8k비트)

LW MELSECNET/H 모드：16384점(16k워드), MELSECNET/10 모드：8192점(8k워드)

1국당 최대 링크 점수*5

[MELSECNET/H 모드, MELSECNET/10 모드]

{(LY＋LB)÷8＋(2×LW)}≤2000바이트

[MELSECNET/H 확장 모드]

{(LY＋LB)÷8＋(2×LW)}≤35840바이트

트랜전트 전송 용량 최대 1920바이트/프레임

통신 속도 25Mbps/10Mbps (MODE 스위치로 전환)*1 10Mbps 10Mbps

1개의 네트워크에 접속된 국수 64국(관리국：1 일반국：63) 32국(관리국：1 일반국：31)

접속 케이블
광 케이블

(SI/H-PCF/광대역 H-PCF/QSI)

광 케이블

(GI)

동축 케이블

(3C-2V/5C-2V)

총연장 거리

국간 거리

25Mbps 시

SI 케이블 ：200m*2

H-PCF 케이블 ：400m

광대역 H-PCF 케이블 ：1km

QSI 케이블 ：1km

10Mbps 시

SI 케이블 ：500m*2

H-PCF 케이블 ：1km

광대역 H-PCF 케이블 ：1km

QSI 케이블 ：1km

GI 케이블：2km

3C-2V：300m

5C-2V：500m

*3

거리 연장 리피터

리피터 모듈(A6BR10,

A6BR10-DC)을 사용하면

2.5km까지 연장 가능

(최대 4대 접속)

최대 네트워크수 239(리모트 I/O 네트워크도 포함한 합계)

최대 그룹수 32(MELSECNET/10 모드 시 9개)

전송로 형식 이중 루프형 일중 버스형

통신 방식 토큰링 방식 토큰버스 방식

동기 방식 프레임 동기 방식

부호화 방식 NRZI 부호(Non Return to Zero Inverted) 맨체스터 부호

전송 포맷 HDLC 준거(프레임 방식)

오류 제어 방식 CRC(V ＋V ＋V ＋1) 및 타임 오버에 의한 리트라이16 12 5

보호 등급

RAS 등급

ㆍ이상 검출 및 케이블 단선에 의한 루프백 기능(광 루프 )시스템만 사용 가능

ㆍ자국의 링크 회선 체크 진단 기능

ㆍ관리국 이행에 의한 시스템 다운 방지

ㆍ링크 특수 릴레이 링크 특수 레지스터에 의한 이상 검출

트랜전트 전송

ㆍN：N 통신(모니터, 프로그램 업/다운로드 등)

ㆍ시퀀스 프로그램의 각종 송수신 명령

ㆍ채널 번호 1~8을 대상으로 한 송신 기능

특수 사이클릭 전송 기능 저속 사이클릭 전송 기능

온라인 모듈 교환 불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4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

(I/O 할당：인텔리전트)

48점 2슬롯(디폴트 I/O

할당：빈 슬롯 16점＋

인텔리전트 32점)

32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부 공급 전원

전압

전류

적합 전선 크기

적합 압착 단자

외형 치수

중량

항목
광 루프 시스템 동축 버스 시스템

*1：MELSECNET/H 모드만 25Mbps입니다.
*2：광 케이블(A-2P-□)은 L 타입, H 타입이 국간 거리가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레퍼런스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3：접속 국수에 따라 국간 케이블 길이에 제약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레퍼런스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4：기능 버전 B 이후의 제품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5：I/O 마스터국으로 설정된 국의 LY 점수는 블록 내의 모든 국에 출력하는 LY의 합이 됩니다.



사이클릭 교신 시간

MELSECNET/H 모드의 일반적인 사이클릭 교신 시간(전송 지연 시간)을 구하는 계산식을 나타냅니다.(가장 늦은 시간을 나

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시점에 따라서는 이 시간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1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MELSECNET/H 모드 PLC 간 네트워크

전송 지연 시간

TD1

이중화되어 있지 않은 CPU가 수신하는 경우

T =ST+α +(LS×0.5)+(S +α )×1.5[ms]D1 T R R

이중화 CPU가 수신하는 경우

T =S +α +(LS×0.5)+(S +α +Tr)×1.5[ms]D1 T T R R

S ：송신측 스캔 타임 S ：수신측 스캔 타임T R

α ：송신측 링크 리프레시 시간 α ：수신측 링크 리프레시 시간T R

LS ：링크 스캔 타임 Tr ：트래킹 전송 시간

링크

리프레시 시간

α , αT R

α , α =KM1+KM2×{LB+LX+LY+SB+(LW×16)+(SW×16)}÷16+(네트워크 모듈 장수-1)[ms]T R

LB ：대상 국이 리프레시 하는 링크 릴레이 LB의 총점수

LW：대상 국이 리프레시 하는 링크 레지스터 LW의 총점수

LX ：대상 국이 리프레시 하는 링크 입력 LX의 총점수

LY ：대상 국이 리프레시 하는 링크 출력 LY의 총점수

SB ：링크용 특수 릴레이의 점수

SW：링크용 특수 레지스터의 점수

KM1, KM2：상수

기본 베이스에 네트워크 모듈을 장착한 경우 증설 베이스에 모듈을 장착한 경우

데이터를 리프레시할 위치가 메모리 카드상의 파일 데이터 링크 간 전송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시간이
더 걸립니다.

레지스터이거나

링크 스캔 타임

LS

[MELSECNET/H 모드 시]

＜통신 속도：10Mbps 시＞

LS=KB+(0.45×총국수)+(LB+LY+LW×16)÷8×0.001+(T×0.001)+(F×4)[ms]

＜통신 속도：25Mbps 시＞

LS=KB+(0.40×총국수)+(LB+LY+LW×16)÷8×0.0004+(T×0.0004)+(F×4)[ms]

[MELSECNET/H 확장 모드 시]

＜통신 속도：10Mbps 시＞

LS=KB+(0.45×SP)+(LB+LY+LW×16)÷8×0.001+(T×0.001)+(F×4)[ms]

＜통신 속도：25Mbps 시＞

LS=KB+(0.40×SP)+(LB+LY+LW×16)÷8×0.0004+(T×0.0004)+(F×4)[ms]

LB ：네트워크 내의 모든 국의 링크 릴레이 LB의 총점수*2

LW：네트워크 내의 모든 국의 링크 레지스터 LW의 총점수*2

LX ：네트워크 내의 모든 국의 링크 입력 LX의 총점수*2

LY ：네트워크 내의 모든 국의 링크 출력 LY의 총점수*2

T ：1링크 스캔 중에 트랜전트 전송을 하는 총바이트수*3

1링크 스캔 내에 복수국에서 동시에 트랜전트 전송을 할 때는 송수신하는 프레임의 데이터 길이의 합이 됩니다.

F ：복렬 국수(이상국이 존재하는 경우만 유효)

복렬 국수는 이상국이 정상 상태가 되어 데이터 링크에 다시 편입(복렬)될 때의 네트워크상의 국수입니다.

KB ：상수

총국수

국번(i)의 송신 바이트수

n=총국수
송신 바이트수={(LY＋LB)÷8＋(2×LW)}

ⓐ 설정 예에서의 SP의 계산 예를 ⓑ에 나타냅니다.

ⓐ 설정 예 ⓑ SP의 계산 예

0일 때는
1로 한다

소수점 이하 올림

*1：소수점 이하는 올리고, 0일 때는 1로 한다.

*2：공통 파라미터에 할당되어 있는 디바이스의 선두부터 최종까지 입니다.(도중에 비어 있는 영역이 있어도 점수에

포함됩니다)

*3：사용하지 않을 때는 "0"으로 합니다.

국번 각 국의 송신
바이트수

국번1 8000바이트

국번2 7800바이트

국번3 0바이트

국번4 2000바이트



시스템 구성

■광 루프 시스템

＜QJ71LP21-25/QJ71LP21S-25/QJ71LP21G 동봉품＞

＜별도 준비품＞

다음의 기기(매뉴얼)는 별도로 준비하십시오.

■동축 버스 시스템

＜QJ71BR11 부속품＞

＜별도 준비품＞

다음의 기기(매뉴얼)는 별도로 준비하십시오.

■적용 시스템

＜적용 CPU와 장착 가능 장수＞

*1：본 매뉴얼 1장의 각 CPU 시스템 항목에서, 시스템 구성에 관

한 기재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2：기능 버전 D 이후의 네트워크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3：MELSECNET/H 확장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6092” 이후인 네트워크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4：MELSECNET/H 확장 모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을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

웨어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대응됩니다.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을 사용할 때는 GX Developer

가 필요합니다.

(a) MELSECNET/H 모드, MELSECNET/10 모드 사용 시

(b) MELSECNET/H 확장 모드 사용 시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1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전원

광 케이블 네트워크 모듈 QJ71LP21-25

F형 커넥터 네트워크 모듈 QJ71BR11

동축 케이블 종단 저항 A6RCON-R75

* 종단 저항은 양쪽 끝
국에 장착합니다.의

전원

전원 전원 전원

네트워크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CPU 모듈과 장착 가능 장

수를 나타냅니다.

품명 내용

매뉴얼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사용자 매뉴얼

(하드웨어편)

광 케이블 SI/H-PCF/광대역 H-PCF/QSI/GI 케이블

매뉴얼
MELSECNET/H 레퍼런스 매뉴얼

(PLC 간 네트워크편)

매뉴얼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사용자 매뉴얼

(하드웨어편)

커넥터 F형 BNC 커넥터

동축 케이블 3C-2V/5C-2V(JISC3501 준거)

커넥터 플러그 3C-2V/5 C-2V용 커넥터 플러그

종단 저항 A6RCON-R75 (75Ω 종단 저항)

매뉴얼
MELSECNET/H레퍼런스 매뉴얼

(PLC 간 네트워크편)

품명 내용

품명 내용

품명 내용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 고

CPU 모듈

최대 1장

최대 4장
Q 모드에서만

장착 가능* *1, 3

최대 4장

최대 4장

소프트웨어 버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8 이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4 이후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6 이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7.10 L 이후

멀티 CPU 시스템

이중화 시스템 Version 8.17 T 이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8.20 W 이후

멀티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소프트웨어 버전



적용 케이블

■광 케이블 사양

MELSECNET/H의 광 루프 시스템에 사용되는 광 케이블의 사양을 나타냅니다. 광 케이블의 자세한 사양은 사용되는

확인하십시오.

광 케이블은 커넥터와 .

케이블

의 취급설명서에서

케이블 접속 시 전용 커넥터를 사용하며, 특수한 공구 및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광 케이블 사양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1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항 목
SI

(다성분 유리)

H-PCF

(플라스틱 클래드)

광대역 H-PCF

(플라스틱 클래드)

QSI

(석영 유리)

GI

(석영 유리)

국간 거리

사용 금지

전송 손실

코어 직경

클래드 지름

일차 피막

적용 커넥터 F06/F08 대응 제품(JIS C5975/5977 준거)

주1) 광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 케이블 휨 에 제한이 있습니다.반지름
자세한 사항은 사용되는 확인하십시오.케이블의 취급설명서에서

주2) 광 케이블은 광 케이블 휨 을 확보할 수 있는 툴을 사용하여 허용 휨 을 유지하여 주십시오.반지름 반지름
광 케이블 휨 확보용 툴은 특약점 또는 당사에 문의하십시오.반지름



■동축 케이블의 사양

동축 버스 시스템에 동축 케이블의 사양을 나타냅

니다.

동축 케이블은 고주파 동축 케이블인 "3C-2V", "5C-2V"

(JIS3501 준거)를 사용합니다.

사용되는

동축 케이블의 사양

주1) 국간 케이블 길이의 제약
① 네트워크 모듈 간을 접속하는 케이블은 접속 국수에 따라
아래 표의 길이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아래 표에 나타내는 길이를 벗어나는 케이블을 사용하면
통신 에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시스템 확장 등으로 국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
리 상기 제약 사항①을 고려하여 배선하십시오.

③ A6BR10/A6BR10-DC형 리피터 모듈을 사용한 경우, 접속
국수 및 리피터 모듈 장수에 관계없이 "10~33국"의 국간
케이블 길이를 사용하십시오.

주2) 배선 시의 주의 사항
① 동축 케이블은 다른 동력 케이블 및 제어 케이블 등으로부
터 100mm 이상 떼어 배선하십시오.

② 노이즈가 많은 곳에는 이중 실드 동축 케이블로의 배선을
검토하십시오.

주3) 동축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 케이블 휨 반지름에 제한이 있
습니다.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1 MELSECNET/H PLC 간 네트워크: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항 목 3C-2V 5C-2V

구조

내부 도체
절연체

외부 도체
외부 시스

케이블

지름

허용 휨

반지름
22mm 이상 30mm 이상

내부 도체

지름
0.5mm(연동선) 0.8mm(연동선)

절연체

지름
3.1mm(폴리에틸렌) 4.9mm(폴리에틸렌)

외부 도체

지름

3.8mm

(일중 연동선 편조(single

annealed copper wire mesh))

5.6mm

(일중 연동선 편조(single

annealed copper wire mesh))

적용

커넥터

플러그

3C-2V용 커넥터 플러그

BNC-P-3-Ni-CAU(第一

電子工業(주))를 권합니다.

5 C-2V용 커넥터 플러그

BNC-P-5-Ni-CAU(第一

電子工業(주))를 권합니다.

접속 국수
2~9국 10~33국

국간 케이블 길이

케이블의 종류

(1m 미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 ×：사용 불가능

이중 실드 동축 케이블

미쓰비시전선……5C-2V-CCY

접지

케이블 확대도

내부 도체
절연체

외부 도체
시스

외부 도체
시스(접지)

케이블 타입
허용 휨 반지름

r[mm]

커넥터

A[mm]

모듈 앞면



개요

MELSECNET/H 네트워크 시스템에는 관리국 - 일반국 간을

교신하는 PLC 간 네트워크와 리모트 마스터국 - 리모트 I/O

국 간을 교신하는 리모트 I/O 네트워크의 2가지 종류가 있습

니다.

MELSECNET/H 네트워크 시스템(이하, MELSECNET/H로

줄여서 표현)의 리모트 I/O 네트워크는 기존의 MELSECNET

/10 네트워크 시스템(이하, MELSECNET/10으로 줄여서 표

현)의 리모트 I/O 네트워크를 고기능화ㆍ대용량화한 시스템

입니다. MELSECNET/H의 리모트 I/O 네트워크는 일반 기

본 베이스 모듈이나 증설 베이스 모듈에 입출력 모듈ㆍ인텔

리전트 기능 모듈을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리모트 I/O

국에 장착된 각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FA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도

록, MELSECNET/10의 리모트 I/O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쉽

게 제작하였습니다.

특징

MELSECNET/H의 리모트 I/O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특징

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 통신 시스템의 실현

25Mbps/10Mbps의 통신 속도에 의한 고속 데이터 송신이

가능합니다.

(25Mbps는 QJ71LP21-25, QJ71LP21S-25 및 QJ72LP25

-25의 광 루프 )만 사용 가능

■대규모이면서도 유연한 시스템 구축

(1) 링크 디바이스는 링크 릴레이(LB) 16384점, 링크 레지

스터(LW) 16384점으로 대용량이며, 링크 입력(LX)/링

크 출력(LY)은 819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리모트 I/O국 1국당 입출력 점수는 입출력을 합하여 최

대 4096점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모트 마스터국과 리모트 I/O국 간의 링크 점수

는 최대 1600바이트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중 리

모트 마스터국과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 간의 링크

점수는 최대 2000바이트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노이즈에 강하여 국간ㆍ총연장 거리가 긴 경우에 사용

하는 광 루프 시스템(총연장 최대 30km) 또는 배선이

용이한 동축 버스 시스템(총연장 최대 500m) 중에 선택

할 수 있습니다.
(4) 접속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속할 국을 예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시스템 구성이

편합니다.

접

간

국번 순으로

광 루프 시스템에서는 국이 다운되었을 때 루프백을 실

행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면 네트워크를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더욱

(5) 리모트 I/O 모듈에는 CPU 모듈과 같이 GX Developer에

서 파라미터를 쓸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설정에서 리모트 I/O국에 장착된 입출력 모듈

의 상세 설정(응답 시간, 에러 시 출력 모드) 변경, 인텔

리전트 기능 모듈의 스위치 설정, I/O 할당 변경, 리모트

패스워드 설정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DMR)과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

국(DSMR)을 구성하면,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이 다운되

어도 마스터국을 대신해서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이

리모트 I/O국(R)의 제어를 계속합니다.(다중 리모트 마

스터국,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의 CPU 모듈에는

QnPHCPU를 사용합니다.)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은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이

정상적으로 복귀(복렬)되어도, 파라미터 설정에 의해 리

모트 I/O국의 제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복렬된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이 리모트 I/O국을 제어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7) 이중화 시스템은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제어하기 위해서 다중 리모트 마스터 기능을 사용합니

다.(이중화 시스템에는 QnPRHCPU를 사용합니다.)

이중화 시스템 대응 다중 리모트 마스터 기능에서는, 다

중 리모트 마스터국(제어계)이 다운되면 다중 리모트 마

스터국이 제어계→대기계로 전환되고, 다중 리모트 서

브 마스터국(대기계)이 대기계→제어계로 전환되어 리

모트 I/O국의 제어를 계속합니다.

리모트 I/O국을 제어하는 중에 다중 리모트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대기계)이 정상으로 복귀되어도,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제어계)은 리모트 I/O국의 제어를 계속합

니다.

(8) 최대 7단의 증설 베이스 모듈 접속 가능

리모트 I/O 모듈은 증설 베이스 모듈을 최대 7단(기본

베이스 모듈 포함 8단)까지 접속할 수 있으며, 최대 64

모듈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13.2m까지 증설 케이블의 사용이 가능하므

로 편리하게 증설 베이스 모듈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관리국(MELSECNET/10 모드) 리모트 마스터국
관리국(MELSECNET/H 모드)

일반국

MELSECNET/H(25Mbps)
PLC 간 네트워크

MELSECNET/H(10Mbps) PLC 간 네트워크

MELSECNET/H(10Mbps)

리모트 I/O 네트워크

MELSECNET/H(25Mbps)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일반국

일반국 일반국 일반국

일반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DM )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DSM )R R

리모트 I/O국(R) 리모트 I/O국(R) 리모트 I/O국(R)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DM )R
제어계→대기계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DSM )R
대기계→제어계

트래킹 케이블

리모트 I/O국(R) 리모트 I/O국(R) 리모트 I/O국(R)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QJ72LP25-25, QJ72LP25G, QJ72BR15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2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다양한 통신 서비스의 제공

(1) 리모트 I/O국에 장착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데이터

를 간단하게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읽기/쓰기하는 방법은 다음 4종류 중에서 선택할 수 있

습니다.

(a) GX Configurator에서 초기 설정, 자동 리프레시를

설정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를 리모트

I/O국의 리모트 I/O 모듈에 씁니다.

자동 리프레시 설정에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데이터를 리모트 I/O 모듈의 링크 레지스터 W에 리

프레시하면, 리모트 마스터국은 사이클릭 전송으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

습니다.

(b) 링크 전용 명령으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버퍼

메모리에 대해서 직접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ㆍREMFR 명령： 리모트 I/O국 인텔리전트 기능 모

듈의 버퍼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는다.

ㆍREMTO 명령： 리모트 I/O국 인텔리전트 기능 모

듈의 버퍼메모리에 데이터를 쓴

다.

(c)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의 자동 리프레시

설정에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데이터를 리모트

I/O 모듈의 데이터 레지스터 D에 리프레시하면, 리

모트 마스터국은 READ, WRITE 명령으로 리모트

I/O 모듈의 데이터 레지스터 D를 읽거나 쓸 수 있습

니다.

(d)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의 자동 리프레시

정에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데이터를 리모트

I/O 모듈의 데이터 레지스터 D에 리프레시합니다.

리모트 I/O 모듈의 파라미터에서 데이터 레지스터

D를 링크 레지스터 W에 리프레시하면, 리모트 마스

터국은 사이클릭 전송으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설

이 방법은 QCPU용으로 작성한 인텔리전트 기능 모

듈 파라미터를 그대로 리모트 I/O 모듈용으로 사용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이벤트 발행 기능에 의해 자국 CPU 모듈의 인터럽트 시

퀀스 프로그램을 기동할 수 있습니다.

응답 시간을 단축하거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스터 모듈

리프레시

리모트 마스터국 리모트 I/O국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리모트
I/O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링크
레지스터 W

링크
레지스터 W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

버퍼
메모리

리프레시

ㆍ초기 설정
ㆍ자동 리프레시 설정

링크
레지스터 W

리모트 마스터국 리모트 I/O국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마스터 모듈
리모트

I/O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데이터
레지스터 D

버퍼
메모리

리프레시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
ㆍ초기 설정
ㆍ자동 리프레시 설정

리모트 마스터국 리모트 I/O국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마스터 모듈

링크
레지스터 W I/O 모듈

리모트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링크
레지스터 LW

데이터
레지스터 D

버퍼
메모리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
ㆍ초기 설정
ㆍ자동 리프레시 설정

리프레시

리프레시

리프레시

링크
레지스터 W

리모트 마스터국 리모트 I/O국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네트워크
모듈

네트워크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버퍼
메모리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QJ72LP25-25, QJ72LP25G, QJ72BR15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2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충실한 RAS 기능

RAS 기능이란, Reliability(신뢰성), Availability(가동성),

Serviceability(보전성)의 약어로, 자동화 설비의 종합적인 편

리한 사용을 말합니다.

(1) 자동 복렬 기능에 의해 이상국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자

동으로 네트워크에 복귀하여 데이터 통신을 재개합니다.

(2) 루프백 기능(광 루프 시스템)에 의해, 케이블 단선, 국

이상 등이 발생한 이상 위치를 분리하여 동작 가능한 국

간에 데이터 전송을 계속합니다.

(3) 국 분리 기능(동축 버스 시스템)에 의해, 접속국이 전원

OFF 등으로 다운되어도 다른 동작 가능 국간에 정상적

으로 교신을 계속합니다.

(4) 시스템 동작 중에 CPU 모듈이 정지하는 에러가 발생해

도 네트워크 모듈은 트랜전트 전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

다.

(5) 트랜전트 에러 발생 시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리모트 I/O국에 2개의 전원 모듈을 장착함으로써, 리모

트 I/O국의 전원을 OFF하지 않고도 이상이 발생한 전원

모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리모트 I/O국의 전원 이중

화)

전원 모듈을 2개 장착하려면, 전원 이중화용 베이스 모

듈이 필요합니다.

(7) 리모트 I/O국에 장착되어 있는 입력 모듈, 출력 모듈 및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모

교환)듈

모듈을

Q 시리즈의 입출력 모듈, 기능 버전 C A/D 변환

모듈, D/A 변환 모듈, 온도 입력 모듈, 온도 조절 모듈

등을 온라인 중에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주) 다음과 같은 경우에 RAS 기능이 .효과적입니다
ㆍ케이블의 단선
ㆍ자국의 전원 차단
ㆍ네트워크의 설정 이상

ㆍCPU 모듈의 자기 진단으로 검출 가능한 이상

네트워크 모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이상이 발생한 내용에
따라서는 RAS 기능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모트 I/O국에 대한 외부에서의 접속을 제어 가능

리모트 I/O국에 리모트 패스워드를 설정함으로써, 리모트

I/O국에 장착된 Ethernet 모듈,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모뎀 인터페이스 모듈을 경유한 외부에서의 접속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리모트 패스워드)

데이터 링크 이상으로 국번2의
리모트 I/O국을 해열.

국번2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복렬. 종단 저항 종단 저항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0)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1)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2)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3)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0)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1)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2)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3)

다운

다운

복귀

복귀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0)

네트워크 No.1

정루프

부루프

데이터의 흐름

단선

다운
루프백

교신 불가능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1)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2)

네트워크 No.1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0)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1)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2)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5)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4)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3)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5)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4)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3)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0)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5)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4)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1)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2)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3)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0)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5)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4)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1)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2)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3)

다운
루프백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0)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5)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4)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1)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2)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3)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QJ72LP25-25, QJ72LP25G, QJ72BR15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2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네트워크 기능의 강화

(1) 리모트 I/O국에 장착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GX

Developer의 시스템 모니터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I/O국에 장착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은 리모트

마스터국에 접속된 GX Developer에서 네트워크를 경유

하거나 리모트 I/O국에 GX Developer를 직접 접속하여

시스템 모니터를 실행하면 진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또한, 네트워크에 이상이 있을 때는 리모트 마스터국 또

는 리모트 I/O국에 GX Developer를 접속하여 네트워크

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2) 리모트 I/O국에 GX Developer를 접속하면 동작 중인 시

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온라인 상태에서 사용자 프로

그램의 네트워크 기능에 대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리모트 I/O국 입력 모듈로부터의 입력(X)을 차단하고,

GX Developer의 테스트에 의해 입력(X)을 ON/OFF할

수 리모트 마스터국의 입력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모트 마스터국으로부터의 출력(Y)을 차단하고,

리모트 I/O국의 출력(Y)을 GX Developer의 테스트에 의

해 ON/OFF할 수 리모트 I/O국 출력 모듈의

배선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있어,

있으므로,

■ Q 대응 GX Developer와의 조합으로 네트워크 구

축의 편리성 향상

(1) 네트워크 파라미터 설정을 풀다운 메뉴나 대화상자 등

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네트워크 No., 동작 모드를 소프트웨어 설정만으로 실

행할 수 있도록 간략화하였습니다.

(네트워크 파라미터)

MELSECNET/H용 전용 명령

리모트 마스터국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및 리모트 I/O국 QJ72LP25-25,

QJ72LP25G, QJ72BR15에 대해서는 아래 표의

MELSECNET/H용 전용 명령을 이용하여 사이클릭 통신 이

외의 데이터 송수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I/O국의
시스템 모니터

리모트 마스터국

Q64AD를
선택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Q64AD의
시스템 모니터

풀다운 메뉴

간략화

명령 내용 대상국

READ
대상국 CPU 모듈 또는 리모트

I/O 모듈로부터의 데이터 읽기

리모트 I/O국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
WRITE

대상국 CPU 모듈 또는 리모트

I/O 모듈에 대한 데이터 쓰기

REMFR
대상국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버퍼메모리에서의 데이터 읽기
리모트 I/O국

REMTO
대상국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버퍼메모리에 대한 데이터 쓰기

SEND
대상국 네트워크 모듈에 대한

데이터 쓰기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

RECV

RECVS

SEND 명령으로 쓰여진 데이터를

네트워크 모듈에서 읽기(RECVS

는 인터럽트 프로그램 내에서 실

행)

SREAD
대상국 CPU 모듈에서의 데이터

읽기

SWRITE
대상국 CPU 모듈에 대한 데이터

쓰기

REQ
대상국 CPU 모듈에 대한 리모트

조작

ZNRD
대상국 CPU 모듈에서의 데이터

읽기

ZNWR
대상국 CPU 모듈에 대한 데이터

쓰기

RRUN
대상국 CPU 모듈의 리모트

RUN

RSTOP
대상국 CPU 모듈의 리모트

STOP

RTMRD
대상국 CPU 모듈에서의 시계

정보 읽기

RTMWR
대상국 CPU 모듈에 대한 시계

정보 쓰기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QJ72LP25-25, QJ72LP25G, QJ72BR15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2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외관

■리모트 마스터국용

(1) QJ71LP21-25, QJ71LP21G

단위：mm

* 1：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십시오.당사에

(2) QJ71LP21S-25

단위：mm

(3) QJ71BR11

단위：mm

■리모트 I/O국용

(1) QJ72LP25-25, QJ72LP25G

단위：mm

* 1：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십시오.당사에

(2) QJ72BR15

단위：mm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QJ72LP25-25, QJ72LP25G, QJ72BR15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2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리모트 I/O 네트워크로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

■단일 리모트 I/O 네트워크

●광 루프 시스템

리모트 마스터국 1대에 리모트 I/O국을 64대까지 접속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마스터국은 반드시 국번0으로 설정하십시오.

리모트 마스터국 1대에 리모트 I/O국을 32대까지 접속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마스터국은 반드시 국번0으로 설정하십시오.

■다중 리모트 I/O 네트워크(QnPHCPU만)

다중 리모트 I/O 네트워크 시스템이란, 하나의 네트워크상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과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을 설

하여,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이 다운되었을 때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이 리모트 I/O국

을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은 반드시 국번0으로 설정하십시오.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의 국번은 1~64 중에 리모트 I/O

국과 중복되지 않는 번호를 설정하십시오.

하나의 네트워크에 리모트 I/O국은 광 루프 시스템에서 63

대, 동축 버스 시스템에서 31대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에

정

리모트 마스터국을 대신해서

■이중화 시스템 대응 다중 리모트 I/O 네트워크

(QnPRHCPU )만 사용 가능

QnPRHCPU를 사용하는 이중화 시스템에서는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제어하기 위해서 다중 리모트 I/O

네트워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중화 시스템 대응 다중 리모트 I/O 네트워크 시스템은 제

어계로 기동된 QnPRHCPU에 장착된 네트워크 모듈이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마스터 동작)으로서 리모트 I/O국을 제어

하고, 대기계 QnPRHCPU에 장착된 네트워크 모듈은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으로서 동작을 합니다.

제어계 QnPRHCPU의 다운 시 및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의

다운 시는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이 대기계→제어계가

되어 마스터국을 대신해서 리모트 I/O국을 제어합니다.

네트워크 모듈의 국번은 이중화 시스템을 접속하는 트래킹

케이블에 A계라고 기재되어 있는 쪽을 반드시 국번0으로 설

정하십시오.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의 국번은 1~64 중에 리모트 I/O

국과 중복되지 않는 번호를 설정하십시오.

이중화 시스템 대응 다중 리모트 I/O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리모트 I/O국은 광 루프 시스템에서 63대, 동축 버스

시스템에서 31대까지 접속 가능합니다.
●동축 버스 시스템

국번 (리모트 마스터국)0

광 케이블

종단 저항
(별매)

동축 케이블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다중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 (리모트 I/O국)1 국번 (리모트2 I/O )국

국번 (리모트64 I/O )국 국번 (리모트4 I/O )국 국번 (리모트3 I/O )국

국번 (리모트 마스터국)0 국번 (리모트1 I/O )국 국번 (리모트32 I/O )국

종단 저항
(별매)

국번0 국번1
국번 (리모트2 I/O )국

국번 (리모트64 I/O )국 국번 (리모트4 I/O )국 국번 (리모트3 I/O )국

광 케이블

트래킹 케이블

A계 B계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다중 리모트 마스터국)
국번0 국번1

국번 (리모트2 I/O )국

광 케이블

국번64 (리모트 I/O국) 국번4 (리모트 I/O국) 국번3 (리모트 I/O국)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QJ72LP25-25, QJ72LP25G, QJ72BR15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2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MELSECNET/H와 MELSECNET/10의 리모트 I/O 네트워크의 비교

*2： 프로세스 CPU(QnPHCPU)만 가능합니다. 마스터 모듈은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 및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4012” 이후인 제품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3： CPU 종류에 따라서는 대응하지 않는 케이블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기존 네트워크 시스템과의 접속

Q 시리즈 PLC(Q 모드)를 기존의 MELSECNET 네트워크에 추가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MELSECNET/10 (리모트 I/O 네트워크)의

마스터국을 Q 시리즈 PLC(Q 모드)로 교환

기존의 MELSECNET/10(리모트 I/O 네트워크)의 마스터국

을 Q 시리즈 PLC(Q 모드)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Q 시리즈

PLC (Q 모드)는 MELSECNET/10 리모트 I/O 네트워크에 대

응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MELSECNET/10(리모트 I/O 네트워크)의

리모트 I/O국에 MELSECNET/H의 리모트 I/O 모듈

을 접속

기존의 MELSECNET/10(리모트 I/O 네트워크)에

MELSECNET/H의 리모트 I/O 모듈을 접속할 수 없습니다.

MELSECNET/H의 리모트 I/O 모듈은 MELSECNET/10 리모

트 I/O 네트워크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MELSECNET/10 모듈]

마스터국 AJ71LP21/A1SJ71LP21/AJ71LP21G/AJ71BR11/A1SJ71BR11：A/AnS 시리즈

AJ71QLP21(S) /AJ71QLP21G/A1SJ71QLP21(S) /AJ71QBR11/A1SJ71QBR11：QnA/Q2AS 시리즈

리모트 I/O국 AJ72LP25/AJ72LP25G/AJ72BR15：A/AnS 시리즈

AJ72QLP25/A1SJ72QLP25/AJ72QLP25G/AJ72QBR15/A1SJ72QBR15：QnA/Q2AS 시리즈

Q 시리즈
PLC(Q 모드)

마스터

기존의 MELSECNET/10
리모트 I/O 네트워크

리모트 리모트 리모트

마스터

기존의 MELSECNET/10
리모트 I/O 네트워크

리모트
MELSECNET/H의
리모트 I/O 모듈

리모트 리모트

*1： 2개의 MELSECNET/H, MELSECNET/10 또는 Ethernet 네트워크를 접속하는

. 다만 A 모드는 Ethernet에 대한 중계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계(게이트웨이) PLC는 7대까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MELSECNET/H MELSECNET/10 MELSECNET/10 비고

자국 PLC 종류 Q 모드

구성 가능 리모트 I/O국 종류
MELSECNET/H

리모트 I/O 모듈
MELSECNET/10 리모트 I/O 모듈

네트워크당

사이클릭 점수

LX/LY(1비트) 0~1FFF(8192점) 0~1FFF(8192점)

LB(1비트) 0~3FFF(16384점) 0~1FFF(8192점)

LW(1워드) 0~3FFF(16384점) 0~1FFF(8192점)

1국당

사이클릭

송신 점수

리모트 마스터국→리모트 I/O국 최대 1600바이트 최대 1600바이트

리모트 I/O국→리모트 마스터국 최대 1600바이트 최대 1600바이트

다중 리모트 마스터→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 최대 2000바이트 *2 최대 2000바이트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다중 리모트 마스터 최대 2000바이트 *2 최대 2000바이트

리모트 I/O국 1국당 최대 입출력 점수

통신 속도

링크 스캔 타임 짧음 보통 보통

케이블

광 SI/H-PCF/광대역 H-PCF/QSI

광 GI

동축(3C/5C-2V) (일중 버스) (일중 버스, 이중 루프)

최대 네트워크수

전용 명령

의 자세한

사항은

프로그래밍

매뉴얼에서

확인하십시

오.

라우팅 기능

다중 마스터 기능 있음 *2 있음

병렬 마스터 기능 없음 있음

QnA/Q2AS A 모드, AnU/A2US

없음

없음

LY/LB/LW

의 총수

AJ72QLP25/AJ72QBR15:X+Y 2048 점

A1SJ72QLP25/A1SJ72QBR15:X+Y 1024 점
X+Y 4096 점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QJ72LP25-25, QJ72LP25G, QJ72BR15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2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기능 일람

사이클릭 전송 기능
(정기 교신)

리모트 마스터국과 리모트 I/O국 간에 링크 디바이스(LX/LY/LB/LW)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교

신하는 기능입니다.

RAS 기능

교신 이상 시의 출력

리셋 기능

리모트 I/O 네트워크는 데이터 링크에 이상이 리모트 마스터국의 CPU 모듈이 다운되면 리모

트 I/O국의 모든 출력이 OFF됩니다.

파라미터 설정에 의해 데이터 링크의 교신에 이상이 있거나 교신이 정지된 리모트 I/O국이 있으면, 리모

트 I/O국으로부터의 수신 데이터(X, B, W)를 직전의 데이터로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발생하거나

자동 복렬 기능
데이터 링크에 이상이 있어 데이터 링크에서 해열된 국이 정상 상태로 돌아오면 자동으로 복렬하여 데이

터 링크를 재개하는 기능입니다.

루프백 기능

(광 루프 시스템)

광 루프 시스템에서는 전송로를 2중화하고 있습니다. 전송로에 이상이 있을 때 전송로를 정루프→부루프

/부루프→정루프로 전환하거나 루프백하여, 이상 위치를 분리한 다음 데이터 교신이 가능한 국간에 정상

적으로 전송을 계속합니다.

국 분리 기능

(동축 버스 시스템)

동축 버스 시스템에서는 접속국의 전원이 OFF되어도 다른 데이터 교신 가능 국간에 데이터 링크를 계속

합니다.

CPU 이상 시 트랜전트

전송 기능

시스템 동작 중에 CPU 모듈이 정지하는 에러가 발생해도, 네트워크 모듈은 트랜전트 전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GX Developer에 의해 다른 국에서 해당국의 에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랜전트 전송의 이상

검출 시간 확인

트랜전트 전송이 이상 종료 한 “시간”, “이상 검출 네트워크 No.”, “이상 검출 국번”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진단 기능 진단 기능은 네트워크의 회선 상태나 모듈 설정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리모트 I/O국에서의 전원

이중화 대응
리모트 I/O국은 전용 베이스 모듈에 전원 모듈을 2대 장착하여 전원을 이중화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I/O국에서의

온라인 모듈 교환

온라인 모듈 교환은 리모트 I/O국의 동작 중에 리모트 I/O국의 기본 베이스 모듈 및 증설 베이스 모듈에

장착되어 있는 Q 시리즈의 모듈을 교환하는 기능입니다.

트랜전트 전송 기능

(비정기 교신)

각 국간에 교신 요구가 있을 때만 교신하는 기능입니다.

링크 전용 명령, GX Developer나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등을 사용하여 트랜전트 전송 기능을 요구합니다.

MELSECNET/H에서는 동일(자국이 접속되어 있는) 네트워크 No.를 가진 다른 국은 물론, 다른 네트워크

No.의 국과도 교신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I/O국의 시스템 모니터
리모트 I/O 네트워크는 리모트 I/O국에 장착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GX Developer에서 시스템 모니터

할 수 리모트 I/O국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간단하게 고장 진단할 수 있습니다.있어,

리모트 I/O국용 디바이스 테스트

리모트 I/O 네트워크에서는 리모트 I/O국에 GX Developer를 접속하여 온라인 중에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시퀀스 프로그램의 입출력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디바이스 테스트를 하려면, GX Developer의 온라인 → 디버그 메뉴의 “강제

입출력 등록/해제”에서 테스트 대상 디바이스를 등록합니다.

디바이스를 테스트할

다중 전송 기능(광 루프 시스템) 광 루프 시스템에서 2중 전송로(정루프와 부루프)를 사용하여 고속으로 통신하는 기능입니다.

복렬 국수 설정 기능 리모트 I/O 네트워크는 1링크 스캔 중에 교신 이상국이 복렬할 수 있는 국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약국 기능
장래 접속할 국(실제로 접속되어 있지 않지만 네트워크의 총(자)국 수에 미리 등록해 두는 국)을 교신 이

상국으로 취급되지 않게 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빈 국번을 마련하고 싶을 때 유효합니다.

인터럽트 설정

리모트 마스터국은 자국의 인터럽트 설정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리모트 I/O국으로부터의 데이터 수신 시

에 인터럽트 조건을 체크합니다. 인터럽트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는 마스터 모듈에서 CPU 모듈에 인터럽

트 요구를 하여, CPU 모듈의 인터럽트 시퀀스 프로그램을 기동하는 기능입니다.

I/O 할당 기능
① 입력 모듈의 I/O 응답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② 출력 모듈 에러 시 출력 모드를 변경하는 경우, ③ 인

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스위치를 설정하는 경우 등에 사용하면 편리한 기능입니다.

사이클릭 전송의 정지/재기동 및

링크 리프레시 정지

(네트워크 테스트)

GX Developer의 “네트워크 테스트”에 의해 사이클릭 전송을 정지/재기동하는 기능입니다.

시스템을 기동(디버그)하는 경우 등 다른 국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싶지 않거나 자국의 데이터를 송신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편리합니다.

다중 리모트 마스터 기능

(QnPHCPU )만 사용 가능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DMR)과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DSMR)을 구성함으로써, 다중 리모트 마스터

국이 다운되어도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이 대신해서 리모트 I/O국(R)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이중화 시스템 대응 다중 리모트

마스터 기능(QnPRHCPU

)

만 사용

가능

이중화 시스템은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제어하기 위해서 다중 리모트 마스터 기능을 사용

합니다.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제어계)이 다운되면,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은 제어계→대기계로 이행하고 다중 리

모트 서브 마스터국(대기계)이 대기계→제어계로 이행하여 리모트 I/O국의 제어를 계속합니다.

리모트 패스워드 원격지의 사용자가 리모트 I/O 모듈 및 PLC CPU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네트워크 진단(회선 모니터)

GX Developer의 네트워크 진단 기능에 의해 리모트 I/O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생 시는 네트워크의 자국 정보, 다른 국 정보, 에러 이력 모니터 기능을 이용하여 이상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개 요기 능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QJ72LP25-25, QJ72LP25G, QJ72BR15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2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성능 사양

■광 루프 시스템(SI/H-PCF/광대역 H-PCF/QSI 케이블)

*1：리모트 마스터국에는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과 다중 서브 마스터국을 포함합니다.
*2：다중 리모트 I/O 네트워크일 때는 리모트 I/O국의 64국 중에 1국을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으로 사용합니다.
*3：광 케이블(A-2P-□)은 L 타입, H 타입의 국간 거리가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레퍼런스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4：리모트국에서 기능 버전 D 이후의 리모트 I/O 모듈만 온라인 상태에서 모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5：기능 버전 B 이후의 제품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1네트워크당 최대

링크 점수

LX/LY 8192점(8k비트)

LB MELSECNET/H 모드：16384점(16k비트)

LW MELSECNET/H 모드：16384점(16k워드)

1국당 최대 링크 점수

ㆍ리모트 마스터국 → 리모트 I/O국((LY＋LB)÷8＋(2×LW))≤1600바이트*1

ㆍ리모트 I/O국 → 리모트 마스터국((LX＋LB)÷8＋(2×LW))≤1600바이트

ㆍ다중 리모트 마스터국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LX＋LB)÷8＋(2×LW))≤2000바이트

리모트 I/O국 1국당 최대

입출력 점수

X＋Y≤4096점

X/Y 번호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한쪽만 점수의 대상이 된다.

리모트 I/O국당

디바이스 점수

M 8192점(8k비트)

SM 2048점(2k비트)

D 12288점(12k워드)

SD 2048점(2k워드)

트랜전트 전송 용량 최대 1920바이트/프레임

통신 속도 25Mbps/10Mbps(MODE 스위치로 전환)

1네트워크의 접속 국수 65국(리모트 마스터국：1 리모트 I/O국：64)*2

접속 케이블 광 케이블(SI/H-PCF/광대역 H-PCF/QSI)

총연장 거리 30km

국간 거리

25Mbps 시
SI 케이블 ：200m*3 광대역 H-PCF 케이블 ：1km

H-PCF 케이블 ：400m QSI 케이블 ：1km

10Mbps 시
SI 케이블 ：500m*3 광대역 H-PCF 케이블 ：1km

H-PCF 케이블 ：1km QSI 케이블 ：1km

최대 네트워크수 239(PLC 간 네트워크 포함)

전송로 형식 이중 루프형

통신 방식 토큰링 방식

동기 방식 프레임 동기 방식

부호화 방식 NRZI 부호(Non Return to Zero Inverted)

전송 포맷 HDLC 준거(프레임 방식)

오류 제어 방식 CRC(X ＋X ＋X ＋1) 및 타임 오버에 의한 리트라이16 12 5

보호 등급 IP1XB

RAS 기능

ㆍ이상 검출 및 케이블 단선에 의한 루프백 기능

ㆍ자국의 링크 회선 체크 진단 기능

ㆍ링크 특수 릴레이, 링크 특수 레지스터에 의한 이상 검출

ㆍ리모트 I/O국의 전원 이중화

ㆍ리모트 I/O국에서의 온라인 모듈 교환

응용 기능 ㆍ리모트 I/O국의 리모트 패스워드 트랜전트 전송

ㆍ1：1 통신(모니터, 프로그램 업/다운로드 등)

ㆍ시퀀스 프로그램에서의 각종 송수신 명령

온라인 모듈 교환 불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5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

(I/O 할당：인텔리전트)

48점 2슬롯

(디폴트 I/O 할당：빈 슬롯16점

＋인텔리전트 32점)

DC5V 내부 소비 전류 0.55A 0.89A

외부 공급 전원

전압

전류

적합 전선 크기

적합 압착 단자

외형 치수

중량

항목
리모트 마스터국 리모트 I/O국

(기본 베이스

CPU 슬롯에 장착)

트랜전트 전송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QJ72LP25-25, QJ72LP25G, QJ72BR15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2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광 루프 시스템(GI 케이블)

*1：리모트 마스터국에는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과 다중 서브 마스터국을 포함합니다.
*2：다중 리모트 I/O 네트워크일 때는 리모트 I/O국의 64국 중에 1국을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으로 사용합니다.
*3：리모트국에서 기능 버전 D 이후의 리모트 I/O 모듈만 온라인 상태에서 모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4：기능 버전 B 이후의 제품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1 네트워크당 최대

링크 점수

LX/LY 8192점(8k비트)

LB MELSECNET/H 모드：16384점(16k비트)

LW MELSECNET/H 모드：16384점(16k워드)

1국당 최대 링크 점수

ㆍ리모트 마스터국 → 리모트 I/O국((LY＋LB)÷8＋(2×LW))≤1600바이트*1

ㆍ리모트 I/O국 → 리모트 마스터국((LX＋LB)÷8＋(2×LW))≤1600바이트

ㆍ다중 리모트 마스터국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LX＋LB)÷8＋(2×LW))≤2000바이트

리모트 I/O국 1국당 최대

입출력 점수

X＋Y≤4096점

X/Y 번호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한쪽만 점수의 대상이 된다

리모트 I/O국 1국당

디바이스 점수

M 8192점(8k비트)

SM 2048점(2k비트)

D 12288점(12k워드)

SD 2048점(2k워드)

트랜전트 전송 용량 최대 1920바이트/프레임

통신 속도 10Mbps

1네트워크의 접속 국수 65국(리모트 마스터국：1 리모트 I/O국：64)*2

접속 케이블 광 케이블(GI)

총연장 거리 30km

국간 거리 2km

최대 네트워크수 239(PLC 간 네트워크 포함)

전송로 형식 이중 루프형

통신 방식 토큰링 방식

동기 방식 프레임 동기 방식

부호화 방식 NRZI 부호(Non Return to Zero Inverted)

전송 포맷 HDLC 준거(프레임 방식)

오류 제어 방식

보호 등급 IP1XB

RAS 기능

ㆍ이상 검출 및 케이블 단선에 의한 루프백 기능

ㆍ자국의 링크 회선 체크 진단 기능

ㆍ링크 특수 릴레이, 링크 특수 레지스터에 의한 이상 검출

ㆍ리모트 I/O국의 전원 이중화

ㆍ리모트 I/O국에서의 온라인 모듈 교환

응용 기능 ㆍ리모트 I/O국의 리모트 패스워드

트랜전트 전송
ㆍ1：1 통신(모니터, 프로그램 업/다운로드 등)

ㆍ시퀀스 프로그램에서의 각종 송수신 명령

온라인 모듈 교환 불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4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기본 베이스의 CPU 슬롯에 장착)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형 치수

중량

항목
리모트 마스터국 리모트 I/O국

CRC(X ＋X ＋X ＋1) 및 타임 오버에 의한 리트라이16 12 5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QJ72LP25-25, QJ72LP25G, QJ72BR15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2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동축 버스 시스템

*1：리모트 마스터국에는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과 다중 서브 마스터국을 포함합니다.
*2：다중 리모트 I/O 네트워크일 때는 리모트 I/O국의 32국 중에 1국을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으로 사용합니다.

*3：접속 국수에 의해 국간의 케이블 길이에 제약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레퍼런스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4：리모트국에서 기능 버전 D 이후의 리모트 I/O 모듈만 온라인 상태에서 모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5：기능 버전 B 이후의 제품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1네트워크당 최대

링크 점수

LX/LY 8192점(8k비트)

LB MELSECNET/H 모드：16384점(16k비트)

LW MELSECNET/H 모드：16384점(16k워드)

1국당 최대 링크 점수

ㆍ리모트 마스터국 → 리모트 I/O국((LY＋LB)÷8＋(2×LW))≤1600바이트*1

ㆍ리모트 I/O국 → 리모트 마스터국((LX＋LB)÷8＋(2×LW))≤1600바이트

ㆍ다중 리모트 마스터국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LX＋LB)÷8＋(2×LW))≤2000바이트

리모트 I/O국 1국당 최대

입출력 점수

X＋Y≤4096점

X/Y 번호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한쪽만 점수의 대상이 된다

리모트 I/O국 1국당

디바이스 점수

M 8192점(8k비트)

SM 2048점(2k비트)

D 12288점(12k워드)

SD 2048점(2k워드)

트랜전트 전송 용량 최대 1920바이트/프레임

통신 속도 10Mbps

1네트워크의 접속 국수 33국(리모트 마스터국：1 리모트 I/O국：32)*2

접속 케이블 동축 케이블(3C-2V/5C-2V/5C-2V-CCY)

총연장 거리

3C-2V 300m(국간 300m)*3

5C-2V/

5C-2V-CCY
500m(국간 500m)*3

리피터 모듈(A6BR10, A6BR10-DC)을 사용하면 2.5km까지 연장 가능(최대 4대 접속)

최대 네트워크수 239(PLC 간 네트워크 포함)

전송로 형식 일중 버스형

통신 방식 토큰링 방식

동기 방식 프레임 동기 방식

부호화 방식 맨체스터 부호

전송 포맷 HDLC 준거(프레임 방식)

오류 제어 방식

보호 등급 IP1XB

RAS 기능

ㆍ이상 검출 및 케이블 단선에 의한 국 분리 기능

ㆍ자국의 링크 회선 체크 진단 기능

ㆍ링크 특수 릴레이, 링크 특수 레지스터에 의한 이상 검출

ㆍ리모트 I/O국의 전원 이중화

ㆍ리모트 I/O국에서의 온라인 모듈 교환

응용 기능 ㆍ리모트 I/O국의 리모트 패스워드

트랜전트 전송
ㆍ1：1 통신(모니터, 프로그램 업/다운로드 등)

ㆍ시퀀스 프로그램에서의 각종 송수신 명령

온라인 모듈 교환 불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5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기본 베이스의 CPU 슬롯에 장착)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형 치수

중량

항목
리모트 마스터국 리모트 I/O국

CRC(X ＋X ＋X ＋1) 및 타임 오버에 의한 리트라이16 12 5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QJ72LP25-25, QJ72LP25G, QJ72BR15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2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사이클릭 교신 시간

사이클릭 교신 시간(전송 지연 시간)의 일반값을 구하는 계산식을 나타냅니다.(가장 늦은 값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타이

밍에 따라서는 이 시간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모트 I/O 네트워크

입력 X의 전송 지연 시간

TDX

[리모트 마스터국 시퀀스 스캔 타임(S )＞링크 스캔(LS)]m

[리모트 마스터국 시퀀스 스캔 타임(S )＜링크 스캔(LS)]m

TDX =(Sm＋α )×round up[LS÷(S ＋α )]×2＋S ＋T [ms]m m m m RIOR

S ：리모트 마스터국 시퀀스 프로그램의 스캔 타임m

α ：리모트 마스터국 링크 리프레시 시간m

LS ：링크 스캔 타임

T ：I/O 리프레시 시간RIOR

round up ：연산[LS÷(S ＋α )] 결과의 소수점을 올린다m m

출력 Y의 전송 지연 시간

[리모트 마스터국 시퀀스 스캔 타임(S )＞링크 스캔(LS)]m

TDY=(S ＋α )＋LS＋T [ms]m m RIOR

[리모트 마스터국 시퀀스 스캔 타임(S )＜링크 스캔(LS)]m

TDY=(S ＋α )×round up[LS÷(S ＋α )]＋LS＋T [ms]m m m m RIOR

S ：리모트 마스터국의 시퀀스 프로그램의 스캔 타임m

α ：리모트 마스터국의 링크 리프레시 시간m

LS ：링크 스캔 타임

T ：I/O 리프레시 시간RIOR

round up ：연산[LS÷(S ＋α )] 결과의 소수점을 올린다m m

W의 입력 전송 지연 시간

[리모트 마스터국 시퀀스 스캔 타임(S )＞링크 스캔(LS)]m

TDB1=(S ＋α )×2＋S ＋T [ms]m m m RBF

[리모트 마스터국 시퀀스 스캔 타임(S )＜링크 스캔(LS)]m

TDB1 m m m m m=(S ＋α )×round up[LS÷(S ＋α )]×2＋S ＋T [ms]RBF

S ：리모트 마스터국의 시퀀스 프로그램의 스캔 타임m

α ：리모트 마스터국의 링크 리프레시 시간m

LS ：링크 스캔 타임

T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버퍼메모리와의 리프레시 시간RBF

round up ：연산[LS÷(S ＋α )] 결과의 소수점을 올린다m m

W의 출력 전송 지연 시간

[리모트 마스터국 시퀀스 스캔 타임(S )＞링크 스캔(LS)]m

TDB2=(S ＋α )＋LS＋T [ms]m m RBF

[리모트 마스터국 시퀀스 스캔 타임(S )＜링크 스캔(LS)]m

TDB2 m m m m m=(S ＋α )×round up[LS÷(S ＋α )]＋S ＋T [ms]RBF

S ：리모트 마스터국의 시퀀스 프로그램의 스캔 타임m

α ：리모트 마스터국의 링크 리프레시 시간m

LS ：링크 스캔 타임

T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버퍼메모리와의 리프레시 시간RBF

round up ：연산[LS÷(S ＋α )] 결과의 소수점을 올린다m m

다중 리모트 마스터국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의

전송 지연 시간

TD1 =S ＋α ＋(LS×1)＋(S ×2)＋α [ms]T T R R

S ：송신측의 스캔 타임T

S ：수신측의 스캔 타임R

α ：송신측의 링크 리프레시 시간T

α ：수신측의 링크 리프레시 시간R

LS ：링크 스캔 타임

TDY

TDB1

TDB2

TD1

TDX =(S ＋α )×2＋S ＋T [ms]m m m RIOR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QJ72LP25-25, QJ72LP25G, QJ72BR15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2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αm

리모트 마스터국의

링크 리프레시 시간

αm =KM1＋KM2×{LB＋LX＋LY＋SB＋(LW×16)＋(SW×16)}÷16＋α ＋(네트워크 모듈 장수-1)[ms]E

α =KM3×{LB＋LX＋LY＋(LW×16)}÷16[ms]E

LB ：대상 국이 리프레시하는 링크 릴레이(LB)의 총점수*1

LW ：대상 국이 리프레시하는 링크 레지스터(LW)의 총점수*1

LX ：대상 국이 리프레시하는 링크 입력(LX)의 총점수*1

LY ：대상 국이 리프레시하는 링크 출력(LY)의 총점수*1

SB ：링크용 특수 릴레이(SB) 점수

SW ：링크용 특수 레지스터(SW) 점수

αE ：메모리 카드의 파일 레지스터(R, ZR) 전송 시간*2

KM1, KM2, KM3：상수

기본 베이스에 네트워크 모듈 장착 시 증설 베이스에 네트워크 모듈 장착 시

데이터를 리프레시할 위치가 메모리 카드의 파일 레지스터인 경우 또는 데이터 링크 간 전송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리모트 I/O국의 링크

리프레시 시간
리모트 I/O국의 링크 리프레시 시간은 전송 지연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링크 스캔 타임

LS

＜통신 속도 10Mbps 시＞

LS=KB＋(0.45×총리모트 I/O국수)＋{LX＋LY＋LB＋(LW×16)}÷8×0.001＋KR

＋{LY ＋LB ＋(LW ×16)}÷16×0.0003＋{LX ＋LB ＋(LW ×16)}÷16×0.0003＋(T×

0.001)[ms]
M→R M→R M→R M←R M←R M←R

＜통신 속도 25Mbps 시＞

LS=KB＋(0.40×총리모트 I/O국수)＋{LX＋LY＋LB＋(LW×16)}÷8×0.0004＋KR

＋{LY ＋LB ＋(LW ×16)}÷16×0.0003＋{LX ＋LB ＋(LW ×16)}÷16×0.0003＋(T×M→R M→R M→R M←R M←R M←R

0.0004)[ms]

LX ：모든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링크 입력(LX)의 총점수*1

LY ：모든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링크 출력(LY)의 총점수*1

LB ：모든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링크 릴레이(LB)의 총점수 *1

LW ：모든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링크 레지스터(LW)의 총점수 *1

LYM→R ：M→R 방향의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링크 출력(LY)의 총점수 *1

LBM→R ：M→R 방향의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링크 릴레이(LB)의 총점수 *1

LWM→R ：M→R 방향의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링크 레지스터(LW)의 총점수*1

LXM←R ：M←R 방향의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링크 입력(LX)의 총점수*1

LBM←R ：M←R 방향의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링크 릴레이(LB)의 총점수 *1

LWM←R ：M←R 방향의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링크 레지스터(LW)의 총점수*1

KB, KR：상수

총리모트 I/O국수

T：1링크 스캔 중에 트랜전트 전송하는 최대 바이트수*2

* 1：공통 파라미터에 할당되어 있는 디바이스의 선두부터 .최종까지를 나타냅니다

(도중에 비어 있는 영역이 있어도 점수에 포함됩니다)

* 2：1링크 스캔 중에 복수국에서 동시에 트랜전트 전송할 때는 송수신하는 프레임의 데이터 길이를

더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0”으로 합니다.

입출력 모듈과의

리프레시 시간

T =(X ÷16×0.0016)＋(X ÷16×0.0024)＋(Y ÷16×0.0014)＋(Y ÷16×0.0022)[ms]RIOR K Z K Z

X ：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착되어 있는 입력 모듈의 점수(16의 배수)K

X ：증설 베이스 모듈에 장착되어 있는 입력 모듈의 점수(16의 배수)Z

Y ：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착되어 있는 출력 모듈의 점수(16의 배수)K

Y ：증설 베이스 모듈에 장착되어 있는 출력 모듈의 점수(16의 배수)Z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과의 리프레시 시간

T =(0.45×N )＋47.55[ms]RBF BF

N ：버퍼메모리 액세스 워드수BF

리모트 I/O 네트워크

TRIOR

TREF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QJ72LP25-25, QJ72LP25G, QJ72BR15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2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

■광 루프 시스템

＜QJ71LP21-25/QJ71LP21S-25/QJ71LP21G 동봉품＞

＜QJ72LP25-25/QJ72LP25G 부속품＞

＜별도 준비품＞

다음의 기기(매뉴얼)는 별도로 준비하십시오.

■동축 버스 시스템

＜QJ71BR11 부속품＞

＜QJ72BR15 부속품＞

＜별도 준비품＞

다음의 기기(매뉴얼)는 별도로 준비하십시오.

■적용 시스템

＜시스템 구성 시의 주의 사항＞

리모트 I/O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1) 리모트 마스터국에는 다음 CPU 모듈 및 네트워크 모듈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다중 리모트 마스터국 및 다중 리모트 서브 마스터국으로 사
용하는 경우, 마스터 모듈은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4012 이후인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3：온라인 모듈 교환을 하는 경우, 리모트 I/O 모듈은 기능 버전
D 이후의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전원

광 케이블 네트워크 모듈

F형 커넥터 네트워크 모듈

전원

동축 케이블 종단 저항 A6RCON-R75

* 종단 저항은 양쪽 끝의
국에 장착합니다.

전원

전원 전원

매뉴얼

매뉴얼

광 케이블 SI/H-PCF/광대역 H-PCF/QSI/GI 케이블

매뉴얼
MELSECNET/H레퍼런스 매뉴얼

(리모트 I/O 네트워크편)

*1：CPU 모듈은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2092 이후인 제품
을 사용하십시오.

매뉴얼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사용자 매뉴얼

(하드웨어편)

커넥터

매뉴얼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사용자 매뉴얼

(하드웨어편)

커넥터 F형 BNC 커넥터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사용자 매뉴얼

(하드웨어편)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사용자 매뉴얼

(하드웨어편)

품명 내용

품명 내용

품명 내용

품명 내용

품명 내용

동축 케이블
3C-2V/5C-2V(JISC3501 준거),

5C-2V-CCY

커넥터 플러그 3C-2V/5 C-2V용 커넥터 플러그

종단 저항 A6RCON-R75 (75Ω 종단 저항)

매뉴얼
MELSECNET/H 레퍼런스 매뉴얼

(리모트 I/O 네트워크편)

○：대응 가능 ×：대응 불가능

품명 내용

CPU 모듈

최대 적용 가능

네트워크

모듈수

대응 기능

이중화

시스템

대응 다중

리모트 I/O

네트워크

다중

리모트 I/O

네트워크

리모트 I/O

네트워크

네트워크 모듈

적용 기능 버전

이중화

시스템 대응

다중 리모트

I/O 네트워크

다중 리모트

I/O 네트워크 ,*2

리모트

I/O 네트워크

4(PLC 간

네트워크 포함)

4(PLC 간

네트워크 포함)

4(PLC 간

네트워크 포함)

장착 불가능

마스터 모듈

기능 버전

D 이후

기능 버전

B 이후*3

리모트 I/O

모듈

F형 BNC 커넥터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QJ72LP25-25, QJ72LP25G, QJ72BR15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2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2) 리모트 I/O국에는 Q 시리즈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모듈에는 제약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

오.

A 시리즈, QnA 시리즈 모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온라인 모듈 교환은 Q3□B, Q3□RB, Q6□B, Q6□RB에 장착
되어 있는 모듈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베
이스 모듈에 장착된 모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듈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① Q3□SB

② Q5□B(Q3□B에 장착된 모듈도 온라인 모듈 불가능
니다. Q6□B에 장착된 모듈은 가능합니다.)합

교환이

*5：Q5□B를 사용하는 경우, Q5□B의 사용 전압이 규정값 이내인
지를 확인하십시오.

*6：전원 모듈의 ERR 접점은 리모트 I/O 모듈의 기능 버전과 베이
스 모듈과의 조합에 따라 동작이 다릅니다. 다음은 전원 모듈
의 ERR 접점의 동작 내용입니다.

②： AC 전원 차단 또는 전원 모듈 이상 시, 출력 OFF 시
③： AC 전원 차단 또는 리모트 I/O 모듈 정지 에러 시, 출력 OFF

시

×： 항시 출력 OFF 시

(3) 리모트 I/O국은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초기 설

정, 자동 리프레시 설정)를 설정할 수 있는 개수에 제한

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설정된 개수가 제한을 초과하면, 리모트 I/O 모듈은 에

러 「SP.PARA ERROR (3301)」를 검출합니다.

에러를 검출한 경우, REMFR/REMTO 명령으로 인텔리

전트 기능 모듈의 데이터를 읽거나 쓰십시오.

＜멀티 CPU 시스템 대응＞

멀티 CPU 시스템에서 리모트 I/O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

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1) 마스터 모듈은 기능 버전 B 사용합니다.이후의 제품을

(2) 네트워크 파라미터는 마스터 모듈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

CPU에서 설정합니다.

(3) 관리 CPU 1모듈당 마스터 모듈을 4모듈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멀티 CPU 시스템에서 장착할 수 있는 마스터 모듈

은 모두 4모듈입니다.

(4) 리모트 I/O국에 GX Developer를 접속하여 다른 국을 액

세스하는 경우, 멀티 CPU 시스템의 중계국은 관리 CPU

가 같거나 달라도, 이전의 네트워크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 CPU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경우에도, GX

Developer는 관리 CPU 또는 비관리 CPU 모두에 액세

스가 가능합니다.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을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

웨어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적용 케이블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의 사양에 대해서는 2.5.1항을 참

조하십시오.

다만 이중화 시스템 대응 다중 리모트 I/O 네트워크의 동축

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반드시 이중 실드 동축 케이

블(미쓰비시전선의 5C-2V-CCY)을 사용하십시오.

*3：베이스 모듈에 장착할 수 있는 모듈수는 모두 64모듈입니다.

①： AC 전원 차단, 전원 모듈 이상 또는 리모트 I/O 모듈 정지 에
시, 출력 OFF 시러

*1：리모트 I/O국에서 온라인 상태에서 모듈을 교환하는 경우,
Version 8.17T 이후의 제품이 필요합니다.

리모트 I/O 모듈 장착 베이스 모듈

리모트 I/O 모듈의 최대 장착 가능

모듈수：1

최대 장착 가능 단수：7단

사용 불가능

Q64RP는 Q6□RB에 사용 가능

Q61SP는 Q3□SB에 사용 가능

증설 케이블의 총연장 거리：

13.2m 이내

사용 불가능

ㆍ기능 버전 B 이후 제품은 사용 가

능

ㆍ인터럽트 포인터, 전용 명령, 전자

메일 기능은 사용 불가능

인터럽트 포인터,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용 전용 명령은 사용 불가

능

모듈 형명 내 용

베이스 모듈

리모트 I/O 모듈

기능 버전

D 이후

기능 버전

C 이전

소프트웨어

패키지

리모트 I/O 네트워크

다중 리모트 I/O 네트워크

이중화 시스템 대응

다중 리모트 I/O 네트워크

Version 6 이후

Version 7.10L 이후

Version 8.17T 이후

Version 6 이후*1

Version 7.10L 이후*1

Version 8.17T 이후

QJ71LP21-25,

QJ71LP21S-25, QJ71LP21G, QJ71BR11, QJ72LP25-25, QJ72LP25G, QJ72B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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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3 MELSECNET/H 동축 버스용 리피터:
A6BR10, A6BR10-DC

개요

동축 버스용 리피터 모듈(A6BR10, A6BR10-DC)은

MELSECNET/10, MELSECNET/H 네트워크 시스템의 동축

버스 시스템에서 총연장 거리를 연장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특징

(3) A6BR10이 다운되면 A6BR10의 위치에서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분리된 각각의 네트워크 상태에서 통신을 계

속합니다.

외관

(1) 1대로 500m(5C-2V), 300m(3C-2V)의 거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1개의 네트워크에서 4대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연

장 거리를 2.5km(5개의 네트워크×500m)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에서는 A6BR10이 다운되어 ①－② 부분과 ③

－④ 부분에서 각각 데이터 링크를 실행하는 것을 나타

냅니다.

최 대

종단 저항
최 대

최 대

관리국

관리국

서브 관리국

4-φ5 장착

(M4 장착 나사)

단위：mm



성능 사양 시스템 구성

2.5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
2.5.3 MELSECNET/H 동축 버스용 리피터:
A6BR10, A6BR10-DC

＜A6BR10, A6BR10-DC 부속품＞

＜별도 준비품＞

다음의 기기(매뉴얼)는 별도로 준비하십시오.

항목 A6BR10 A6BR10-DC

통신 속도 10Mbps

접속수/1네트워크 최대 4대

연장 거리/1대 300m(3C-2V), 500m(5C-2V)

총연장 거리

접속 국수 최대 32국

전압

주파수

최대 피상 전력

최대 전력

돌입 전류 40A, 8ms 이내 17A, 1ms 이내

효율 65% 이상 65% 이상

허용 순간 정전 시간

소비 전류

이상 연속 송신

경보 출력

ERR1：A6BR10이 이상

(전원 OFF, 에러 발생)이면 ON

ERR2：A6BR10이 정상이면 ON

절연 방법 비절연

정격 개폐 전압/전류
DC24V 2A(저항 부하)

AC240V 2A(COSφ=1)

최소 개폐 부하

최대 개폐 전압

응답 시간
OFF→ON：10ms 이하

ON→OFF：12ms 이하

수명

기계적 1000만회 이상

전기적

정격 개폐 전압ㆍ전류 부하 10만회 이상

AC200V 1.5A, AC200V

1A(COSφ=0.7) 10만회 이상

AC200V 1A, AC200V

0.5A(COSφ=0.35) 10만회 이상

DC24V 1A, DC100V

0.1A(L/R=7ms) 10만회 이상

서지 킬러 없음

외부 배선

외부 부하

내부 회로 외부 부하

중량

매뉴얼 A6BR10, A6BR10-DC 사용자 매뉴얼

커넥터 T 타입 BNC 커넥터(2개)

품명 내용 비고

동축 케이블 3C-2V/5C-2V (JISC3501 준거)

커넥터 플러그 3C-2V/5 C-2V용 커넥터 플러그

종단 저항 A6RCON-R75 (75Ω 종단 저항)

○：반드시 준비, △：필요에 따라 준비

품명 내용



2.6.1 FL-net(OPCN-2) 인터페이스 모듈:
QJ71FL71-T-F01, QJ71FL71-B5-F01, QJ71FL71-B2-F01

개요

FL-net(OPCN-2)은 일본의 경제산업성(구 통상산업성)의

외곽단체인(재) 제조과학기술센터의 FA 오픈 추진 협의회

(JOP)가 표준화한 오픈 FA 네트워크입니다.

FL-net(OPCN-2)은 2000년 4월부터 일본전기공업회로 이

관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 제조회사의 PLC(PC)나 수치 제어 장치

(CNC) 등과 같은 각종 FA 컨트롤러나 PC를 상호 접속하여

제어ㆍ감시할 수 있습니다.

특징

■FL-net(OPCN-2)의 공통적인 특징

●멀티벤더의 실현

많은 다른 제조회사의 PLC(PC)나 수치 제어 장치(CNC) 등

의 컨트롤러나 PC 등을 상호 접속하여 제어ㆍ감시할 수 있

습니다.

●표준 규격에 준거

OA 기기로 보급되어 있는 Ethernet용 네트워크 기기(트랜시

버나 HUB(허브), 케이블, PC용 LAN 카드 등)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고속화 대응

앞으로 10Mbps → 100Mbps → 1Gbps의 전송 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네트워크

최대 254대의 기기(노드)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254대 중에 제어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249대입니다. 나

머지 5대는 고장 진단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2종류의 통신 기능

사이클릭 전송에 의한 각 노드가 동일한 데이터를 항상 공유

할 수 있는 코먼 메모리 기능과,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보만

을 교환하는 메시지 통신 기능 모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코먼 메모리

코먼 메모리는 8k비트＋8k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마스터가 필요 없는 방식에 의한 높은 신뢰성

마스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 노드의 참가ㆍ이탈 시 다른

노드의 통신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어느 노드도 자유롭게

전원을 ON/OFF하거나 메인터넌스할 수 있습니다.

■QJ71FL71-T-F01, QJ71FL71-B5-F01,

QJ71FL71-B2-F01의 특징

●데이터 보증

영역2(워드 영역)에서 더블 워드(32비트) 데이터의 동일성

(분리 방지 )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1

*1：분리 방지

분리 방지란, 위치결정 모듈의 현재값 등 2워드(32비트)의 의
미를 가지는 데이터가 사이클릭 전송 타이밍에 1워드(16비트)
단위로 새로운 데이터와 기존의 데이터로 분리되는 것을 방지
하는 기능입니다.

●사용하는 케이블에 따라 3종류의 모듈을 준비

QJ71FL71-T-F01 ：10BASE-T를 지원

QJ71FL71-B5-F01 ：10BASE5를 지원

QJ71FL71-B2-F01 ：10BASE2를 지원

●PING 커맨드 응답 기능 지원

상대 노드에서 PING 커맨드가 발행되었을 때, FL-net 모듈

은 PING 커맨드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자기진단 기능 내장

FL-net 모듈은 H/W 테스트, 자기 진단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QJ71FL71-T-F01/QJ71FL71-B5-F01/QJ71FL71-B2-F01은

FL-net(OPCN-2) Ver.2.00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FL-net

모듈입니다.

FL-net(OPCN-2) Ver.2.00은 FL-net(OPCN-2) Ver.1.00과의

호환성이 없으므로, FL-net(OPCN-2) Ver.1.00 네트워크에 접

속할 수 있는 QJ71FL71/QJ71FL71-T/QJ71FL71-B5/

QJ71FL71-B2(및 타사 Ver.1.00 제품)와는 교신(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QJ71FL71/QJ71FL71-T/QJ71FL71-B5/QJ71FL71-B2용

으로 작성한 시퀀스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기기는 활용할 수 있

습니다.

기존의 FL-net(OPCN-2) Ver.1.00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경우

에는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2.6 FL-net (OPCN-2) 인터페이스 모듈

PC
컴퓨터

상위 LAN Ethernet (TCP/IP, UDP)

FL-net (OPCN-2) (Ethernet 베이스 제어 네트워크)

패널

컨트롤러

필드 네트워크

기 기 센서

구동 장치

PC PC

컨트롤러

포인트



외관

(1) QJ71FL71-T-F01

* 1：트위스트 페어선 접속 시의 커넥터 부근의 휨 반지름(R1：기
준값)은 (케이블 외형×4) 이상으로 하십시오.

단위：mm

(2) QJ71FL71-B5-F01

트랜시버용
DC 전원

* 1：AUI 케이블 접속 시의 커넥터 부근의 휨 반지름(R2：기준값)
은 (케이블 외형×4) 이상으로 하십시오.

단위：mm

(3) QJ71FL71-B2-F01

단위：mm

기능 일람

2.6.1 FL-net(OPCN-2) 인터페이스 모듈:
QJ71FL71-T-F01, QJ71FL71-B5-F01, QJ71FL71-B2-F01

2.6 FL-net (OPCN-2) 인터페이스 모듈

기 능 기능 내용

사이클릭

전송

(1) 대용량 데이터 교신

코먼 메모리 방식에 의해

ㆍ비트 데이터(영역1)：8k비트

(512워드)

ㆍ워드 데이터(영역2)：8k워드

(8192워드)

의 데이터를 사이클릭 전송할 수가 있다.

(최대 8.5k워드/노드의 사이클릭 데이터의 송수신

가능.)

(2) 리프레시 시간의 보증

리프레시 사이클 허용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메시

지 전송(트랜전트 전송)을 제어하여 리프레시 시간

을 보증할 수 있다.

메시지

전송

(1) 투과형 메시지 전송

ㆍ특정 노드의 메시지 영역에 대해서 메시지 데이

터(최대 1024바이트)의 송수신 가능.

ㆍ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트랜잭션ㆍ코드 이외를 송

수신하는 것이 가능.

(2) 워드 블록으로의 데이터 읽기/쓰기

가상 메모리 액세스 방식에 의해 각 제조회사에서

할당할 수 있는 가상 어드레스 공간의 데이터를 워

드 단위로 읽기/쓰기하는 것이 가능.

(3) 반환 데이터 응답

반환 커맨드를 수신한 경우, 수신한 데이터를 그대

로 송신하는 것이 가능.

(4) 파라미터 읽기

각 노드의 네트워크 파라미터(벤더명, 토큰 감시

시간 등)를 읽는 것이 가능.

(5) 로그 정보 읽기/클리어

각 노드가 가지고 있는 통신 로그 정보를 읽기/클

리어하는 것이 가능.

(6) 디바이스 프로파일 읽기

각 노드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프로파일 정보를

읽는 것이 가능.

자기진단 기능

(1) H/W 테스트 모드

GX Developer에서 H/W 테스트 모드를 설정하여,

FL-net 모듈의 H/W 테스트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

(2) 자기 진단 테스트

GX Developer에서 진단 테스트 모드를 설정하여,

FL-net 모듈의 송수신 기능, 회선 상태 테스트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

PING 커맨드

응답 기능

FL-net(OPCN-2)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상대 기

기(DOS/V PC 등)에서 자국 FL-net 모듈에 PING 커맨

드를 발행하여 FL-net 모듈의 IP 어드레스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

멀티 CPU

기능 대응

동일 베이스에 여러 장의 CPU 모듈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도 임의의 CPU 모듈에서 제어(관리)하는 것이

가능.

GX

Configurator

-FL에 의한

파라미터

설정

(1) 파라미터 설정

GX Configurator-FL을 사용하여 코먼ㆍ메모리를

할당하거나 감시 시간 등의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

(2) 자동 리프레시

사이클릭 데이터를 자동 리프레시하는 것이 가능.



성능 사양

*1：센터(메인) 허브에 최대 12대까지 가능합니다. 접속 단수는 최대 4단까지 가능합니다.접속이
*2：사이클릭 데이터 영역과 디바이스 영역 간의 전송 시간에 대해 설명합니다.

(a) 자동 리프레시 시

(a) 최소 전송 지연 시간[ms]= 「SM1」＋토큰 유지 시간＋「SM2」
(b) 최대 전송 지연 시간[ms]= 「SM1」＋(리프레시 사이클×4)＋「SM2」

SM1：송신측 시퀀스 스캔(리프레시 시간 포함)
SM2：수신측 시퀀스 스캔(리프레시 시간 포함)

*4：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5079 이전인 제품의 DC5V 내부 소비 전류, 중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DC5V 내부 소비 전류：0.70A ㆍ중량：0.14kg

2.6.1 FL-net(OPCN-2) 인터페이스 모듈:
QJ71FL71-T-F01, QJ71FL71-B5-F01, QJ71FL71-B2-F01

2.6 FL-net (OPCN-2) 인터페이스 모듈

(b) BMOV(FROM/TO) 시

*3：사이클릭 데이터 영역과 디바이스 영역 간의 전송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프레시 시간[ms]=KM1＋(KM2×총전송 워드수)＋(KM3×자동 리프레시 설정에서의 설정 개수)

KM1, KM2, KM3：상수

항목

사양

데이터 전송 속도

전송 방법 베이스밴드

전기적 인터페이스 IEEE802.3 준거(CSMA/CD 준거)

전송 프로토콜 UDP/IP FA 링크 프로토콜

노드 간 최장 거리

최대 세그먼트 길이

시스템 최대 노드수 254대

최대 노드수 254대/모든 허브(12대 )*1 100대/세그먼트 30대/세그먼트

최소 노드 간격

사이클릭 데이터량 최대(8k비트＋8k워드)/시스템, 최대(8k비트＋8k워드)/노드

메시지 데이터량 최대 1024바이트

코먼 메모리 영역 영역1(비트 영역)：8k비트, 영역2(워드 영역)：8k워드

가상 어드레스 공간과 물리 메모리

에러 로그 메모리 영역 512워드

스테이터스 메모리 영역 비트 영역：2k비트, 워드 영역：2k워드

자노드 파라미터 설정 영역 96워드

다른 노드 파라미터 설정 영역 2048워드

파라미터 수집 영역 512워드

디바이스 프로파일 메모리 영역 512워드

메시지 영역(트랜전트 영역) 최대 1024바이트×2(송신ㆍ수신 각 1개)

메시지 전송 500ms 이하(1:1 한쪽의 메시지 도달 시간)

토큰 시작 시간
새로 참가：시작 시간=3000＋(최소 노드 번호/8의 나머지)×4＋1200[ms]

도중 참가：참가 시간=리프레시 사이클×3＋자노드 번호×4[ms]

리프레시 시간

전송 지연 시간

보호 등급

온라인 모듈 교환 불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DC5V 소비 전류

외형 치수

중량

상수

기본 베이스

증설 베이스

기본 베이스

증설 베이스

기본 베이스

증설 베이스

전송 워드수
전송 시간[ms]

1점

1000점

항목



기기 구성

■10BASE-T:QJ71FL71-T-F01

■10BASE5:QJ71FL71-B5-F01

■10BASE2:QJ71FL71-B2-F01

＜QJ71FL71-T-F01, QJ71FL71-BS-F01,

QJ71FL71-B2-F01 동봉품＞

＜별도 준비품＞

다음의 기기는 별도로 준비하십시오.

(10BASE-T 접속 시)

(10BASE-5 접속 시)

(10BASE-2 접속 시)

2.6.1 FL-net(OPCN-2) 인터페이스 모듈:
QJ71FL71-T-F01, QJ71FL71-B5-F01, QJ71FL71-B2-F01

2.6 FL-net (OPCN-2) 인터페이스 모듈

허브

허브 허브 트위스트 페어선

교신 상대 기기

N형 터미네이터 10BASE5용 동축 케이블 트랜시버

AUI 케이블

교신 상대 기기

DC
전원

터미네이터 RG58/U 동축 케이블 T 타입 커넥터

교신 상대 기기

품명 내용

매뉴얼
FL-net(OPCN-2) 인터페이스 모듈 사용자 매뉴

얼(하드웨어편)

실드/비실드

트위스트

페어선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카테고리 3, 4, 5

잭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RJ45

허브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10BASE-T용

(10Mbps용)

매뉴얼
FL-net(OPCN-2) 인터페이스 모듈 사용자 매뉴

얼(상세편)

트랜시버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SQE TEST(Signal Quality Error TEST) 또는

Heartbeat가 동작하는 제품

동축 케이블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AUI 케이블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N형 터미네이터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트랜시버

공급용 전원
트랜시버 및 AUI 케이블의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

매뉴얼
FL-net(OPCN-2) 인터페이스 모듈 사용자 매뉴

얼(상세편)

동축 케이블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RG58A/U 또는 RG58C/U(50Ω)

BNC 타입

터미네이터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Tyco Electronics AMP K. K.의 221629-4 대응

제품)

T 타입 커넥터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Hirose Electric UG-274/U(1S) 대응 제품)

매뉴얼
FL-net(OPCN-2) 인터페이스 모듈 매뉴얼(상세

편)

품명 내용

품명 내용

품명 내용



■적용 시스템

＜적용 모듈과 장착 가능 장수＞

FL-net 모듈을 접속할 수 있는 PLC국과 장착 가능 장수를

나타냅니다.

*1：본 매뉴얼 1장의 각 CPU 시스템 항목에서, 시스템 구성에 관
한 기재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2：2.5.2항의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FL-net 모듈을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다

음과 같이 대응됩니다.

FL-net 모듈을 사용할 때는 GX Developer가 필요합니다.

2.6.1 FL-net(OPCN-2) 인터페이스 모듈:
QJ71FL71-T-F01, QJ71FL71-B5-F01, QJ71FL71-B2-F01

2.6 FL-net (OPCN-2) 인터페이스 모듈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 고

CPU 모듈

최대 8장

최대 24장

최대 64장
Q 모드에만

장착 가능*1

최대 64장

네트워크

모듈
최대 64장

MELSECNET/H

리모트 I/O국*2

소프트웨어 버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Version 1.10L 이후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8 이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4 이후

SW0D5C-QFLU 00A

이후멀티 CPU

시스템
Version 6 이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7.10L

이후
Version 1.13 P 이후

멀티 CPU

시스템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하는 경우
Version 6 이후

SW0D5C-QFLU 00A

이후

*1

*1



2.6.2 FL-net(OPCN-2) 인터페이스 모듈 설정ᆞ모니터 툴：
GX Configurator-FL

개요

GX Configurator-FL은 FL-net(OPCN-2) 인터페이스 모듈

QJ71FL71-T-F01, QJ71FL71-B5-F01, QJ71FL71-B2-

F01을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초기 설정을 하거나, 사이클

릭 전송으로 송신/수신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CPU 디바이스

메모리에 읽기ㆍ쓰기하도록 설정하기 위한 유틸리티 패키지

로서, GX Developer에 애드 인하여 사용합니다.

GX Configurator-FL에서는 초기 설정이나 자동 리프레시 설

정을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시퀀스 프로그램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설정 상태나 동작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유틸리티

■초기 설정

FL-net(OPCN-2)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

한 초기값을 화면상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이

필요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드명
(2) 사이클릭 데이터 영역1의 선두 어드레스

(3) 사이클릭 데이터 영역1의 크기

(4) 사이클릭 데이터 영역2의 선두 어드레스

(5) 사이클릭 데이터 영역2의 크기

(6) 토큰 감시 타임 아웃 시간

(7) 최소 허용 프레임 간격

초기 설정된 데이터는 PLC CPU의 파라미터에 등록되어

PLC CPU가 RUN될 때 자동적으로 FL-net 모듈에 쓰여집니

다.

초기값 설정 화면 샘플

■자동 리프레시 설정

자동 리프레시할 FL-net(OPCN-2) 인터페이스 모듈 버퍼메

모리의 스테이터스 데이터 비트 영역, 스테이터스 데이터 워

드 영역, 사이클릭 데이터 영역을 설정합니다.

자동 리프레시가 설정된 FL-net 모듈 버퍼메모리의 저장값

은, CPU 모듈의 END 명령 실행 시에 자동으로 지정된 디바

이스에 읽기ㆍ쓰기됩니다.

자동 리프레시 설정 화면 샘플

■모니터/테스트

●모니터/테스트

FL-net(OPCN-2) 인터페이스 모듈의 버퍼메모리나 입출력

신호를 모니터/테스트합니다.

●스테이터스 데이터 영역

스테이터스 데이터 영역의 정보를 모니터합니다.

●자/타 노드 파라미터 정보

자ㆍ타 노드의 파라미터 정보를 모니터합니다.

모니터/테스트 화면 샘플

2.6 FL-net (OPCN-2) 인터페이스 모듈



GX Configurator-FL을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설정 개수

CPU 모듈 및 MELSECNET/H 네트워크 시스템의 리모트 I/O국은 장착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용으로 사용되며, GX

Configurator에서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설정 개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2.6.2 FL-net(OPCN-2) 인터페이스 모듈 설정ᆞ모니터 툴：
GX Configurator-FL

2.6 FL-net (OPCN-2) 인터페이스 모듈

예를 들어, 리모트 I/O국에 복수의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장착한 경우, 모든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파라미터 설정 개수

의 합이 리모트 I/O국의 최대 파라미터 설정 개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십시오.

파라미터 설정 개수의 합은 초기 설정과 자동 리프레시 설정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GX Configurator-FL에서 1모듈별로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설정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동일 언어의 GX Developer Version 4 이후에 GX Configurator-FL을 인스톨하십시오.
GX Developer(일본어판)와 GX Configurator-FL(영문판) 또는 GX Developer(영문판)와 GX Configurator-FL(일본어판)은 조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GX Configurator-FL은 GX Developer Version 3 이전의 제품에 애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동작 환경

GX Configurator-FL을 사용하는 PC의 동작 환경에 대해 설명합니다.

*3：Windows XP Professional 및 Windows XP Home Edition 사용 시는 큰 글꼴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장착 대상
최대 파라미터 설정 개수

초기 설정 자동 리프레시 설정

대상 모듈 초기 설정 자동 리프레시 설정

항 목 주변기기

기본 소프트웨어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CPU 필요 메모리

MELSECNET/H 리모트 I/O국

FL-net 모듈 2(고정) 14(최대 설정수)

인스톨(애드 인) 위치 *1 GX Developer Version 4 이후에 애드 인*2

컴퓨터 본체 Windows®가 동작하는 PC

CPU
아래 표의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참조

필요 메모리

인스톨 시 65MB 이상

동작 시 10MB 이상

디스플레이 해상도 800×600도트 이상*3

기본 소프트웨어

「XP호환 모드」 및 「사용자 간이 전환」

은 지원되지 않음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 용량

Pentium 133MHz 이상®

Pentium 133MHz 이상®

Pentium 150MHz 이상®

Pentium 133MHz 이상®

Pentium 133MHz 이상®

Pentium 300MHz 이상®

Pentium 300MHz 이상®

32MB 이상

32MB 이상

32MB 이상

32MB 이상

64MB 이상

128MB 이상

128MB 이상



2.7 CC-Link 마스터ᆞ로컬 모듈

QJ61BT11N

개요

제어와 정보의 통합을 추구하는 CC-Link(Control(제어) ＆

Communication(정보) Link)는 실시간성, 분산 제어, 인텔리

전트 기기와의 통신, RAS 기능 등 업계 상위의 기능ㆍ성

능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수많은 필드 기기 제조회사와 연

계하여 오픈 환경을 제공하는 배선 절감 및 정보화를 구축하

기 위한 네트워크입니다.

QJ61BT11N에서는 MELSEC-A/QnA 시리즈의 특징을 이어

받아 리모트 디바이스국 초기화 순서 등록 기능 등과 같은

편리한 기능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QJ61BT11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리모트 네트워크 Ver. 1 모

드와 리모트 네트워크 Ver. 2 모드(CC-Link Ver. 2에 대응

하는 자국을 사용)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 1

* 1：RAS:Reliability(신뢰성), Availability(가동성), Serviceability
(서비스성)의 약칭

특징

CC-Link 시스템은 분산 배치한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

능 모듈, 특수 기능 모듈 등을 전용 케이블로 묶어 PLC CPU

에서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1) 컨베이어 라인이나 기계 장치 등의 설비기기에 각 모듈

을 분산하여 설치함으로써, 시스템 전체의 배선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2) 각 모듈이 취급하는 입출력 등의 ON/OFF 정보나 수치

데이터를 쉽게 고속으로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3) PLC CPU를 복수로 접속함으로써, 간단하게 분산 시스

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4) 파트너 제조회사 제품의 각종 디바이스 기기를 접속함

로써, 사용자의 용도에 대응하는 모든 시스템에 유연

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으

하

리모트 I/O국 …………… 비트 단위의 정보만을 취급하는 리모

트국

리모트 디바이스국 … 비트 단위의 정보와 워드 단위의 정보

를 취급하는 리모트국

……

로컬국 ……… … PLC CPU를 가지고 있어 마스터국 및

다른 로컬국과 교신할 수 있는 국

……… …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트랜전트 전송을 할 수 있는 국

■사이클릭 통신

CC-Link에서는 사이클릭 데이터 영역을 각각의 리모트 I/O

국ㆍ리모트 디바이스국ㆍ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로컬국으

로 할당할 수 있으며, 리모트 입출력 및 리모트 레지스터 데

이터가 자동적으로 리프레시됩니다. 또한, 리모트 입출력 및

리모트 레지스터 데이터는 다른 로컬국에도 전달되므로 로

컬국에서도 리모트국의 동작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터국이 QJ61BT11N 리모트 네트워크 Ver. 2 모드

또는 리모트 네트워크 추가 모드이고 로컬국이 QJ61BT11N

의 리모트 네트워크 Ver. 1 모드 또는 QJ61BT11/A(1S)

J61QBT11/A(1S)J61BT11일 때는 로컬국과 마스터국 간에

교신은 할 수 있지만 Ver. 2 대응국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

니다.

■트랜전트 통신

CC-Link에서는 주기적ㆍ자동으로 전달되는 사이클릭 통신

외에 부정기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트랜전트 통신 방식이

있습니다. 트랜전트 통신은 마스터국ㆍ로컬국ㆍ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이 발행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특정 PLC에서 다른 PLC의 디바이스 데이터 등을 읽거

나 쓴다.

(2) 마스터국의 PLC에서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에 데이터

를 송수신한다.

(3) GX Developer에서 다른 PLC의 프로그램을 읽기/쓰기

하거나 모니터한다.

(4) 상위의 PC 등에서 PLC의 디바이스 데이터를 읽기/쓰기

한다.

■오픈 네트워크

다양한 필드 기기를 직접 CC-Link에 접속하여 배선 절감을

구현하기 위해, 일본 내외의 많은 기기 제조회사와 협력 관

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필드 기기를 선택하여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오픈 네트워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

다.

CC-Link에 접속할 수 있는 파트너 제조회사 제품, 리모트

I/O국, 리모트 디바이스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에 대해

는 CC-Link 협회가 발행한 제품 카탈로그 및 당사가 발행

미쓰비시전기의 CC-Link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CC-Link를 세계에 보급하고자 설립된 CC-Link 협회는

CC-Link 제품 개발 파트너 제조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비

영리 단체입니다.

CC-Link 협회 홈 페이지 URL http://www.cc-link.org

서

한

각 분야에 적합한

마스터국 … …………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제어하는 국……

마스터국

PLC
CPU

리모트 I/O국

파트너 제조회사 제품 리모트 디바이스국

리모트 I/O국
로컬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PLC
CPU

http://www.cc-link.org


■시스템에 대응하는 모드의 선택

CC-Link 시스템에는 다양한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4가지

모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모드의 개요를 나타냅니다.

■사이클릭 점수 확장

리모트 네트워크 Ver. 2 모드 또는 리모트 네트워크 추가 모

드 선택 시, 확장 사이클릭 설정(1배 설정/2배 설정/4배 설

정/8배 설정)에 의해 1네트워크당 RX/RY를 최대 8192점,

RWr/RWw를 최대 2048워드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국당, RX/RY를 최대 224점, RWr/RWw를 최대 32워드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릭 점수를 확장하는 경우, 다음 2가지 모드 중에서 선

택하십시오.

ㆍ리모트 네트워크 Ver. 2 모드… 새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 적합한 모드

ㆍ리모트 네트워크 추가 모드 … 기존의 Ver. 1 시스템에

Ver. 2에 대응하는 자국을

추가하는 경우에 적합한 모

드

1모듈당 사이클릭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1) 리모트 네트워크 Ver. 1 모드에서는 사이클릭 점수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주2) 리모트 I/O국은 Ver. 2에 대응하지 않으므로 사이클릭 점수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주3) 파라미터는 GX Developer 8.03D 이후의 버전을 사용하여 설
정하십시오.

■리모트 I/O국의 점수 설정

(리모트 네트워크 Ver. 2 모드만)

리모트 I/O국의 입출력 점수를 설정합니다.

이 설정을 하면 CPU 디바이스의 할당이 최소화되어 리모트

I/O국에 대한 리모트 입력 RX, 리모트 출력 RY의 빈 점수가

적어집니다.
주) 파라미터는 GX Developer 8.03D 이후의 버전을 사용하여 설정

하십시오.
전용 명령으로는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Ver. 2 모드로 리모트 I/O국의 점수를 설정한 경우

■기존의 모듈과의 호환성

●마스터ᆞ로컬 모듈의 호환성

QJ61BT11N은 기존의 모듈(QJ61BT11)과 리모트 네트워크

Ver. 1 모드에서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사이클릭 점수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거나 QJ61BT11N을 기

존 모듈의 보수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리모트 네트워크 Ver.

1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CC-Link 전용 케이블의 호환성

Ver. 2 모드에서는 기존의 CC-Link Ver.1.00 및 Ver.1.10

대응 CC-Link 전용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I/O국의 병용

Ver. 2 모드에서는 Ver. 1에 대응하는 자국, Ver. 2에 대응

하는 자국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GX Developer 또는 전용 명령에 의한 파라미터 설

정

파라미터 설정 방법에는 GX Developer에 의한 설정 방법과

LPASET 명령에 의한 설정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설정 방법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1：로컬국의 파라미터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2：베이식 모델 QCPU의 경우 2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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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드 접속 가능국 개 요

리모트 네트워크

Ver. 1 모드
리모트 I/O국

리모트

디바이스국

인테리전트

디바이스국

로컬국

대기 마스터국

리모트 네트워크

Ver. 2 모드

사이클릭 점수를 확장하여 새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 사용

한다.

리모트 네트워크

추가 모드

기존의 시스템에 Ver. 2에 대응하

는 자국을 추가하여, 사이클릭 점

수를 확장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리모트 I/O

네트워크 모드
리모트 I/O국

마스터국과 리모트 I/O국만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때 사용한다.

고속으로 사이클릭 전송을 하므

로 링크 스캔 타임을 줄일 수 있

다.

기존의 모듈(QJ61BT11)과 완전

하게 호환되는 모드. 사이클릭

점수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거나

QJ61BT11N을 기존 모듈의 보수

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사용한

다.

확장 사이클릭 설정

1배 설정 2배 설정 4배 설정 8배 설정

1국

점유

리모트 입출력(RX, RY)

리모트 레지스터

(RWw, RWr)

리모트 입출력(RX, RY)

리모트 레지스터

(RWw, RWr)

리모트 입출력(RX, RY)

리모트 레지스터

(RWw, RWr)

리모트 입출력(RX, RY)

리모트 레지스터

(RWw, RWr)

2국

점유

3국

점유

4국

점유

파라미터

설정용

프로그램

필요 여부

자동

리프레시
장착 가능

PLC CPU의

RUN 중

파라미터 변경

GX Developer에

의한 파라미터

설정

불필요 8장* *2, 3

RLPASET 명령에

의한 파라미터

설정*1

필요 64장

기존의 Ver. 1 모드의 경우

(국번1:1국 점유)

리모트 출력 RY

국번2

국번3

8점 출력 모듈

빈 슬롯

마스터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국번2:1국 점유) (국번3:1국 점유) (국번4:1국 점유)

국번1

국번4

8점 출력 모듈 16점 출력 모듈 32점 출력 모듈

(국번1:1국 점유)마스터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국번2:1국 점유) (국번3:1국 점유) (국번4:1국 점유)

국번3

국번1

국번4

국번1빈 슬롯

빈 슬롯

빈 슬롯

빈 슬롯

8점 출력 모듈 8점 출력 모듈 16점 출력 모듈 32점 출력 모듈

32 점

4 점

64 점

8 점

96 점

12 점

128 점

16 점

32 점

8 점

96 점

16 점

160 점

24 점

224 점

32 점

64 점

16 점

192 점

32 점

320 점

48 점

448 점

64 점

128 점

32 점

384 점

64 점

640 점

96 점

896 점

128 점



*3：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의 경우, 시리얼 No. 상위 5자리가
“08032” 이후인 제품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08032” 이전의 제품에서는 4장이 됩니다.

■자동 CC-Link 기동

시퀀스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아도 QJ61BT11N을 장착하

고 전원을 투입하기만 하면, CC-Link를 기동하고 모든 데이

터를 리프레시합니다.

다만 64장 미만을 접속한 경우에는 링크 스캔 타임을 최적

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파라미터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주1) 자동 CC-Link 기동 기능의 대상은 PLC CPU측에서 보아 선두

I/O No.가 가장 작은 “QJ61BT11N” 1장뿐입니다.
주2) 베이식 모델 QCPU와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서는 리프

레시 디바이스가 다릅니다.

■시스템 다운 방지(자국 분리 기능)

버스 접속 방식이므로 전원 OFF 등으로 다운된 모듈이 발생

하여도, 정상적인 모듈과의 교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2피스 단자대를 사용한 모듈은 데이터 링크 중에 모듈

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교환할 모듈의 전원을 OFF하고 나

서 교환하십시오.)

다만 케이블이 단선되면, 모든 국이 데이터 링크를 할 수 없

게 됩니다.

■자동 복렬 기능

전원 OFF 등으로 해열 된 모듈은 정상 상태로 돌아오면, 자

동적으로 데이터 링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국 PLC CPU 이상 발생 시의 데이터 링크 상

태 설정

마스터국의 PLC CPU에서 SP.UNIT ERROR 등의 “운전 정

지 에러”가 발생된 경우의 데이터 링크 상태를 설정(정지/속

행)할 수 있습니다.

BATTERY ERROR 등의 “운전 속행 에러” 발생 시에는 설정

에 관계없이 데이터 링크를 계속합니다.

■데이터 링크 이상국에서의 저장 데이터 상태 설정

데이터 링크 이상국에서 입력(수신)되는 데이터를 클리어하

거나 유지(이상이 발생하기 직전의 상태)할 수 있습니다.

■PLC CPU STOP 시의 자국 리프레시/강제 클리어

지정

PLC CPU가 STOP 되었을 때 리모트국, 로컬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및 대기 마스터국에 출력 데이터를 리프레시할

것인지, 강제 클리어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기 마스터 기능

PLC CPU나 전원 등의 이상에 의해 마스터국에 이상이 발

생된 경우, 대기 마스터국(마스터국의 백업용 국)으로 전환

함으로써 데이터 링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대기 마스터국에서 데이터 링크를 제어하는 도중에도 마스

터국은 복렬할 수 있어 대기 마스터국의 다운에 대비합니다.

■대기 마스터국에서 링크 기동 가능

마스터국이 향후에 추가할 예정으로 마스터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기 마스터국을 마스터국으로 하여 데이터

링크를 기동할 수 있습니다.

■예약국 기능

실제로 접속되어 있지 않은 국(장래에 접속할 국)을 예약국

으로 설정하여 이상국으로 취급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Ver. 2 모드 시는 예약국을 0점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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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3
마스터국

리모트국

데이터 링크 속행

국번4

국번5

국번7

국번1

로컬국

(2국 점유) (1국 점유) (2국 점유)

(4국 점유)

리모트국 리모트국

로컬국
(1국 점유)

국번3
마스터국

리모트국

국번4

국번5

국번7

로컬국

(2국 점유) (1국 점유) (2국 점유)

(4국 점유)

리모트국 리모트국

로컬국
(1국 점유)국번1

국번1:점유 국수1

대기 중

사이클릭 교신

마스터국에서 데이터 링크 제어

마스터국
대기 마스터국

데이터 링크

제어 중

리모트 디바이스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사이클릭 교신 사이클릭 교신

국번2:점유 국수2 국번4:점유 국수1

제어 중

마스터국 다운 발생→대기 마스터국에서 데이터 링크 제어

사이클릭 교신사이클릭 교신사이클릭 교신

마스터국

대기 마스터국
국번0→1

데이터 링크
리모트 디바이스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국번4:점유 국수1국번2:점유 국수2

장래적에 접속할 국

(예약국)

로컬국
(4국 점유)

리모트국

마스터국
국번1 국번3 국번8 국번10

리모트국 리모트국 리모트국
(2국 점유) (1국 점유) (2국 점유) (1국 점유)

(예약국)

국번4

정상 상태로 돌아온 마스터국이 복렬→마스터국이 대기 마스터국의 다운에 대비해 대기
마스터국

국번0→1
대기 마스터국

대기 중
제어 중

데이터 링크
리모트 디바이스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국번1:점유 국수2 국번4:점유 국수1

사이클릭 교신 사이클릭 교신 사이클릭 교신

국번0→1

대기 마스터국 이상 발생→마스터국에서 데이터 링크 제어
마스터국
국번1→0

정상 상태로 돌아온 대기 마스터국이 복렬→대기 마스터국이 마스터국의 다운에 대비해 대기
마스터국

제어 중
데이터 링크

리모트 디바이스국

리모트 디바이스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대기 중

사이클릭 교신 사이클릭 교신 사이클릭 교신

대기 마스터국

대기 마스터국
국번1:점유 국수1

국번2:점유 국수2 국번4:점유 국수1

국번4:점유 국수1국번2:점유 국수2

사이클릭 교신사이클릭 교신사이클릭 교신

데이터 링크

제어 중

이상국



■에러 무효국 설정 기능

시스템 구성상 전원을 차단해야 하는 모듈을 네트워크 파라

미터의 마스터국 및 로컬국 설정에서 "데이터 링크 이상국"

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다만 에러를 검출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십시오.

■고속 링크 스캔

마스터국과 리모트 I/O국으로만 구성된 시스템에서 리모트

I/O 네트워크 모드로 설정하면 링크 스캔 타임을 줄일 수 있

습니다.

(통신 속도：10Mbps 시)

■리모트 디바이스국 초기화 순서 등록 기능

시퀀스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도 GX Developer를 사용

하여 리모트 디바이스국의 초기 설정을 하는 기능입니다. 설

정 예 및 설정 항목에 대해 설명합니다.

●리모트 디바이스국 등록 기능에서의 설정 항목

■인터럽트 프로그램용 이벤트 발행

GX Developer에서 설정한 조건이 성립되면, 발행

하여 PLC CPU의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는 기

능입니다.

이벤트를

주) 기능 버전 A의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용 명령

QJ61BT11N에서는 다음의 전용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호환성

GX Developer의 A→Q 프로그램 변환, QnA→Q 프로그램

변환을 사용하면 기존의 프로그램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주) 네트워크 파라미터 설정 명령 RLPA, 자동 리프레시 파라미터
설정 명령 RRPA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RLPA/RRPA 명령을 삭

제한 다음, GX Developer 또는 RLPASET 명령에서 파라미터를
설정하십시오.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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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 리모트 I/O 네트워크 모드 리모트 네트워크 모드

설정 항목 설정 내용

실행 플래그 설정 내용 유효ㆍ무효 설정

동작 조건ㆍ

순서 실행 조건
쓰기 조건을 설정합니다.

실행 내용 쓰기 디바이스 및 쓰기 데이터를 설정합니다.

대상국 명령 내용

마스터국

로컬국

RIRD
지정국의 버퍼메모리 또는 지정국 PLC CPU의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습니다.

RIWT
지정국의 버퍼메모리 또는 지정국 PLC CPU의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씁니다.

인텔리

전트

디바이스

국

RIRD 지정국의 버퍼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습니다.

RIWT 지정국의 버퍼메모리에 데이터를 씁니다.

RIRCV
지정국과 자동적으로 핸드셰이크를 실행하여,

지정국의 버퍼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습니다.

RISEND
지정국과 자동적으로 핸드셰이크를 실행하여,

지정국의 버퍼메모리에 데이터를 씁니다.

RIFR 지정국의 자동 갱신 버퍼의 데이터를 읽습니다.

RITO 지정국의 자동 갱신 버퍼에 데이터를 씁니다.

마스터국 RLPASET
마스터국에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나서

데이터 링크를 기동합니다.

에러 무효국으로 설정하는 국

국번1
마스터국

로컬국

(2국 점유)
리모트국

데이터 링크 이상국이 되지 않습니다

국번3

(1국 점유)
리모트국

국번5

(2국 점유)
리모트국

(4국 점유)
리모트국

(1국 점유)

국번7국번4

국번1
마스터국

로컬국

(2국 점유)

국번3

(1국 점유)
리모트국

국번5

(2국 점유)
리모트국

(4국 점유)
리모트국

(1국 점유)

국번7국번4

리모트국

국번 설정
스위치

전송 속도ㆍ
모드 설정
스위치

[단자대의 뚜껑을 연 그림]

단위：mm



Q 대응 CC-Link와 AnS/Q2AS 대응 CC-Link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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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응하는 CPU 또는 CC-Link 마스터ㆍ로컬 모듈에 대해서는 사용자 매뉴얼 및 프로그래밍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1：마스터국이 존재하지 않을 때 대기 마스터국을 마스터국으로 하여 수 있습니다.링크를 기동할

리모트 I/O 네트워크 모드 리모트 네트워크 Ver. 1 모드

리모트

네트워크

Ver. 2 모드

비고

PLC 종류 Q 모드 QnA/Q2AS
A 모드,

AnU/A2US
Q 모드 QnA/Q2AS

A 모드,

AnU/A2US
Q 모드

CC-Link

모듈 형명

접속 가능 리모트ㆍ

로컬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디바이스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로컬국, 대기 마스터국

통신 속도 최고 10Mbps

1 시스

템당

최대

링크

점수

32점
리모트

1국당

링크

점수

링크 스캔 타임 짧음 보통

CC-Link 자동 기동 기능 없음 있음*1 없음 있음*1

대기 마스터 기능 없음

마스터국이

고장 상태에

서 복귀 시에

네트워크에

복귀 가능.

있음

마스터국이 고장 상태에서

복귀 시에 네트워크에 복귀

불가능.

있음

마스터국이

고장 상태에

서 복귀 시에

네트워크에

복귀 가능.

리모트 디바이스국 등록

기능

인터럽트 프로그램 기동

GX Developer에

의한 네트워크 파라미터

설정

전용 명령에 의한

네트워크 파라미터

설정

있음

(RLPASET

명령)

있음*2

(RLPA 명령)

있음

(RLPASET

명령)

전용 명령의 자

세한 사항은 프

로그래밍 매뉴얼

에서 확인하십시

오.

없음

없음

없음

없음없음없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RX(1비트)

RY(1비트)

RWr(1워드)

RWw(1워드)

RX(1비트)

RY(1워드)

RWr(1워드)

RWw(1워드)

없음

없음

32점

32점

32점

4점

4점

0~7FF(2048점)

0~7FF(2048점)

0~FF(256점)

0~FF(256점)

0~1FFF

(8192점)

0~1FFF

(8192점)

0~7FF

(2048점)

0~7FF

(2048점)

128점

128점

32점

32점

0~7FF(2048 )점

0~7FF(2048 )점



기능 일람

*2：베이식 모델 QCPU와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서는 리프레시 디바이스가 다릅니다.
*3：기능 버전 A의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MELSECNET/H 리모트 I/O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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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X Developer에서 설정하는 경우, 8.03D 이후의 버전을 사용하십시오.

항목 기능 개요

사이클릭 전송 기능
마스터국ㆍ리모트 I/O국ㆍ리모트 디바이스국ㆍ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ㆍ로컬국 간에 링크 디바이스

RX/RY/RWr/RWw로 교신한다.

트랜전트 전송 기능 마스터국ㆍ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ㆍ로컬국 간에 교신할 대상을 지정하여 임의의 타이밍에 교신한다.

GX Developer에 의한 파라미터 설정 GX Developer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파라미터, 자동 리프레시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전용 명령에 의한 파라미터 설정*5 RLPASET 명령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인터럽트 프로그램 기동 * *3, 5 지정 조건 데이터를 수신하였을 때 CPU 모듈의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기동한다.

자국 분리 기능
전원 OFF 등으로 데이터 링크를 할 수 없게 된 모듈을 정상적인 모듈만으로 데이터 링크를 계

속한다.

분리하여

자동 복렬 기능
전원 OFF 등으로 데이터 링크를 할 수 없게 된 모듈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면, 자동적으로 데이터 링

크에 복귀되도록 한다.

마스터국 PLC CPU 이상 발생 시의

데이터 링크 상태 설정
마스터국 PLC CPU에서 “운전을 정지하는 에러”가 발생된 경우의 데이터 링크 상태를 설정한다.

데이터 링크 이상국에서의 저장 데이터

상태 설정

전원 OFF 등으로 데이터 링크에 이상이 발생한 국으로부터 입력(수신)된 데이터의 상태(클리어/유지)를

설정한다.

PLC CPU STOP 시의 자국 리프레시/

강제 클리어 설정 *1

PLC CPU가 STOP 되었을 때 자국에 출력 데이터를 리프레시할 것인지, 강제 클리어할 것인지를 설정한

다.

대기 마스터 기능 *5 마스터국의 이상 시에 대기 마스터국으로 전환하여 데이터 링크를 계속한다.

리모트 디바이스국 초기화 순서 등록

기능
GX Developer를 사용하여 리모트 디바이스국의 초기 설정을 한다.

인터럽트 프로그램용 이벤트 발행
GX Developer에서 설정한 조건이 , 이벤트를 발행하여 PLC CPU에 인터럽트 프로그램이 실행

되도록 한다.

성립되면

자동 CC-Link 기동 *2 전원을 투입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CC-Link가 기동되도록 한다.

리모트 네트워크 모드 모든 국(리모트국, 로컬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대기 마스터국)과 교신한다.

리모트 I/O 네트워크 모드 *5 마스터국과 리모트 I/O국으로만 구성된 시스템의 경우 링크 스캔 타임을 단축한다.

예약국 기능
장래에 접속할 모듈을 예약국으로 설정함으로써, 데이터 링크 이상국으로 취급되지 않게 한다. 또한, 예

약국과 설정된 국의 점수를 0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에러 무효국 설정 기능
시스템 구성상 전원을 차단해야 하는 모듈을 네트워크 파라미터에서 “에러 무효국”으로 설정하여 데이터

링크 이상국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한다.

스캔 동기 기능
동기 모드*5 링크 스캔을 시퀀스 스캔에 동기되도록 한다.

비동기 모드 링크 스캔을 시퀀스 스캔에 동기되지 않도록 한다.

일시 에러 무효국 설정 기능 온라인 중에 GX Developer에서 지정한 모듈을 일시적으로 데이터 링크 이상국으로 취급되지 않게 한다.

데이터 링크의 정지/재기동 데이터 링크를 실행하고 있을 때, 데이터 링크를 정지/재기동되도록 한다.

국번 중복 체크 기능 점유 국수의 중복 여부와 국번 설정0 모듈이 시스템에 복수로 존재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멀티 CPU 시스템 대응 * *4, 5
AJ65BT-G4-S3 또는 다른 국 CPU를 경유하여 QJ61BT11N이 장착되어 있는 멀티 CPU 시스템의 임의

의 CPU에 대해서 모니터하거나 프로그램을 읽기/쓰기할 수 있다.

리모트 I/O국의 점수 설정 *1 리모트 I/O국의 입출력 I/O 점수를 8점/16점/32점 중에서 빈 점수를 줄일 수 있다.선택하여

사이클릭 점수 확장*1
1대당 사이클릭 점수를 Ver. 1 모드 사용 시 RX/RY 128점, RWr/RWw 16점을 사용할 수 있는데 비해,

Ver. 2 모드를 사용하면 최대 RX/RY 896점, RWr/RWw 128점까지 확장할 수 있다.



성능 사양

*2：리모트 디바이스국/로컬국/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대기 마스터국→마스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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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스터국→리모트 디바이스국/로컬국/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대기 마스터국

항목 사양

1 시스템당

최대 링크

점수

리모트 네트워크

Ver. 1 모드
리모트 네트워크 Ver. 2 모드, 리모트 네트워크 추가 모드

리모트 입출력

(RX, RY)

리모트 레지스터

(RWw)*1

리모트 레지스터

(RWr)*2

1국당 링크

점수

확장 사이클릭 설정 1배 설정 2배 설정 4배 설정 8배 설정

리모트 입출력

(RX, RY)

32점(로컬국은

30점)

32점(로컬국은

30점)

32점(로컬국은

30점)

64점(로컬국은

62점)

128점(로컬국은

126점)

리모트 레지스터

(RWw)

리모트 레지스터

(RWr)

점유 국수 마다의 링크 점수

트랜전트 전송 최대 480워드/국

전송 속도

통신 방식 폴링 방식

동기 방식 플래그 동기 방식

부호화 방식 NRZI 방식

전송로 형식 버스(RS-485)

전송 포맷 HDLC 준거

오류 제어 방식

(다음 페이지에 계속)

2048점

256점

256점

8192점

2048점

2048점

4점

4점

32점

4점

4점

64점

8점

8점

96점

12점

12점

128점

16점

16점

4점

4점

32점

4점

4점

64점

8점

8점

96점

12점

12점

128점

16점

16점

8점

8점

32점

8점

8점

96점

16점

16점

160점

24점

24점

224점

32점

32점

16점

16점

64점

16점

16점

192점

32점

32점

320점

48점

48점

448점

64점

64점

32점

32점

128점

32점

32점

384점

64점

64점

640점

96점

96점

896점

128점

128점



(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2.7 CC-Link 마스터ㆍ로컬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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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접속 장수

(마스터국 시)

64대

다만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것

리모트 네트워크 Ver. 1 모드의 경우

조건1

a ：1국 점유 모듈의 장수

b ：2국 점유 모듈의 장수

c ：3국 점유 모듈의 장수

d ：4국 점유 모듈의 장수

조건2

A： 리모트 I/O국의 장수≤64대

B： 리모트 디바이스국의 장수≤42대

C： 로컬국, 대기 마스터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

국의 장수≤26대

리모트 네트워크 Ver. 2 모드, 리모트 네트워크 추가 모드의 경우

조건1

a ：1국 점유 Ver. 1 대응 자국,

1국 점유 Ver. 2 대응 자국 1배 설정의 합계 장수

b ：2국 점유 Ver. 1 대응 자국

2국 점유 Ver. 2 대응 자국 1배 설정의 합계 장수

c ：3국 점유 Ver. 1 대응 자국,

3국 점유 Ver. 2 대응 자국 1배 설정의 합계 장수

d ：4국 점유 Ver. 1 대응 자국,

4국 점유 Ver. 2 대응 자국 1배 설정의 합계 장수

a2：1국 점유 Ver. 2 대응 자국 2배 설정의 장수

b2：2국 점유 Ver. 2 대응 자국 2배 설정의 장수

c2：3국 점유 Ver. 2 대응 자국 2배 설정의 장수

d2：4국 점유 Ver. 2 대응 자국 2배 설정의 장수

a4：1국 점유 Ver. 2 대응 자국 4배 설정의 장수

b4：2국 점유 Ver. 2 대응 자국 4배 설정의 장수

c4：3국 점유 Ver. 2 대응 자국 4배 설정의 장수

d4：4국 점유 Ver. 2 대응 자국 4배 설정의 장수

a8：1국 점유 Ver. 2 대응 자국 8배 설정의 장수

b8：2국 점유 Ver. 2 대응 자국 8배 설정의 장수

c8：3국 점유 Ver. 2 대응 자국 8배 설정의 장수

d8：4국 점유 Ver. 2 대응 자국 8배 설정의 장수

조건 2

조건 3

조건 4

A： 리모트 I/O국의 장수≤64대

B： 리모트 디바이스국의 장수≤42대

C： 로컬국, 대기 마스터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의 장수≤26대

점유 국수(로컬국 시) 1~4국(GX Developer의 파라미터 설정에 의해 전환)

최대 케이블

총연장과 국간

케이블 길이

(Ver.1.10)

(주1)

시스템 구성에

관계없이 사양

동일

Ver.1.10 대응 CC-Link 전용 케이블(종단 저항 110Ω 사용 시)

전송 속도 국간 케이블 길이 최대 케이블 총연장(주3)

20cm 이상

(다음 페이지에 계속)

항목 사양

마스터국 리모트 I/O국
또는

리모트 디바이스국

리모트 I/O국
또는

리모트 디바이스국

또는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로컬국
또는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국간 케이블 길이

최대 케이블 총연장

로컬국



주2) CC-Link 전용 케이블/ Ver.1.10 대응 CC-Link 전용 케이블과 CC-Link 전용 고성능 케이블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케이블
의 종류에 맞는 종단 저항을 접속해야 합니다.

주3) 리피터(T분기) 모듈/광리피터 모듈/공간 광리피터 모듈을 사용하면 케이블을 연장하거나 T분기할 수 있습니다.

2.7 CC-Link 마스터ㆍ로컬 모듈

QJ61BT11N

(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주1) 기존의 국간 케이블 길이의 제약 사항을 개선하여, 국간 케이블 길이를 일률적으로 이상을 Ver.1.10으로 정의합니다. Ver.1.10
과 대비하여 종래 제품을 Ver.1.00으로 정의합니다.

'20cm'

최대 케이블

총연장과 국간

케이블 길이

(Ver.1.00)

시스템 구성

(1)

리모트 I/O국/

리모트

디바이스국

만으로 구성

*1：리모트 I/O국 또는 리모트 디바이스국의 국간 케이블 길이

*2：마스터국과 전후국과의 국간 케이블 길이

시스템 구성

(2)

리모트 I/O국/

리모트

디바이스국/

로컬국/

마스터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으로 구성

대기

*1：리모트 I/O국 또는 리모트 디바이스국의 국간 케이블 길이

*2：마스터국/로컬국/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과 전후국과의 국간 케이블 길이

*：리모트 I/O국 또는 리모트 디바이스국의 국간 케이블 길이를 이 범위의 길이로 1곳이라도 배선하면, 최대

케이블 총연장 길이가 상기와 같이 됩니다.

접속 케이블 CC-Link 전용 케이블/CC-Link 전용 고성능 케이블/Ver.1.10 대응 CC-Link 전용 케이블(주2)

보호 등급 IP1XB

RAS 기능 자동 복렬 기능, 자국 분리 기능, 링크 특수 릴레이/레지스터에 의한 이상 검출

온라인 모듈 교환 불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형 치수

중량

항목 사양

리모트 I/O국
또는

리모트 디바이스국

마스터국
리모트 I/O국
또는

리모트 디바이스국

리모트 I/O국
또는

리모트 디바이스국

리모트 I/O국
또는

리모트 디바이스국

최대 케이블 총연장

CC-Link 전용 케이블(종단 저항 110Ω 사용) CC-Link 전용 고성능 케이블(종단 저항 130Ω 사용)

통신

속도

국간 케이블 길이 최대 케이블

총연장

(주3)

이상

통신

속도

국간 케이블 길이 최대 케이블

총연장

(주3)

접속 장수

1~32장

접속 장수

33~48장

접속 장수

49~64장

*：리모트 I/O국 또는 리모트 디바이스국의 국간 케이블 길이를 이 범위의 길이로 1곳이라도 배선하면, 최대

케이블 총연장 길이가 상기와 같이 됩니다.

리모트 I/O국
또는

리모트 디바이스국

마스터국
리모트 I/O국
또는

리모트 디바이스국

리모트 I/O국
또는

리모트 디바이스국

리모트 I/O국
또는

리모트 디바이스국

최대 케이블 총연장

CC-Link 전용 케이블(종단 저항 110Ω 사용) CC-Link 전용 고성능 케이블(종단 저항 130Ω 사용)

통신

속도

국간 케이블 길이 최대 케이블

총연장

(주3)

통신

속도

국간 케이블 길이 최대 케이블

총연장

(주3)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시스템 구성

■QJ61BT11N

＜QJ61BT11N 동봉품＞

＜별도 준비품＞

다음의 기기(매뉴얼)는 별도로 준비하십시오.

■적용 시스템

＜적용 모듈과 장착 가능 장수＞

QJ61BT11N을 장착할 수 있는 CPU 모듈, 네트워크 모듈(리

모트 I/O국용) 및 장착 가능 장수를 나타냅니다.

(1) GX Developer에서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경우

(2) 전용 명령으로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경우

* 1 ,
.

1：본 매뉴얼 장의 각 CPU 시스템 항목에서 시스템 구성에 관
한 기재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2.5.2항의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리모트 네트워크 추가 모드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면
동작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 3：리모트 네트워크 추가 모드로 사용하는 경우,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5032 이후인 PLC CPU를 사용하십시오.

대응하지 않는 PLC CPU를 사용하면 동작을 보증할 수 없습
다.니

* 4：이중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경우,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
가 06052 이후인 QJ61BT11N을 사용하십시오.

대응하지 않는 QJ61BT11N을 사용하면 동작을 보증할 수 없
습니다.

* 5：로컬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용 명령으로는 파라미터를 설정
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자국＞

Ver. 1 대응 자국 및 Ver. 2 대응 자국을 모두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1) PLC용 소프트웨어

QJ61BT11N을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대응됩니다.

QJ61BT11N을 사용할 때는 GX Developer가 필요합니

다.

*1：리모트 네트워크 Ver. 2 모드 또는 리모트 네트워크 추가 모드
로 사용하는 경우, Version 8.03D 필요합니다.이후의 제품이

(2) 리모트 기기용 파라미터 설정ㆍ모니터/테스트 지원 툴

*2：Q 시리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GX Configurator-CC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CC-Link 전용 케이블

CC-Link 시스템에서는 CC-Link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십시

오.

CC-Link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으면 CC-Link 시스템

의 성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CC-Link 전용 케이블의 사양, 문의 시에는 CC-Link 협회

홈 페이지 URL http://www.cc-link.org/를 참조하십시오.

주) CC-Link 협회에서 발행한 배선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2.7 CC-Link 마스터ㆍ로컬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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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내용

종단 저항 110Ω, 130Ω 각 2개

매뉴얼
CC-Link 시스템 마스터ㆍ로컬 모듈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CC-Link 케이블 CC-Link 전용 케이블

매뉴얼
CC-Link 시스템 마스터ㆍ로컬 모듈

사용자 매뉴얼(상세편)

품명 내용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고

CPU 모듈

최대 2장

최대 4장

Q 모드에서만

장착 가능

최대 4장

최대 4장

네트워크 모듈 최대 4장
MELSECNET/H

리모트 I/O국*2

CPU 모듈

최대 2장

최대 64장

Q 모드에서만

장착 가능

최대 64장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고

* *1, 2

* *1, 3

* *1, 2

* * *1, 2, 4

* * *1, 2, 5

* * *1, 2, 5

* * *1, 3, 5

소프트웨어 버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8 이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4 이후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6 이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7.10 L 이후

멀티 CPU 시스템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하는

경우
Version 6 이후

품 명 형 명 비 고

리모트 파라미터 설정,

리모트국 RX, RY, RWw, RWr

모니터/테스트. *2

종단 저항 종단 저항
CC-Link 케이블

http://www.cc-link.org/


전용 플랫 케이블 사용 시

CC-Link/LT 마스터 모듈

※ 마스터 모듈은 반
드시 간선의 한쪽에
장착해 주십시오.

종단 저항
● CL9-TERM
※ 양단(양쪽 끝)에는 모두 같은
종단 저항을 사용하십시오.

마스터 모듈에 가까운 곳
(20cm 이내)에 장착하십시오.

전용 전원

미쓰비시전기엔지니어링(주)

핸디 라인 테스터

전원 어댑터

범용 전원

전원 어댑터(증설 시)

나사 단자대 타입
리모트 I/O 모듈

센서 커넥터 타입
리모트 I/O 모듈

MIL 커넥터 타입
리모트 I/O 모듈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타입
리모트 I/O 모듈

케이블 타입
리모트 I/O 모듈

종단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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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CC-Link/LT는 복잡한 배선 작업, 배선 잘못 등을 개선하여

제어반 및 장치의 배선을 절감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센서, 구동 장치와 컨트롤러 간에 간편하게 배선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응답 시간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특징

■통신 케이블의 원터치 탈착

전용 커넥터를 사용하여 통신 케이블과 원터치로 탈착함으

로써 간단하게 모듈을 증설ㆍ추가하거나 교환할 수 있습니

다.

전용 플랫 케이블, VCTF 케이블, 동작 케이블을 사용하여

배선 작업 시간 및 케이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설정 불필요

CC-Link/LT 시스템을 동작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파라미터

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그래밍의 간소화

CC-Link/LT의 링크 디바이스는 PLC CPU의 X/Y 디바이스

에 할당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를 인식하지 않고도 X/Y 디

바이스만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CC-Link/LT 진단

GX Developer의 CC-Link/LT 진단에 의해 마스터국 동작

상태, 이상국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쉽게 메인터넌

스할 수 있습니다.

＜자국 모니터 화면＞

＜회선 테스트 화면＞

QCPU(Q 모드) 마스터국 리모트국

X 리프레시 링크 스캔
입력

Y 리프레시 링크 스캔
출력



■고속 리프레시

256점, 0.5ms의 고속 리프레시를 실현합니다.(전송 속도

2.5Mbps, 16점 모드, 16장 접속 시)

■점수 모드 설정

1국당 점유 점수 및 입출력 점유 점수를 설정함으로써, I/O

점수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I/O 제어

최대 2048점(X：1024점, Y：1024점)의 I/O 제어가 가능합

니다.

■ 데이터 링크의 정지/재기동

데이터 링크 하고 있을 때 정지하거나 재기동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국 종류 정보 저장

전원 투입 후 또는 리모트국 추가 후에 초기화 교신에 의해

점유 점수, 입출력 종류 등을 검출하여 버퍼메모리에 저장

합니다.

■전송 속도의 자동 추종(리모트국)

전송 속도는 마스터 모듈에 설정하면 리모트국에는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픈 네트워크

CC-Link/LT는 CC-Link와 같은 오픈 네트워크입니다.

멀티벤더를 이용하여 최적의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으므

로 편리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CC-Link 협회는 CC-Link를 세계에 보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CC-Link 제품 개발 파트너 제조회사로 구성되어 있는 비영

리 단체입니다.

CC-Link 협회 홈 페이지 URL http://www.cc-link.org

외관

■ 외형 치수

기능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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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능 개요

사이클릭

통신 기능

마스터국ㆍ리모트국 간에 링크 디바이스를

않고도 1국당 X/Y 각 최대 16점, 최대 64국의 통신이

가능합니다.

신경쓰지

점수 모드 설정
1국당 점유 점수 및 입출력 점유 점수를 설정함으로

써, I/O 점수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송 속도

자동 추종 기능

전송 속도는 마스터 모듈에 설정하면 리모트국에는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프레시

범위 지정 기능

최종 국번을 설정함으로써 접속되지 않은 국에 대한

리프레시를 중지하여 링크 스캔 타임을 줄일 수 있습

니다.

자국 분리 기능

이상에 의해 다운된 모듈이 발생되어도, 정상적인 모

듈과의 교신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선 케이블이 단선되면, 모든 국이 데이터 링크

할 수 없게 됩니다.

자동 복렬 기능
이상 발생에 의해 해열된 모듈은 정상 상태로 돌아오

면, 자동으로 데이터 링크에 참가합니다.

링크 스캔 타임(2.5Mbps 시)

16점 모드

8점 모드

4점 모드

국수

(ms)

전송 속도,
모드 설정용
스위치

CC-Link/LT
통신용 커넥터

단위：mm

http://www.cc-link.org


성능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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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양

점수 모드

최대 링크 점수

[ ] 안은 동일 입출력 어드레스 사용 시

1국당 링크 점수

[ ] 안은 동일 입출력 어드레스 사용 시

링크

스캔

타임

32국 접속

시

점수

64국 접속

시

점수

전송 속도

통신 방식 BITR 방식(Broadcastpolling+Interval Timed Response)

전송로 형식 T분기 방식

오류 제어 방식 CRC

접속 대수 64대

리모트 국번

* 1：지선 길이에는 2의 길이도 포함됩니다.*

(최대 지선 길이 및 총지선 길이에는 2의 길이도 포함됩니다.)*

총거리 연장

전송 속도

간선 길이

최대 지선 길이

총지선 길이

지선 최대 접속 대수(1분기당) 8대

국간 거리 제한 없음

T분기 간격 제한 없음

마스터국 접속 위치 간선의 끝에 접속

접속 케이블 VCTF 케이블(JIS C 3306 준거)

동작 케이블(CC-Link 협회 인정품)

보호 등급

RAS 기능 네트워크 진단, 내부 자기 진단, 자국 분리, 자동 복렬

온라인 모듈 교환 불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32/48/64/128/256/512/1024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모듈의 스위치 설정에 따름)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부 공급 전원

(전원 어댑터에서 공급)

전압

소비 전류

외형 치수

전용 플랫 케이블(0.75mm ×4)2

T분기 접속

마스터국
T분기 간격 길이

지선 길이

종단 저항 전원
어댑터

리모트
I/O국

간선

지선

간선 길이(지선 길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종단 저항

지선 길이

국간 거리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중량

4점 모드

256점 [512점]

4점 [8점]

128점

0.7ms

2.2ms

8.0ms

256점

1.2ms

4.3ms

15.6ms

2.5M/625k/156kbps

8점 모드

512점 [1024점]

8점 [16점]

256점

0.8ms

2.7ms

10.0ms

512점

1.5ms

5.4ms

20.0ms

16점 모드

1024점 [2048점]

16점 [32점]

512점

1.0ms

3.8ms

14.1ms

1024점

2.0ms

7.4ms

27.8ms

IP2X

1~64

2.5Mbps

35m

4m

15m

625kbps

100m

16m

50m

125kbps

500m

60m

200m



제어 점수

(점수 모드 설정과 입출력 점유 점수 설정)

점수 모드 설정이란, 리모트국 1점유국당 제어할 수 있는 점

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점수 모드에는 4점 모드, 8점 모드, 16점 모드의 3종류가 있

으며, 같은 입출력 점유 점수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점

수 모드의 설정에 따라 제어할 수 있는 리모트 국수가 바뀝

니다.

■간이 설정

점수 모드 설정과 입출력 점유 점수의 간이 설정 방법에 대

해 설명합니다.

사용하시는 리모트국 입출력 점수에 따라, 아래 표를 참고

하여 점수 모드 설정과 입출력 점유 점수를 설정하십시오.

■응용 설정

점수 모드 설정과 입출력 점유 점수의 응용 설정 방법에 대

해 설명합니다.

입출력 점유 점수 설정, 점수 모드 설정과 접속 가능 국

수와 관계를 나타냅니다.

(1) 제어할 수 있는 리모트국수는 같은 입출력 점유 점수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점수 모드의 설정에 따라 바뀝

니다.

4점 모드 및 8점 모드의 최대 링크 점수보다 입출력 점유 점수를

크게 설정한 경우, 4점 모드 및 8점 모드의 최대 링크 점수를 초

과하는 입출력 점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점수 모드에 따라 같은 리모트 모듈일지라도 점유 국수

가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16점 모듈의 경우, 4점 모드, 8점 모드, 16

점 모드로 설정한 경우, 각각 4국 점유, 2국 점유, 1국

점유로 변경됩니다.

(3) 어느 점수 모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는 사용하는 리

모트 모듈의 점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가

장 많은 리모트 모듈의 점수에 점수 모드를 설정하면 필

요없는 빈 점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 2점 리모트국：1대, 4점 리모트국：4대, 8점 리모

트국：1대, 16점 리모트국：1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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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국

입출력 점수

QJ61CL12의

입출력 점유 점수 설정

QJ61CL12의

점수 모드 설정

256점 이하

마스터국

■ 4점 모드(4점/국)
입출력 점유 점수 48점

■ 8점 모드(8점/국)
입출력 점유 점수 64점

■ 16점 모드(16점/국)
입출력 점유 점수 128점

총국수 12국 총국수 8국 총국수 7국

1국

2국

1국

1국

4국

1국

1국

1국

1국

1국

1국

2국

1국

1국

1국

1국

1국

1국

1국

1국

1국

1국

국① 국② 국③ 국⑤

국⑤

국⑦

국⑤

①

입력 4점 입력 8점 입력 4점 입력 16점

입출력 4점

출력 4점

입력 2점

②

④

⑤

⑥

⑦

③

4점

8점

4점

2점

16점

4점

4점

빈 2점

빈 4점

①

②

④

⑤

⑥

⑦

③

4점

8점

4점

2점

16점

4점

4점

빈 4점

빈 4점

빈 4점

빈 6점

빈 4점

①

②

④

⑤

⑥

⑦

③

4점

8점

4점

2점

16점

4점

4점

빈 12점

빈 12점

빈 12점

빈 14점

빈 8점

빈 12점

포인트

16점

4점 모드

32점

64점

128점

256점

257~512점 512점 8점 모드

513~1024점 1024점 16점 모드

입출력 점유

점수 설정
16점 32점 48점 64점

128

점

256

점

512

점

1024

점

점수

모드

설정

4점

모드
4국 8국 12국 16국 32국 64국 64국 64국

8점

모드
2국 4국 6국 8국 16국 32국 64국 64국

16점

모드
1국 2국 3국 4국 8국 16국 32국 64국



시스템 구성

■간선ㆍ지선 접속 케이블 조합

●이종 케이블의 혼용

(1) 간선

이종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케이블은

(2) 지선

(a) 이종 케이블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동일 지선에는 이종 케이블을 함께 사용할 수 없습

니다.

다만 케이블 장착 모듈(CL1Y2-T1D2S 등)의 경우,

모듈 전용 플랫 케이블의 길이를 20cm 이하로 하

이종 케이블을 접속할 수 있습니다.면

●간선에 전용 플랫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스템 구성

예

간선ㆍ지선 접속 케이블 조합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CC-Link, CC-Link/LT 데이터 북을 참조하십시오.

당

사의

■전원 선정

●전원 선정 방법

CC-Link/LT의 시스템에는 전원 어댑터가 반드시 1개 이상

필요합니다.

1개의 전원 어댑터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다음의 2가지 조

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 전원 어댑터를 여러 개 사용하

는 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합니다.

1. 전원 어댑터의 전류 용량이 5A

이므로

소비 전류의 합계≤5A

2. 각 모듈의 최저 동작 전압이

20.4V이므로

전압강하≤3.6V

(24V-20.4V=3.6V)

전원 선정 방법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CC-Link,

CC-Link/LT 데이터 북을 참조하십시오.

당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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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61CL12

예)

20cm 이하
케이블 장착
모듈

간선(VCTF 케이블)

지선(전용 플랫 케이블)

지선(VCTF 케이블)

간선(VCTF 케이블)

지선(전용 플랫 케이블)

지선(VCTF 케이블)

리모트
모듈

리모트
모듈

리모트
모듈

리모트
모듈

리모트
모듈

●간선에 VCTF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스템 구성 예

간선(전용 플랫 케이블)

지선(전용 플랫 케이블)

지선(동작 케이블)

마스터
모듈

전원
어댑터

범용 전원

리모트
모듈

리모트
모듈

리모트
모듈

리모트
모듈

리모트
모듈

리모트
모듈

리모트
모듈

리모트
모듈

마스터
모듈

20cm 이하
케이블 장착

모듈

동작 케이블 접속용 커넥터

전용 플랫 케이블 접속용 커넥터

종단 저항(CL9-TERM)

시판 단자대

종단 저항 접속 방법

종단 저항(CL9-TERM)

장착

VCTF 케이블
접속용 커넥터
(마스터 모듈 접속용)

VCTF 케이블
접속용 커넥터
(종단 저항 접속용)

VCTF 케이블

전원
어댑터

범용 전원

간선(전용 플랫 케이블)

지선(전용 플랫 케이블)

지선(동작 케이블)

리모트
모듈

리모트
모듈

리모트
모듈

리모트
모듈

리모트
모듈

리모트
모듈

리모트
모듈

리모트
모듈

20cm 이하
케이블 장착

모듈

동작 케이블 접속용 커넥터

전용 플랫 케이블 접속용 커넥터

종단 저항(CL9-TERM)

시판 단자대

전원 선정 계산

소비 전류 계산

소비 전류≤5A

전압강하 계산

(간이 계산)

전압강하≤3.6V

전원 선정 완료

어댑터를 여러 개
사용하는 시스템으
로 재검토한다

전압강하의 계산
(상세 계산)
별책 매뉴얼

전압강하≤3.6V



*2：CC-Link/LT 시스템에는 전원 어댑터(＋전원) 또는 전용 전
원이 반드시 1장 이상 필요합니다.

*3：DC24V 전원(사용자 준비품)과 함께 사용합니다.

■적용 시스템

＜적용 모듈과 장착 가능 장수＞

QJ61CL12를 장착할 수 있는 CPU 모듈 및 네트워크 모듈

(리모트 I/O국용)과 장착 가능 장수를 나타냅니다.

*1：사용하는 PLC CPU의 입출력 점수 및 QJ61CL12의 입출력
점유 점수의 설정 내용에 따라 장착 가능 장수가 다릅니다.

*2：본 매뉴얼 1장의 각 CPU 시스템 항목에서, 시스템 구성에 관
한 기재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3：2.5.2항의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PLC용 소프트웨어
QJ61CL12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다음

과 같이 대응됩니다.

QJ61CL12를 사용할 때는 GX Developer가 필요합니다.

*1：CC-Link/LT 진단을 실행하는 경우, Version 7.17T 이후의 제
품이 필요합니다.

2.8 CC-Link/LT 마스터 모듈

QJ61CL12

＜QJ61CL12 동봉품＞

＜별도 준비품＞

다음의 기기(매뉴얼)는 별도로 준비하십시오.

*1：미쓰비시전기시스템서비스(주) 제품입니다.

품명 내용

매뉴얼
CC-Link/LT 시스템 마스터 모듈 사용자 매뉴얼

(하드웨어편)

통신용

커넥터

CL9-CnF-18：CC-Link/LT 전용 플랫 케이블 접속용 커넥

터(10개/1세트)*1

CL9-CNR-23：VCTF 케이블 접속용 커넥터(20개/1세트),

케이블 절연체 외경Ф2.1~2.4*1

CL9-CNR-20：동작 케이블 접속용 커넥터(20개/1세트),

케이블 절연체 외경Ф1.8~2.1*1

센서

커넥터

ECN-□(커넥터색이나 선의 지름에 따라 형명이 다름)：

센서 커넥터 타입 전용 입출력 커넥터(20개/1세트) *1

케이블

CL9-FL4-18：CC-Link/LT 전용 플랫 케이블 *1

VCTF 케이블：JIS C 3306에 준하는 다음의 케이블

종류

도체
절연

체

두께

시스

두께

도체

저항

(20℃)

공칭

단면

적

소선 개

수/소선

지름

외경

비닐 캡

타이어

원형

코드

가동 케이블：CC-Link 협회에 문의하십시오.

종단

저항

CL9-TERM：CC-Link/LT 전용 종단 저항(2개/1세트) *1

CL9-RYVK：CC-Link/LT 플랫 케이블 전용 종단 저항

(2개/1세트)*1

전원 DC24V 전원(사용자 준비품)*2

전원

어댑터
CL1PAD1：CC-Link/LT용 전원 어댑터(5A) * *2, 3

전용

전원

CL1PSU-2A：CC-Link/LT 전용 전원*2

입력：AC100/120/200/230/240V 50/60Hz

출력：DC24V+10%/-5% 2A

매뉴얼
CC-Link/LT 시스템 마스터 모듈 사용자 매뉴얼

(상세편)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1
비 고

CPU 모듈

최대 16장

최대 24장

최대 64장
Q 모드에서만

장착 가능*2

최대 64장

네트워크

모듈
최대 64장

MELSECNET/H

리모트 I/O국*3

소프트웨어

버전*1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8 이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4 이후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6 이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7.10 L 이후

멀티 CPU 시스템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한

경우
Version 6 이후

품명 내용
*2

*2

4심



2.9 AS-i 마스터 모듈
2.9.1 AS-i 마스터 모듈:

QJ71AS92

개요

AS-i Actuator-Sensor-Interface의 약자로서 IEC 규격：

IEC 62026-2에 의해 제정된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QJ71AS92는 AS-interface Specification Version2.11

(AS-i Ver.2.11으로 줄여서 표현)에 대응하며, AS-i 시스템

의 마스터 모듈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는

특징

■슬레이브의 최대 접속 대수

QJ71AS92는 AS-i 마스터로서 A계열과 B계열로 분할하여

최대 62대의 슬레이브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슬레이브와 교신 가능

1채널 = 16비트로서 1채널~ 4채널의 AS-i 아날로그 입력/

출력 슬레이브와 가능합니다.교신이

■총연장 거리

총연장 거리는 최대 100m입니다.

다만 리피터를 2대 사용하면 최대 300m까지 늘릴 수 있습

니다.

■자동 슬레이브 번호 할당 기능

(자동 어드레스 할당 기능)

슬레이브를 교체할 때 교체하기 전의 슬레이브와 같은 슬레

이브 번호가 자동적으로 설정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유틸리티 패키지에 의한 간편한 설정

유틸리티 패키지(GX Configurator-AS)는 별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패키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틸리티 패키지를 사용하면 자동 화

면에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시퀀스 프로그램을 줄일 수 있

음은 물론 설정 상태나 동작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

다.

리프레시를

외관

통신용 커넥터
(동봉)

단위：mm

기능 일람

항목 내용

AS-i 슬레이브와

의 교신 기능
AS-i 슬레이브와 교신하는 기능.

유틸리티에 의한

자동 리프레시

기능

유틸리티 패키지(GX Configurator-AS)를 사용하

여 QJ71AS92 입출력 데이터의 CPU 모듈 디바이

스 메모리에 자동 리프레시하는 기능.

자동 슬레이브

번호 할당 기능

슬레이브를 교체할 때 교체하기 전의 슬레이브와

같은 슬레이브 번호가 자동적으로 설정되도록 하

는 기능입니다.

파라미터 설정

기능

유틸리티 패키지, 모듈 앞면의 CODE LED 및 스위

치 또는 시퀀스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슬레이브

번호 및 QJ71AS92의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기능.

AS-i 전원

출력 슬레이브용
보조 전원

슬레이브 번호
1A

슬레이브 번호
31B

슬레이브 번호
1B

슬레이브 번호
31A



성능 사양

아날로그 슬레이브 역시 1대당 입력 4점, 출력 4점을 사용합니다.

2.9 AS-i 마스터 모듈
2.9.1 AS-i 마스터 모듈:

QJ71AS92

항목 사양

AS-i 시스템 최대 슬레이브수*1 62(A계열：31, B계열：31)

최대 입출력 점수*2

(1점=1비트)

입력

출력

아날로그 최대 입출력 점수

(1점=16비트)

입력

출력

입출력 리프레시 시간

약 5ms(I/O 슬레이브 계열 분할 안함)

약 10ms(I/O 슬레이브 계열 분할)

약 35ms(아날로그 슬레이브 1채널당)

통신 속도 167kbps

전송 거리 최장 100m(리피터를 2개 사용하면 최장 300m)

접속 형식 버스 네트워크 형식(스타, 라인, 트리, 링 모두 가능)

통신 방식 APM 변조 방식(Alternating Pulse Modulation)

오류 제어 방식 패리티 체크

보호 등급 IP2X

내장 메모리 EEPROM(파라미터 등록용) 쓰기 횟수：10만회

적합 케이블 AS-i 케이블 사용

온라인 모듈 교환 불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DC5V 내부 소비 전류 0.40A

외부 공급 전원
전압 TYP. DC30.5V(AS-i 전원에서 공급)

소비 전류

외형 치수

중량

슬레이브 기종 계열 분할 가능 여부

AS-i Ver.2.11 대응 I/O 슬레이브 I/O 슬레이브의 각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S-i Ver.2.04 대응 I/O 슬레이브
불가능

AS-i Ver.2.11 대응 아날로그 슬레이브

248점

248점

124점

124점

*1：계열 분할이 가능한 Ver.2.11 대응 I/O 슬레이브만으로 구성한 경우의 최대 슬레이브수입니다. 계열을 분할할 수 없는 Ver.2.11 대응
I/O 슬레이브, 아날로그 슬레이브, Ver.2.04 대응 슬레이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식으로 산출하십시오.
(N +N )+2×(N +N )≤62IO-A IO-B A IO

N : 계열을 분할할 수 없는 Ver.2.11 대응 I/O 슬레이브수 또는 Ver.2.04 대응 I/O 슬레이브수：IO

*2：슬레이브 번호 1개에 대해 입력 4점, 출력 4점을 사용합니다.

N : Ver.2.11 대응 A계열의 I/O 슬레이브수, N : B계열의 I/O 슬레이브수, N : 아날로그 슬레이브수AIO-A IO-B



시스템 구성

■AS-i 시스템의 접속 형식

AS-i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접속합니다.

(1) AS-i 시스템에는 스타 형식, 라인 형식, 트리 형식 및 링

형식이 있습니다.

(2) AS-i 시스템은 종단 저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총배선

길이는 리피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0m, 리피터를

2대 사용하는 경우 300m입니다.
(3) AS-i 전원은 AS-i 시스템에 1대를 접속하며 AS-i 시스

템상의 어디에라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리피터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리피터를 접속한 다음에도 AS-i 전원을

접속합니다.

각 접속 형식의 예를 나타냅니다.

(a) 스타 형식

(b) 라인 형식

(c) 트리 형식

(d) 링 형식

＜QJ71AS92 동봉품＞

＜별도 준비품＞

다음의 기기(매뉴얼)는 별도로 준비하십시오.

■적용 시스템

＜적용 CPU와 장착 가능 ＞장수

QJ71AS92를 장착할 수 있는 CPU 모듈과 장착 가능 를

나타냅니다.

장수

*1：본 매뉴얼 1장의 각 CPU 시스템 항목에서, 시스템 구성에 관

한 기재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QJ71AS92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다음

과 같이 대응됩니다.

QJ71AS92를 사용할 때는 GX Developer가 필요합니다.

2.9 AS-i 마스터 모듈
2.9.1 AS-i 마스터 모듈:

QJ71AS92

AS-i
전원

S:슬레이브

리피터

AS-i
전원

AS-i
전원

리피터

AS-i
전원

S:슬레이브 AS-i
전원

AS-i
전원

리피터

리피터

(주)
링 접속 시에 트리 접속 등은 분기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루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리피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AS-i
전원

AS-i
전원

AS-i
전원

AS-i
전원

S:슬레이브

리피터

리피터

S:슬레이브

품명 내용

통신 커넥터 AS-i 시스템 통신용 커넥터

매뉴얼
AS-i 마스터 모듈 사용자 매뉴얼

(하드웨어편)

AS-i 전원 AS-i용 전원

AS-i 케이블 AS-i용 케이블

AS-i 슬레이브 AS-i용 슬레이브국

매뉴얼
AS-i 마스터 모듈 사용자 매뉴얼

(상세편)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고

CPU 모듈

최대 8대

최대 24대

최대 64대
Q 모드에서만

장착 가능*1

최대 64대*1

*1

*1

소프트웨어 버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Version 1.13 P 이후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8 이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4 이후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6 이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7.10L

이후멀티 CPU

시스템

품명 내용



2.9 AS-i 마스터 모듈
2.9.2 AS-i 마스터 모듈 설정ㆍ모니터 툴：
GX Configurator-AS

개요

GX Configurator-AS는 AS-i 마스터 모듈(QJ71AS92)을 사

용하는 경우에 통신 데이터와 CPU 디바이스 메모리를 자동

적으로 읽기/쓰기하는 자동 리프레시 설정이나,

Configuration 데이터 등록/ EEPROM 저장 등을 실행하기

위한 유틸리티 패키지로서 GX Developer에 애드 인하여 사

용합니다.

GX Configurator-AS에서는 자동 리프레시 설정을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시퀀스 프로그램을 줄일 수 있음은 물

론 설정 상태나 동작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유틸리티

■자동 리프레시 설정

자동 리프레시할 AS-i 마스터 모듈 버퍼메모리의 슬레이브

로부터의 입출력 데이터, 슬레이브 리스트, 에러 코드 등을

설정합니다.

CPU 모듈의 END 명령 실행 시에 자동적으로 지정된 디바

이스에 자동 리프레시가 설정된 AS-i 마스터 모듈 버퍼메모

리의 저장값이 읽기ㆍ쓰기됩니다.

자동 리프레시 설정 화면 샘플

■모니터/테스트

●모니터/테스트

AS-i 마스터 모듈의 버퍼메모리나 입출력 신호를 모니터ㆍ

테스트합니다.

모니터/테스트 화면 샘플

●커맨드 요구/커맨드 결과

커맨드 버퍼＜요구(커맨드)＞를 설정하고 “선택 테스트”에

서 대상 슬레이브에 대해서 커맨드를 실행합니다.

또한, 커맨드 버퍼＜결과＞에서 커맨드의 실행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 요구/커맨드 결과 화면 샘플



●Configuration 등록/EEPROM 저장

슬레이브의 Configuration 데이터를 AS-i 마스터 모듈에 등

록하는 기능입니다.

AS-i 마스터 모듈은 슬레이브의 Configuration 데이터를

Configuration 모드에서 등록하고, 프로젝티드 오퍼레이션

모드(Projected operation mode)에서 등록한

Configuration 데이터를 사용하여 슬레이브와 교신합니다.

Configuration 등록/EEPROM 저장 화면 샘플

GX Configurator-AS로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설정 개수

CPU 모듈은 GX Configurator에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용

으로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설정 개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Q25HCPU에 복수의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장

착한 경우, 모든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파라미터 설정 개

수의 합이 Q25HCPU의 최대 파라미터 설정 개수를 초과하

지 않도록 설정하십시오.

파라미터 설정 개수의 합은 초기 설정과 자동 리프레시 설정

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GX Configurator-AS에서 1개의 모듈에 설정할 수 있는 파

라미터의 설정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작 환경

GX Configurator-AS를 사용하는 PC의 동작 환경에 대해 설명합니다.

*1：동일 언어의 GX Developer Version 4 이후에 GX Configurator-AS를 인스톨하십시오.

GX Developer(일본어판)와 GX Configurator-AS(영문판) 또는 GX Developer(영문판)와 GX Configurator-AS(일본어판)는 조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GX Configurator-AS는 GX Developer Version 3 이전의 제품에 애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3：Windows XP Professional 및 Windows XP Home Edition 사용 시는 큰 글꼴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2.9 AS-i 마스터 모듈
2.9.2 AS-i 마스터 모듈 설정ᆞ모니터 툴：
GX Configurator-AS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장착 대상

최대 파라미터 설정 개수

초기 설정 자동 리프레시 설정

대상 모듈 초기 설정 자동 리프레시 설정

QJ71AS92 0(사용하지 않음) 30(최대 설정 개수)

항 목 주변기기

인스톨(애드 인) 위치 *1 GX Developer Version 4 이후에 애드 인*2

컴퓨터 본체 Windows 가 동작하는 PC®

CPU
아래 표의「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참조

필요 메모리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 용량

인스톨 시 65MB 이상

동작 시 10MB 이상

디스플레이 해상도 800×600도트 이상 *3

기본 소프트웨어

기본 소프트웨어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CPU 필요 메모리

이상

「XP 호환 모드」 및 「사용자 간이

전환」은 지원되지 않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2.10 시리얼 커뮤니케이션ᆞ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2.10.1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QJ71C24N, QJ71C24N-R2, QJ71C24N-R4

개요

QJ71C24N, QJ71C24N-R2, QJ71C24N-R4 타입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이하, Q 시리즈 C24로 줄여서 표현)은

상대 기기와 Q 시리즈 PLC CPU를 시리얼 통신용 RS-232,

RS-422/485 회선에 접속하여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교신

하기 위한 모듈입니다.

모뎀/터미널 어댑터를 사용함으로써 공중회선(아날로그/디

지털)을 이용하여 원격지와의 데이터 교신도 가능합니다.

특징

■MELSEC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에 의한 데이터

교신

(1) 상대 기기에서 PLC의 디바이스 데이터나 시퀀스 프로그

램을 읽기/쓰기하거나 PLC 설비 상태를 감시할 수 있습

니다.

아래와 같은 온디멘드 기능 이외에는, PLC는 모두 상대

기기로부터의 지령에 따라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시

퀀스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온디멘드 기능을 사용하면 MELSEC 커뮤니케이션 프로

토콜(이하, MC 프로토콜로 줄여서 표현)의 각 프레임 형

식의 포맷으로 PLC CPU에서 상대 기기에 데이터를 송

신할 수 있습니다.

(3) 기존의 A/QnA 시리즈의 계산기 링크 모듈/시리얼 커뮤

니케이션 모듈과의 데이터 교신용으로 작성된 상대 기기

의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교신할 수 있습니다.

(4) 상대 기기가 PC일 때 MX Component를 사용하면, MC

프로토콜의 번거로운 프로토콜(송수신 순서)을

않고 상대 기기의 통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경쓰지

* MELSECNET/10 모드로 데이터 링크 중에 다른 국(A/QnA
시리즈 PLC CPU 포함)에 대해서도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 MC 프로토콜은 A/QnA 시리즈의 계산기 링크 모듈/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이 지원하고 있는 전용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 기능에 해당합니다.

■무수순 프로토콜에 의한 데이터 교신

(1) 상대 기기(계측 기기, PC 등)의 사양에 맞춘 임의의 스

테이트먼트 포맷으로 데이터를 교신할 수 있습니다.

(2) 상대 기기의 사양에 맞추어 고정 길이, 가변 길이로 스

테이트먼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① 가변 길이의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

Q 시리즈 C24로 설정되어 있는 종료 코드의 데이터

(CR+LF 또는 임의의 1바이트 데이터)를 스테이트먼

트의 마지막에 부가하여 상대 기기에서 데이터를 송

신합니다.

② 고정 길이의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

Q 시리즈 C24에 설정되어 있는 종료 데이터수 만큼

의 데이터를 상대 기기에서 송신합니다.

(3) ASCII/바이너리 변환 기능에 의해 ASCII 코드의 데이터

로 교신할 수 있습니다.

(4) 교신 상대 기기에 맞춘 통신 제어용 시퀀스 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스테이트먼트의 선두 및 최종 고정 포맷 부분을 사용자

등록 프레임으로 등록하면 사용자 등록 프레임으로 교

신할 수 있습니다.

① 데이터 송신 시 Q 시리즈 C24는 사용자가 지정한 임

의의 데이터에 사용자 등록 프레임을 부가하여 송신

합니다.

② 데이터 수신 시 Q 시리즈 C24는 사용자 등록 프레임

을 제외한 임의의 데이터를 PLC CPU에 보냅니다.

(6) 전용 명령 「CSET」를 , 송신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도 현재의 수신 데이터를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면

ㆍ계측 데이터 수집
ㆍPLC의 데이터 수집/변경

ㆍ읽기 데이터 수집

ㆍGX Developer

ㆍ파일 읽기/쓰기

ㆍ디바이스 모니터/테스트

ㆍ상대 기기에서 PLC의 감시와 관리
ㆍ상대 기기의 사양에 맞춘 임의
포맷에 의한 데이터 교신

커맨드

커맨드 요구 데이터

(가변 길이의 데이터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 데이터 종료
코드

ASCII
데이터

ASCII/바이너리
변환

바이너리
데이터

바이너리
데이터

임의의 데이터 포맷

임의의 데이터 포맷

데이터 송신 시

데이터 수신 시

임의의 데이터 포맷

임의의 데이터 포맷



■쌍방향 프로토콜에 의한 데이터 교신

(1) PLC CPU 간의 통신 또는 송수신 제어 프로그래밍이 가

능한 상대 기기와의 통신에서, 데이터 송신＋응답 수신

을 조합하여 데이터를 교신합니다.

(2) 섬 체크 코드에 의한 수신 데이터의 에러 체크, ACK/

NAK 응답에 의한 상대 기기로부터의 수신 에러 발생 여

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ASCII/바이너리 변환 기능에 의해 ASCII 코드의 데이터

로 교신할 수 있습니다.

■PLC CPU 감시

(1) 시퀀스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설정하는

시간 간격 마다 자국 PLC CPU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a) PLC CPU의 감시 결과로서 다음의 감시 정보를 송

신/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감시 대상 디바이스 정보나 PLC CPU 상태 정보

송신.(모뎀 기능과 함께 사용하는 감시 정보도

송신이 가능합니다.)

② 모뎀 기능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모뎀 기능 접속

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통지 메시지(문자열 데이

터)를 통지.

(b) 상대 기기에 PLC CPU의 감시 결과를 송신하는 타

이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PLC CPU의 감시 기능을 실행할 때 마다 송신/

통지.

(일정 주기 송신)

② PLC CPU에서 읽은 정보가 사용자가 설정한 조

건과 일치하였을 때 송신/통지.(조건 일치 송신)

(2) MC 프로토콜, 무수순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에서 PLC

CPU 감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메일 발신 모듈을 사용함으로써, 무수순 프로토콜에 의

한 교신으로 DoPa 망을 이용하여 전자 메일을 통지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FX-232DOPA형 메일 발신 모

듈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기기(소개품)】

메일 발신 모듈 ： MELSEC-F 시리즈

FX-232DOPA

형식 메일 발신 모듈

DoPa 대응 무선기： DoPa Mobile Ark 9601D® * 1

■모뎀 기능에 의한 원격 교신

(1) 원격지의 상대 기기와 데이터를 교신할 수 있습니다.

(2) 모뎀을 초기화하거나 회선을 접속/차단할 수 있습니다.

(3) MC 프로토콜/무수순 프로토콜/쌍방향 프로토콜에 의해

데이터 교신을 할 수 있습니다.

(4) GX Developer에서 원격지의 PLC CPU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 초기 설정, 통신

설정

GX Configurator-SC를 사용하여 각종 초기 설정을 합니

다.

■GX Developer, GOT의 접속

●GX Developer의 접속

(1) Q 시리즈 C24의 인터페이스에 GX Developer가 내장되

어 있는 PC를 접속하여, PLC CPU에 대한 프로그래밍,

모니터, 테스트 등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2) GX Developer가 내장되어 있는 여러 대의 PC를 PLC

CPU나 Q 시리즈 C24에 동시에 접속하여 여러 사람이

동시에 프로그래밍하거나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3) GX Developer에 의한 스위치 설정에서, PC를 접속하는

Q 시리즈 C24의 인터페이스 교신 프로토콜을 “0”으로

설정하면 GX Developer에서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2.10 시리얼 커뮤니케이션ᆞ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2.10.1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QJ71C24N, QJ71C24N-R2, QJ71C24N-R4

데이터 길이 임의의
데이터

섬 체크
코드

송신 정상 종료

에러
코드송신 이상 종료

데이터

모뎀 통지 메시지 페이저 수신기

인터넷

RS-232 케이블 DoPa 대응®

서비스 프로바이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DoPa 망®

메일 발신 모듈 DoPa 대응 무선기®

Q 시리즈 C24

전자 메일에 의한 통지 휴대전화 PC

모뎀 모뎀



●GOT의 접속

(1) Q 시리즈 C24의 인터페이스에 GOT(그래픽 오퍼레이션

터미널)를 접속하여 PLC CPU를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2) GX Developer에 의한 스위치 설정에서, GOT를 접속하

는 Q 시리즈 C24의 인터페이스 교신 프로토콜을 「0」

으로 설정하면 PLC CPU를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GX Developer, GOT의 동시 접속

(1) Q 시리즈 C24의 2개의 인터페이스에 GX Developer,

GOT를 동시에 접속할 수가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프로

그래밍하거나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2) GX Developer, GOT를 동시에 접속하면, Q 시리즈 C24

의 2개의 인터페이스가 연동해서 동작할 수 없습니다.

RS-232
케이블

■리모트 패스워드 체크 기능

(1) Q 시리즈 C24의 리모트 패스워드 체크 기능은, Q 시리

즈 C24의 모뎀 기능을 사용하여 원격지의 사용자가

QCPU에 부정하게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Q 시

리즈 C24의 체크 기능입니다.

(리모트 패스워드 체크 데이터 교신)

① MC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

(무수순/쌍방향 프로토콜에 의한 데이터 교신에서는

리모트 패스워드 체크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② GX Developer에 의한 PLC에 대한 액세스
* 리모트 패스워드 기능은 사용자가 QCPU에 부정하게 액
세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QCPU의 기능입니다.
GX Developer에서 리모트 패스워드를 QCPU로 설정함
으로써, QCPU의 리모트 패스워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2) QCPU의 파라미터에서 리모트 패스워드 체크 대상으로

Q 시리즈 C24를 지정한 경우에는, 모뎀에 회선을 접속

한 다음 리모트 패스워드의 언로크(해제) 처리를 하면

상대 기기에서의 데이터 교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모뎀에 대해 회선을 차단하면 리모트 패스워드의 로크

처리가 자동적으로 실행됩니다.

전용 명령 일람

* 프로토콜 항목
MC：MC 프로토콜

무 ：무수순 프로토콜
쌍 ：쌍방향 프로토콜

2.10 시리얼 커뮤니케이션ᆞ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2.10.1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QJ71C24N, QJ71C24N-R2, QJ71C24N-R4

○：사용 가능 ×：사용 불가능

분 류 명 령 내 용
프로토콜*

MC 무 쌍

데이터 교신용

ONDEMAND 온디멘드 기능에 의해 데이터를 송신한다.

OUTPUT 지정 데이터수만큼의 데이터를 송신한다.

INPUT 데이터를 수신한다.(수신 데이터 읽기)

BIDOUT 데이터를 송신한다.

BIDIN 데이터를 수신한다.(수신 데이터 읽기)

SPBUSY 각 전용 명령에 의한 데이터 송신/수신 상태를 읽는다.

CSET 데이터 송신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도 현재까지의 수신 데이터를 클리어한다.

BUFRCVS 인터럽트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수신한다.(수신 데이터 읽기)

PRR 송신 스케줄 테이블을 사용하여 사용자 등록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송신한다.

설정값 등록/읽기
PUTE Q 시리즈 C24의 플래시 ROM에 사용자 등록 프레임을 등록한다.(쓰기)

GETE Q 시리즈 C24의 플래시 ROM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등록 프레임을 읽는다.

PLC CPU

감시용 명령 CSET

PLC CPU 감시를 등록한다.
PLC CPU 감시 기능용

PLC CPU 감시를 해제한다.

초기값 설정용 명령 송수신 데이터의 단위(워드/바이트), 데이터 송수신용 영역을 설정한다.

모드 전환용 UINI Q 시리즈 C24의 모드, 전송 사양, 자국 번호를 전환한다.

파라미터에서 Q 시리즈
C24를 리모트 패스워드
체크 대상으로 설정 상대 기기

액세스 소스

Q 시리즈 C24
공중회선

리모트
패스워드
체크

모뎀

모뎀

리모트
패스워드

MC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
GX Developer에 의한 교신



프로그램 호환성

A 시리즈 계산기 링크 모듈/ QnA 시리즈 시리얼 커뮤니케이

션 모듈(A1SJ71UC24-R2, A1SJ71QC24N 등, 이하 C24로

줄여서 표현)을 사용한 시스템의 시퀀스 프로그램 및 외부

기기의 프로그램은 Q 시리즈 C24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유

용할 수 있습니다.

Q 시리즈 C24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교신할 때의 C24용 프

로그램 호환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1：상기의 어느 경우에도 성능이나 교신 타이밍은 호환되지 않
으므로 그대로 유용하면 교신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
로그램을 유용하였을 때는 반드시 동작을 확인하십시오.

*2：Q 시리즈 C24에서는 다음의 명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명령 READ, SWRITE, SEND, RECV, REQ

*3：QnA 시리즈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A1SJ71QC24N 등)은

E PROM이 내장되어 있지만, Q 시리즈 C24는 E PROM 대

에 플래시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의 프로그

으로 E PROM에 액세스하면,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 액세

게 됩니다. 플래시에 쓰는 중에는 교신이 주 하

십시오.

2 2

2

신

램

스하

의정지되므로

*4：Q 시리즈 C24의 버퍼메모리에서 읽은 LED 점등 상태/스위치
설정 상태는 A1SJ71QC24N 등과는 다릅니다.

*5：MC 프로토콜에 의한 Q 시리즈 CPU 내의 파일을 액세스할 때
는 전용의 새 커맨드를 사용하므로 새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십
시오.

*6：기존의 A 시리즈 계산기 링크 모듈 대응 전용 프로토콜(MC
프로토콜 레벨1)에서는 기존의 A 시리즈 CPU에서 확장된 Q

모드 CPU의 내부 디바이스 메모리에 액세스할 수 없는 영역
이 있습니다.

(일부 지원하지 않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외관

(1) QJ71C24N

케이블 지름×4＋10

단위：mm

(2) QJ71C24N-R2

케이블 지름×4＋10

단위：mm

(3) QJ71C24N-R4

단위：mm

*1：R1 (단자대 부근의 휨 반지름) ：케이블 지름×4
*2：R2 (커넥터 부근의 휨 반지름) ：케이블 지름×4

*3：r1 (압착 단자 부근의 휨 반지름) ：극단적으로 굽히지 않
는 범위에서 접속 가능

*4：R3 (돌입 단자대 부근의 휨 반지름) ：케이블 지름×4
*5：r2 (전선 접속 부근의 휨 반지름) ：극단적으로 굽히지 않

는 범위에서 접속 가능

2.10 시리얼 커뮤니케이션ᆞ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2.10.1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QJ71C24N, QJ71C24N-R2, QJ71C24N-R4

A 시리즈 계산기 링크

모듈용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QnA 시리즈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용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상대 외부 기기

프로그램*1

호환성 있음

다만 MC 프로토콜에서

PLC 데이터만 액세스

가능. *6

호환성 있음*5

프로그램*1 호환성 없음 호환성 있음* * *2, 3, 4



기능 일람

*1：프로그램을 조합하여 MELSEC PLC의 프로토콜에 의해 데이터를 교신할 수 있는 상대 기기라면, 상기 MC 프로토콜에 의해 PLC CPU
에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쌍방향 프로토콜에 의한 임의 데이터의 교신도 가능합니다.

*2：계측기, 바코드 리더 등 상대 기기의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교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상기 무수순 프로토콜에 의해 데이터를 교신합니
다.
이 때, 사용자 등록 프레임에 의한 교신 기능을 .사용하면 더욱 쉽게 송수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10 시리얼 커뮤니케이션ᆞ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2.10.1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QJ71C24N, QJ71C24N-R2, QJ71C24N-R4

기 능

MC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 *1

ASCII 코드에 의한 교신
QnA 호환 2C/3 C/4C 프레임으로의 교신

각각 형식1~형식4가 있음
A 호환 1C 프레임으로의 교신

바이너리 코드에 의한 교신 QnA 호환 4C 프레임으로의 교신 형식5

디바이스 메모리 읽기/쓰기

비트/워드 단위 일괄 읽기/쓰기

디바이스 메모리 모니터

복수 블록 일괄 읽기/쓰기

확장 지정에 의한 읽기/쓰기

네트워크 시스템 경유로의 다른 국 액세스

Q 시리즈 C24 버퍼메모리 읽기/쓰기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버퍼메모리 읽기/쓰기

시퀀스 프로그램 파일 읽기/쓰기

PLC CPU 감시(PLC CPU 감시 기능)

PLC CPU 상태 제어(리모트 RUN/STOP 등)

상대 기기에서 Q 시리즈 C24용 입력 신호를 ON/OFF(글로벌 기능)

PLC CPU에서 상대 기기에 대한 데이터 송신(온디멘드 기능)

무수순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 *2

임의 포맷의 데이터 송신/수신

사용자 등록 프레임에 의한 데이터 송신/수신

인터럽트 프로그램에 의한 데이터 수신

PLC CPU 감시(PLC CPU 감시 기능)

ASCII－바이너리 변환에 의한 ASCII 데이터 송신/수신

투과 코드 지정에 의한 데이터 송신/수신

쌍방향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 *1

임의 포맷의 데이터 송신/수신

인터럽트 프로그램에 의한 데이터 수신

ASCII－바이너리 변환에 의한 ASCII 데이터 송신/수신

투과 코드 지정에 의한 데이터 송신/수신

공중회선 등을 경유하는 교신

(모뎀 기능)

MC 프로토콜/무수순 프로토콜/쌍방향 프로토콜에 의한 데이터 교신

전송 제어

각 인터페이스의 독립 동작/연동 동작

유틸리티 패키지에 의한 초기 설정, 설정값 모니터/테스트, 프로토콜 FB 지원 기능

리모트 패스워드 체크

GX Developer에서의 PLC 액세스

DC 코드 제어(Xon/Xoff 제어 포함)

DTR/DSR(ER/DR) 제어



성능 사양

*1：Q 시리즈 C24의 기동 시는 상대 기기와 전이중 통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교신합니다.

반이중 통신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사용자 매뉴얼(응용편)을 참조하십시오.

*2：상대 기기와 PLC CPU를 접속할 때의 조합을 나타냅니다.(상대 기기측：PLC CPU측)
n, m＋n의 합은 최대 32입니다.

*3：Q 시리즈 C24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GX Developer를 사용하여 스위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10 시리얼 커뮤니케이션ᆞ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2.10.1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QJ71C24N, QJ71C24N-R2, QJ71C24N-R4

항목
사양

인터페이스

CH.1
RS-232 준거

(D-Sub 9P)

RS-232 준거

(D-Sub 9P)

RS-422/485 준거

(2-piece 돌입 단자대)

CH.2
RS-422/485 준거

(2-piece 단자대)

RS-232 준거

(D-Sub 9P)

RS-422/485 준거

(2-piece 돌입 단자대)

통신 방식*1

회선 전이중 통신/반이중 통신

MC 프로토콜 반이중 통신

무수순 프로토콜 전이중 통신/반이중 통신

쌍방향 프로토콜 전이중 통신/반이중 통신

동기 방식 조보 동기 방식

전송 속도

50, 300, 600, 1200, 2400, 4800, 9600,14400, 28800, 38400, 57600, 115200, 230400bps

* 230400bps는 CH.1만 사용 가능.(CH.2에서는 사용 불가능)

* 2개의 인터페이스를 합산한 속도가 230400bps 이내일 때 사용 가능.

* 송수신 데이터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할 때는 2개의 인터페이스를 합산한 속도가

115200 bps 이내일 때 사용 가능.

데이터 형식

스타트 비트 1

데이터 비트 7/8

패리티 비트 1(수직 패리티)/없음

스톱 비트 1/2

액세스

사이클

MC 프로토콜 교신
장착국 PLC CPU의 END 처리 시에 1 요구분을 처리.

* 처리에 필요한 스캔 횟수/링크 스캔 횟수는 요구 내용에 따라 다름.

무수순 프로토콜 교신

쌍방향 프로토콜 교신
송신은 송신 요구 시 마다 실행, 수신은 항시 가능.

에러 검출

패리티 체크 모든 프로토콜 대상, 홀수/짝수는 파라미터에서 선택.

섬 체크 코드
MC 프로토콜/쌍방향 프로토콜용은 파라미터에서 선택.

무수순 프로토콜용은 사용자 등록 프레임에서 선택.

전송 제어

DTR/DSR(ER/DR) 제어

RS/CS 제어

CD 신호 제어

DC1/DC3(Xon/Xoff) 제어

DC2/DC4 제어
가능

불가능

ㆍDTR/DSR 신호 제어와 DC 코드 제어는 선택.

회선 구성

(접속) *2

회선 구성

(데이터 교신)*2

RS-

232

MC 프로토콜 교신

무수순 프로토콜 교신

쌍방향 프로토콜 교신

RS-

422/

485

MC 프로토콜 교신

무수순 프로토콜 교신

쌍방향 프로토콜 교신

전송 거리

(총연장 거리)

RS-232 최대 15m 최대 15m

RS-422/485 최대 1200m(총연장 거리) 최대 1200m(총연장 거리)

보호 등급

플래시 ROM 쓰기 횟수 같은 영역에 대해서 최대 10만회

통신 1회당

최대 데이터수

MC 프로토콜 최대 960워드

무수순 프로토콜 최대 6655워드(2개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 없습

니다.)

6655워드씩을 통신할 수는

쌍방향 프로토콜

온라인 모듈 교환 불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신호 점유 점수 32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형 치수

중량

불가능

불가능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IP2X



■모뎀 기능으로 교신할 때의 Q 시리즈 C24측 전송

사양

본 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Q 시리즈 C24와 모뎀/TA 간(

자국 Q 시리즈 C24측)의 전송 사양은 이전 페이지의 사양

과 같습니다.

■RS-232 인터페이스 사양

●RS-232 커넥터 사양

상대 기기와 접속하는 RS-232용 커넥터의 사양을 나타냅니

다.

●RS-232 인터페이스용 커넥터

Q 시리즈 C24의 RS-232 인터페이스의 커넥터는 다음 형명

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핀 D서브(암(오목)) 나사 고정 타입

第一電子工業(주) 17L-10090-27-D9AC

Q 시리즈 C24측 접속 케이블의 커넥터 셸은 다음 중에 하

나를 사용하십시오.

ㆍ第一電子工業(주)

플러그, 셸 형명：17JE-23090-02(D8A)

ㆍ3M(주)
플러그 형명：8209-6009

셸 형명：3702-2209 M2.6

ㆍTyco Electronics AMP K. K.
플러그 형명：747904-2

셸 형명：747515 또는 174469-2

●RS-232 케이블 사양

ㆍRS-232 케이블은 RS-232의 규격에 준하는 제품을 15m

이내에서 사용하십시오.

(권장 케이블)

7/0. 127 □P HRV-SV ㆍㆍㆍ□：개수를 지정

(13개의 경우, 7/0.127 13P HRV-SV)

(Oki Electric Cable Co., Ltd)

■RS-422/485 인터페이스 사양

●RS-422/485 단자대 사양

상대 기기와 접속하는 RS-422/485 단자대의 사양을 나타

냅니다.

QJ71C24N의 경우

(1) RS-422/485 인터페이스 단자대의 단자 나사는 M3 나

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자에 적합한 압착 단자를 사용하십시오.

QJ71C24N-R4의 경우

(1) RS-422/485 케이블은 피복을 7mm 벗겨 돌입 단자대

에 접속하십시오.

(2) RS-422/485 케이블의 편조 실드선을 접속하는 경우,

모듈에 동봉되어 있는 판형 단자를 사용하십시오. 판형

단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접속할 있습니다.수는

판형 단자는 양국의 FG 단자를 접속할 때 사용할 수 있

도록 4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편조 실드선

판형 단자(동봉품)

2.10 시리얼 커뮤니케이션ᆞ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2.10.1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QJ71C24N, QJ71C24N-R2, QJ71C24N-R4

핀

번호

신호

약호
신호 명칭

신호 방향

C24 ↔ 상대 기기

수신 캐리어 검출

수신 데이터

송신 데이터

데이터 터미널 레디

신호 접지

데이터 세트 레디

송신 요구

송신 가능

피호 표시

신호

약호
신호 명칭

C24 ↔ 상대 기기

송신 데이터(＋)

송신 데이터(-)

수신 데이터(＋)

수신 데이터(-)

신호 접지

프레임 접지

프레임 접지

항 목

모뎀 기능의 사용 가능 여부 사용 가능 사용 불가능

모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Q 시리즈 C24의 CH1과

CH2간의 연동 동작
불가능

통신 방식 전이중 통신

동기 방식 조보 동기식

전송 속도(단위：bps)

1200, 2400, 4800, 9600,

14400, 19200, 28800,

38400, 57600, 115200

(선택)

데이터

형식

스타트 비트

데이터 비트

패리티 비트 1(있음)/ 0(없음)

스톱 비트

에러

검출

패리티

체크

있음(홀수ㆍ짝수 선택 가능)

/없음

섬 체크

코드
있음/없음

전송 제어
RSㆍCS 제어 있음/

없음(선택)

데이터

교신 가

능 여부

무수순 프로토콜 교신 가능

쌍방향 프로토콜 교신 가능

MC 프로토콜 교신 가능

회선 접속(Q 시리즈

C24：모뎀)

7/8

1/2

1

RS-232

1:1

신호 방향



●RS-422/485 케이블 사양

RS-422/485 케이블의 사양에 대해 나타냅니다.

(1) RS-422/485 케이블(Q 시리즈 C24의 단자대에 접속하

는 케이블)은 아래의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을 1200m 이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2) 복수의 기기를 1:n, n:1, m:n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도 총

연장 거리가 1200m 이내가 되도록 하십시오.

(3) RS-422/485 케이블의 .사양을 나타냅니다

(권장 케이블)

SPEV(SB) -MPC-0.2×3P.....(미쓰비시전선공업(주))

SPEV(SB)-0.2×3P .............(미쓰비시전선공업(주))

ㆍSPEV(SB)-MPC-0.2×3P와 SPEV(SB)-0.2×3P의 전기적 특성
은 동등하지만 외경 치수 및 내부 전선색 등이 일부 다릅니다.

시스템 구성

RS-232 케이블

종단 저항 RS-422/485 케이블

＜QJ71C24N 동봉품＞

＜QJ71C24N-R2 동봉품＞

＜QJ71C24N-R4 동봉품＞

＜별도 준비품＞

다음의 기기(매뉴얼)는 별도로 준비하십시오.

■적용 시스템

＜ 적용 모듈과 장착 가능 장수＞

Q 시리즈 C24를 장착할 수 있는 CPU 모듈 및 네트워크 모

듈(리모트 I/O국용)과 장착 가능 장수를 나타냅니다.

*1：본 매뉴얼 1장의 각 CPU 시스템 항목에서, 시스템 구성에
관한 기재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2：2.5.2항의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1) PLC용 소프트웨어/설정ㆍ모니터 툴

Q 시리즈 C24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

는 다음과 같이 대응됩니다.

Q 시리즈 C24를 사용할 때는 GX Developer가 필요합니

다.

*1：Q 시리즈 C24가 개선됨으로써 추가된 기능에 대응하는 GX
Developer, GX Configurator-SC의 버전에 대해서는 사용자
매뉴얼(기본편)을 참조하십시오.

2.10 시리얼 커뮤니케이션ᆞ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2.10.1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QJ71C24N, QJ71C24N-R2, QJ71C24N-R4

종단 저항

케이블 종류 실드 케이블

장수 3P

도체 저항(20℃) 88.0Ω/km 이하

절연 저항 10000MΩ-km 이상

내전압 DC500V 1분간

정전 용량(1kHz) 평균 6OnF/km 이하

특성 임피던스(100kHz) 110±10Ω

종단 저항 110Ω, 330Ω 각 2개

매뉴얼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종단 저항 110Ω, 330Ω 각 4개

판형 단자 편조 실드선 접속용 4개

매뉴얼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내 용항 목

품명 내용

품명 내용

품명 내용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 고

CPU 모듈

최대 8장

최대 24장

최대 64장
Q 모드에서만

장착 가능 *1

최대 64장*1

네트워크

모듈
최대 64장

MELSECNET/H

리모트 I/O국 *2

품명 내용

RS-232/422 케이블 성능 사양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매뉴얼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사용자 매뉴얼(기본편)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사용자 매뉴얼(응용편)

MELSEC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레퍼런스

매뉴얼

GX Configurator-SC Version2 오퍼레이팅

매뉴얼(프로토콜 FB 지원 기능편)

*1

*1

소프트웨어 버전*1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Version 1.10L 이후

(SW0D5C-QSCU40E

이전에는 사용 불가능)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8 이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4 이후

SW0D5C-QSCU

00 A 이후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6 이후

SW0D5C-QSCU

20 C 이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7.10L

이후

Version 1.13 P 이후

(SW0D5C-QSCU40E

이전에는 사용 불가능)
멀티 CPU

시스템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하는 경우
Version 6 이후

SW0D5C-QSCU

30D 이후

매뉴얼



(2) 상대 기기용 통신 지원 툴

*2：대응하는 Q 시리즈 C24는 사용하는 MX Component의 버전
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MX Component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접속 가능한 모뎀의 사양과 주의 사항＞

(1) 모뎀의 사양

*1：모뎀에 AT 커맨드를 부여함으로써 실현되는 모뎀 자신의 기
능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뎀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CD 신호도 동시에 ON하는 모뎀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모뎀을 선택할 때의 주의 사항

(a)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에러 수정 기능이 MNP 클래스10을 지원하는 모뎀

을 사용하십시오.

회선 상태에 따라서는 교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

니다.

(b) 모뎀의 설정

Q 시리즈 C24 측에 접속하는 모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십시오.

*1：다른 모뎀을 사용할 때는 통신 속도가 늦은 타입을 사용하십
시오.

*2：모뎀에 따라서는 1캐릭터를 10비트로 전송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Q 시리즈 C24측의 전송 사양을 설정할 때는 모뎀의 사양을
확인하십시오.

*3：모뎀에 따라서는 데이터 통신을 시작한 다음에 통신 속도를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시리즈 C24는 통신 속도를 전환하지 않으므로, 모뎀측도

통신 속도가 전환되지 않도록 설정하십시오.

전환 스위치로서 DR 단자(신호)를 설정하는 모뎀을 사용

하는 경우, DR 단자(모뎀 출력)의 전환 스위치를 High 레

벨로 해 두십시오.

DR 단자를 소프트웨어로서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모뎀

을 사용하는 경우, 초기화용 데이터 내에 DR 신호를 ON

하는 커맨드를 GX Configurator-SC에 의한 모

뎀 기능 시스템 설정에서 「모뎀 초기화 시 DR 신호 유효

/무효 지정」을 “무효"로 설정하십시오.

추가하고,

＜접속 가능한 TA(터미널 어댑터)의 사양과 주의 사항＞

(1) TA의 사양

*1：CD 신호도 동시에 ON하는 TA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TA와 단말기 간의 통신 시에도 접속 가능한 모뎀의 사
양과 플로 제어가 가능한 TA를 사용하십시오.마찬가지로

플로 제어 기능은 TA에 AT 커맨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실현되
는 TA 자신의 기능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TA의 설명서를 참

하십시오.조

(2) TA를 선택할 때의 주의 사항

(a) Q 시리즈 C24측에 접속하는 TA는 다음과 같이 설

정하십시오.

*1：TA에 따라서는 1 캐릭터를 10비트로 전송하는 경우가 있습니
다.
Q 시리즈 C24측의 전송 사양을 설정할 때는 TA의 사양을 확
인하십시오.

*2：TA에 따라서는 데이터 통신을 시작한 다음에 통신 속도를 바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시리즈 C24는 통신 속도가 전환되지 않으므로, TA측도 통
신 속도가 전환되지 않도록 설정하십시오.

(b) 전환 스위치로 DR 단자(신호)를 설정하는 TA를 사

용하는 경우, DR 단자(TA 출력)의 전환 스위치를

High 레벨로 해 두십시오.

DR 단자를 소프트웨어로서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

는 모뎀을 사용하는 경우, 초기화용 데이터 내에

DR 신호를 ON하는 커맨드를 GX

Configurator-SC에 의한 모뎀 기능 시스템 설정에

서 「모뎀 초기화 시 DR 신호 유효/무효 지정」을

“무효"로 설정하십시오.

추가하고,

2.10 시리얼 커뮤니케이션ᆞ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2.10.1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QJ71C24N, QJ71C24N-R2, QJ71C24N-R4

품 명 형 명 비 고

MX

Component
SWnD5C-ACT(-J)

ActiveX 컨트롤 라이브러리.

형명상의 n은 0 이상. *2

항 목

사 양

공중회선/구내

회선 사용 시

수동 회선 접속/

휴대전화 사용 시

모뎀─

모뎀 간

통신 사양

접속 회선 아날로그 2선식

초기화 Hayes AT 커맨드 대응 제품

전화 회선
통신 프로토콜이 NTT에 상당하는

회선

통신 규격

에러 수정*1
클래스4, 클래스10 준거

V.42 준거

데이터 압축*1

V.42bis 준거

ANS-ORG의 모드

전환

모드를 전환할 수

있을 것

Q 시리즈

C24─

모뎀 간

통신 사양

Q 시리즈 C24측

커넥터(RS-232)
D서브 9핀(암(오목))

DR 신호 제어*2 DR(DSR) 신호만을 단독으로 ON할

수 있을 것

기타 Q 시리즈 C24의 사양에 대응할 것

설정 항목 설정 범위

통신 속도 사용하는 모뎀에 따름 *1

모뎀 커맨드 Hayes AT 커맨드

SI/SO 제어 하지 않음

통신 방식 무수순

데이터 형식

데이터 비트

Q 시리즈 C24 사양에 맞춤* *2, 3스톱 비트

패리티 비트

항 목 사 양

TA─TA 간

통신 사양

접속 회선
ISDN 회선(INS 네트워크 64) 등급,

고속 디지털 전용선

초기화 Hayes AT 커맨드 대응 제품

통신 규격
B채널 회선 교환(V.110)

D채널 패킷 데이터 교신

전기적 조건 V.28 준거

Q 시리즈 C24

TA 간 통신

사양

회로 정의 V.24 준거

Q 시리즈 C24

측 커넥터

(RS-232)

D서브 9핀(암(오목))

DR 신호 제어

*1

DR(DSR) 신호만을 단독으로 ON할

수 있을 것

기타
Q 시리즈 C24의 사양에 대응할 것

설정 항목 설정 범위

통신 속도 사용하는 TA에 따름

TA 커맨드 Hayes AT 커맨드

SI/SO 제어 하지 않음

통신 방식 무수순

데이터 형식

데이터 비트

Q 시리즈 C24에 맞춤* *1, 2스톱 비트

패리티 비트

클래스5 준거



2.10.2 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QJ71CMO

개요

QJ71CMO형 모뎀 인터페이스 모듈(이하, Q 시리즈 CMO로

줄여서 표현)은 외부 기기와 Q 시리즈 PLC를 공중회선(모듈

러 커넥터) 또는 시리얼 통신 회선(RS-232)으로 접속하여,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QJ71C24)과 동등한 MC 프로토

콜, 무수순, 쌍방향의 통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Q 시리즈 CMO는 모뎀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모듈러 커넥터

인터페이스와 접속하면 원격지와 간편하게 데이터 교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RS-232측을 사용하면 온도계, 바코드 리더, 프린터

등 외부 기기와의 교신도 가능합니다.

ㆍ 송신측/수신측과도 아날로그 신호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
는 아날로그 회선을 사용하십시오. 디지털 회선은 사용할 수 없

습니다. PBX 내선은 전기적 사양이 NTT 회선에 대응하는 제품
을 사용하십시오.

중 요

본 모듈은 일본에서만으로 사용 가능하고 일본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징

■원격지의 상대 기기와의 PLC CPU 간 교신

(모뎀 I/F)

(1) 모뎀이 내장되어 있으며, 공중회선/전용회선/PBX 내선

중에 1회선을 직접 접속하여 원격지의 상대 기기와 데이

터 교신할 수 있습니다.

(2) 전이중 통신에 의해 데이터 교신할 수 있습니다.
ㆍ CH.1 측에서는 반이중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

CH.1 측에서 반이중 통신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용자 프로

그램에서 수순을 마련하여 데이터 교신하십시오.

(3) 상대 기기에서는 PLC CPU에 대해서 MELSEC 커뮤니케

이션 프로토콜(이하, MC 프로토콜로 줄여서 표현), 무수

순 프로토콜, 쌍방향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을 할 수 있습

니다.

(4) PLC CPU에서는 상대 기기에 대해서 MC 프로토콜(온디

멘드 기능에 의한 송신만), 무수순 프로토콜, 쌍방향 프

로토콜에 의한 교신을 할 수 있습니다.

(5) 데이터의 전송 방식으로 ITU-T의 다음의 규격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MELSEC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에 의한 데이터

교신(모뎀 I/F, RS-232 I/F)

(1) 상대 기기에서 PLC의 디바이스 데이터나 시퀀스 프로그

램의 읽기/쓰기, PLC 설비 상태 감시 등을 실행할 수 있

습니다.

아래의 온디멘드 기능을 제외하면,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시퀀

스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PLC는 모든 상대기

기로부터의 지령에 대해

(2) 온디멘드 기능을 사용하면, MC 프로토콜의 각 프레임

형식의 포맷으로 PLC CPU에서 상대 기기에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습니다.

(3) RS-232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A/QnA 시리즈의 계산기

링크 모듈/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과의 데이터 교신

용으로 작성된 상대 기기의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교신

할 수 있습니다.

ㆍMC 프로토콜은 A/QnA 시리즈의 모뎀 인터페이스 모듈/계산기
링크 모듈/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이 지원하고 있는 전용 프
로토콜에 의한 교신 기능에 해당합니다.

2.10 시리얼 커뮤니케이션ᆞ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① V. 21 300bit/s 전이중 동작

주파수 편이 방식에 의한 2값 변조로 실행할 수 있습

니다.

② V. 22 1200bit/s 전이중 동작

주파수 분할에 의한 채널 분리를 사용하여 송신할 수

있습니다.

③ V. 22bis 2400bit/s 전이중 동작

직행 진폭 변조에 의한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습니

다.

④ V. 32 4800, 9600bit/s 전이중 동작

직행 진폭 변조에 의한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습니

다.

⑤ V. 32bis 7200, 9600, 12000,14400bit/s 전이중

동작

직행 진폭 변조의 트레리스 인코드에 의한 데이터 전

송을 할 수 있습니다.

⑥ V. 42

전송 데이터의 CRC에 의해 에러를 검출하고, 데이

터 재송신에 의해 에러를 자동적으로 수정하는 기능

이 있습니다.

⑦ V. 42bis

데이터 압축 기능을 가지고 있어 데이터의

Throughput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⑧ MNP 클래스 3~5

전송 데이터의 에러 검출ㆍ정정 및 데이터 압축 기능

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 기기

공중회선/전용회선/PBX 내선

모듈러
케이블모뎀

RS-232
케이블

커맨드

커맨드 요구 데이터



■무수순 프로토콜에 의한 데이터 교신

(모뎀 I/F, RS-232I/F)

(1) 상대 기기(계측 기기, PC 등)의 사양에 맞춘 임의의 스

테이트먼트 포맷으로 데이터를 교신할 수 있습니다.

(2) 상대 기기의 사양에 맞춘 고정 길이, 가변 길이로 스테이

트먼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① 가변 길이의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

Q 시리즈 CMO에 설정되어 있는 종료 코드의 데이터

(CR+LF 또는 임의의 1바이트 데이터)를 스테이트먼

트의 마지막에 부가하여 상대 기기에서 데이터를 송

신합니다.

② 고정 길이의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

Q 시리즈 CMO에 설정되어 있는 종료 데이터수 만큼

의 데이터를 상대 기기에서 송신합니다.

(4) 교신 상대 기기에 맞춘 통신 제어용 시퀀스 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스테이트먼트의 선두 및 최종 부분의 고정 포맷 부분을

사용자 등록 프레임으로 등록함으로써 사용자 등록 프레

임에 의한 교신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데이터 송신 시 Q 시리즈 CMO는 사용자가 지정한

임의의 데이터에 사용자 등록 프레임을 부가하여 송

신합니다.

② 데이터 수신 시 Q 시리즈 CMO는 사용자 등록 프레

임을 제외한 임의의 데이터를 PLC CPU 측에 건네

줍니다.

(6) 전용 명령 「CSET」를 사용하면, 송신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도 현재의 수신 데이터를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쌍방향 프로토콜에 의한 데이터 교신

(모뎀 I/F, RS-232I/F)

(1) PLC CPU 간 통신, 송수신 제어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상대 기기와의 통신에서, 데이터 송신＋응답 수신을 조

합하여 데이터를 교신합니다.

(2) 섬 체크 코드에 의한 수신 데이터의 에러 체크, ACK/

NAK 응답에 의한 상대 기기로부터의 수신 에러 발생 여

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ASCII/바이너리 변환 기능에 의해 ASCII 코드의 데이터

로 교신할 수 있습니다.

■PLC CPU 감시(모뎀 I/F, RS-232I/F)

(1) 시퀀스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설정하는

시간 간격 마다 자국 PLC CPU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a) PLC CPU의 감시 결과로서 다음의 감시 정보를 송

신/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감시 대상 디바이스 정보나 PLC CPU 상태 정보

송신.(모뎀 I/F에 의한 감시 정보의 송신도 가능

합니다.)

② 모뎀 I/F의 접속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통지 메시

지(문자열 데이터) 통지.

(b) 상대 기기에 대한 PLC CPU의 감시 결과 송신 타이

밍으로서, 다음 중에서 하나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PLC CPU를 감시할 때 마다 송신/통지.

(일정 주기 송신)

② PLC CPU에서 읽은 정보가 사용자가 설정하는

조건과 일치하였을 때 송신/통지.(조건 일치 송

신)

(2) MC 프로토콜, 무수순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 시에 PLC

CPU 감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 초기 설정, 통신

설정(모뎀 I/F, RS-232I/F)

GX Configurator-SC를 사용하여 각종 초기 설정을 함으로

써 시퀀스 프로그램을 줄일 수 있습니다.

2.10.2 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QJ71CMO

2.10 시리얼 커뮤니케이션ᆞ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3) ASCII/바이너리 변환 기능에 의해, ASCII 코드의 데이터

로 교신할 수 있습니다.

수신 데이터 종료
코드

(가변 길이의 데이터를 수신하는 경우)

ASCII

데이터
ASCII/바이너리

변환

바이너리
데이터

바이너리

데이터

데이터 수신 시

임의의 데이터 포맷

임의의 데이터 포맷

데이터 송신 시

ENQ 데이터 길이
임의의
데이터

섬 체크 코드

송신 정상 종료

에러
코드송신 이상 종료

데이터

공중회선/PBX 내선

통지 메시지 페이저 수신기



■GX Developer, GOT의 접속

(모뎀 I/F, RS-232 I/F)

●GX Developer의 접속

(1) Q 시리즈 CMO의 모뎀 인터페이스에 회선을 접속함으

로써, 원격지의 GX Developer가 내장되어 있는 PC(모

뎀 경유)에서 리모트로 PLC CPU에 프로그래밍,

모니터, 테스트 등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 1
대해

(2) Q 시리즈 CMO의 RS-232 인터페이스에 GX Developer

가 내장되어 있는 PC를 접속하여, PLC CPU에 프

로그래밍, 모니터, 테스트 등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대해

(3) GX Developer가 내장되어 있는 여러 대의 PC를 PLC

CPU나 Q 시리즈 CMO의 RS-232 인터페이스에 접속하

여 동시에 여러 사람이 다른 프로그래밍 및 모니터를

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작업

.

작

업 효율이 크게 향상됩

니다

●GOT의 접속

(1) Q 시리즈 CMO의 RS-232 인터페이스에 GOT(그래픽

오퍼레이션 터미널)를 접속하여 PLC CPU의 모니터 등

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GX Developer에 의한 스위치 설정에서 GOT를 접속하

는 Q 시리즈 CMO의 RS-232 인터페이스 교신 프로토

콜을 「0」으로 설정하면 PLC CPU를 모니터할 수 있습

니다.

*1：GX Developer를 Q 시리즈 CMO에 접속하면, Q 시리즈 CMO
에서 콜백 기능(GX Developer측에 회선을 재접속(자동)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백 기능은 GX Developer에서 QCPU에 대한 액세스 시에 Q
시리즈 CMO의 콜백 처리 후에 GX Developer에서 QCPU에
액세스 하는 기능입니다.
콜백 기능에 의한 Q 시리즈 CMO측 회선 접속 비용은 Q 시리
즈 CMO측에서 부담합니다.
콜백을 허가하는 GX Developer를 Q 시리즈 CMO에 등록함으
로써, QCPU에 액세스할 수 있는 GX Developer를 제한할 수
도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리모트 패스워드 체크 기능(모뎀 I/F)

(1) Q 시리즈 CMO의 리모트 패스워드 체크 기능은 Q 시리

즈 CMO의 모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원격지의 사용

자가 QCPU에 부정하게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Q 시리즈 CMO의 기능입니다.

(리모트 패스워드 체크 기능을 사용하는 데이터 교신)

① MC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

(무수순/쌍방향 프로토콜에 의한 데이터 교신에서는

트 패스워드 체크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리모

② GX Developer에 의한 PLC 액세스
* 리모트 패스워드 기능은 사용자가 QCPU에 부정하게 액
세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QCPU의 기능입니다.
GX Developer에서 QCPU에 리모트 패스워드를 설정함
으로써, QCPU의 리모트 패스워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2) QCPU의 파라미터에서 리모트 패스워드 체크 대상으로

Q 시리즈 CMO를 지정한 경우에는, 모뎀에 회선을 접속

한 리모트 패스워드의 언로크(해제) 처리를 실행하

면 상대 기기에서의 데이터 교신이 가능해 집니다.

다음

모뎀에 대해 회선을 차단하면 리모트 패스워드의 로크

처리가 자동적으로 실행됩니다.

2.10.2 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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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뎀
공중회선/PBX 내선

RS-232
케이블

파라미터에서 Q 시리즈 CMO를
리모트 패스워드 체크의 대상
으로 설정 상대 기기

액세스 소스

Q 시리즈 CMO
공중회선/PBX 내선 공중회선

모뎀리모트
패스워드
체크

리모트
패스워드

MC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
GX Developer에 의한 교신리모트 체크 기능은

CH.1측만 사용됩니다.



전용 명령 일람

프로그램 호환성

A 시리즈 모뎀 인터페이스 모듈(이하 A 시리즈 CMO로 줄여

서 표현)을 사용한 시스템의 외부 기기의 프로그램을 유용

할 수 있습니다.

Q 시리즈 CMO를 사용하여 데이터 교신할 때의 A 시리즈

CMO의 프로그램 호환에 대해 설명합니다.

*1：상기의 어느 경우에도 성능이나 교신 타이밍은 호환되지 않으
므로 그대로 유용하면 교신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
그램을 유용하였을 때는 반드시 동작을 확인하십시오.

*2：기존의 A 시리즈 계산기 링크 모듈 대응 전용 프로토콜(MC
프로토콜 레벨1)에서는 기존의 A 시리즈 CPU에서 확장된 Q
모드 CPU의 내부 디바이스 메모리에 액세스할 수 없는 영역
이 있습니다.
(일부 지원하지 않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외관

단위：mm

*：R1(커넥터 부근의 휨 반지름)：케이블 지름×4
*：R2(커넥터 부근의 휨 반지름)：케이블 지름×4

2.10.2 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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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지름×4＋10

케이블 지름×4＋10

○：사용 가능 ×：사용 불가능

분 류 명 령 내 용
프로토콜*

MC 무 쌍

데이터 교신용

ONDEMAND 온디멘드 기능에 의해 데이터를 송신한다.

OUTPUT 지정 데이터수 만큼 데이터를 송신한다.

INPUT 데이터를 수신한다.(수신 데이터 읽기)

BIDOUT 데이터를 송신한다.

BIDIN 데이터를 수신한다.(수신 데이터 읽기)

SPBUSY 각 전용 명령에 의한 데이터 송수신 상태를 읽는다.

CSET 데이터 송신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현재까지의 수신 데이터를 클리어한다.

BUFRCVS 인터럽트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수신한다.(수신 데이터 읽기)

PRR 송신 스케줄 테이블을 사용하여 사용자 등록 프레임에 의해 데이터를 송신한다.

설정값 등록/읽기
PUTE Q 시리즈 CMO 내의 플래시 ROM에 사용자 등록 프레임을 등록한다.(쓰기)

GETE Q 시리즈 CMO 내의 플래시 ROM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등록 프레임을 읽는다.

PLC CPU

감시용 명령 CSET

PLC CPU 감시 등록을 한다.
PLC CPU 감시 기능용

PLC CPU 감시 해제를 한다.

초기값 설정용 명령 송수신 데이터수의 단위(워드/바이트), 데이터 송수신용 영역을 설정한다.

* 프로토콜 항목
MC：MC 프로토콜

무：무수순 프로토콜
쌍：쌍방향 프로토콜

A 시리즈 CMO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상대 외부 기기

프로그램*1

호환성 있음

다만 MC 프로토콜에서는 PLC 데이터만 액세스

가능. *2

PLC

프로그램
호환성 없음



기능 일람

*1：프로그램을 조합하여 MELSEC PLC의 프로토콜에 의해 데이터를 교신할 수 있는 상대 기기라면, 상기 MC 프로토콜에 의해 PLC CPU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향 프로토콜에 의한 임의 데이터의 교신도 가능합니다.

*2：계측기, 바코드 리더 등 상대 기기의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교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상기 무수순 프로토콜에 의해 데이터를 교신합니
다.

이 때, 사용자 등록 프레임에 의한 교신 기능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송수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Q 시리즈 CMO의 CH.1, CH.2의 인터페이스는 독립하여 동작합니다.

2. Q 시리즈 CMO의 CH.2의 인터페이스에는 모뎀을 접속할 수 없습니다.

2.10.2 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QJ71C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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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대응 CH.

MC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 *1

ASCII 코드에 의한 교신

QnA 호환 2C/3C/4C 프레임

으로의 교신 각각 형식1~형식4가 있음

A 호환 1C 프레임으로의 교신

바이너리 코드에 의한 교신 QnA 호환 4C 프레임으로의 교신 형식5

디바이스 메모리의 읽기/쓰기

비트/워드 단위의 일괄 읽기/쓰기

디바이스 메모리 모니터

복수 블록 일괄 읽기/쓰기

확장 지정에 의한 읽기/쓰기

네트워크 시스템 경유 다른 국 액세스

Q 시리즈 CMO 버퍼메모리 읽기/쓰기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버퍼메모리 읽기/쓰기

시퀀스 프로그램 파일 읽기/쓰기

PLC CPU 감시(PLC CPU 감시 기능)

PLC CPU 상태 제어(리모트 RUN/STOP 등)

상대 기기에서 Q 시리즈 CMO용 입력 신호를 ON/OFF(글로벌 기능)

PLC CPU에서 상대 기기에 데이터 송신(온디멘드 기능)

무수순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 *2

임의 포맷의 데이터 송신/수신

사용자 등록 프레임에 의한 데이터 송신/수신

인터럽트 프로그램에 의한 데이터 수신

PLC CPU 감시(PLC CPU 감시 기능)

ASCII－바이너리 변환에 의한 ASCII 데이터 송신/수신

투과 코드 지정에 의한 데이터 송신/수신

쌍방향 프로토콜에

의한 교신 *1

임의 포맷의 데이터 송신/수신

인터럽트 프로그램에 의한 데이터 수신

ASCII－바이너리 변환에 의한 ASCII 데이터 송신/수신

투과 코드 지정에 의한 데이터 송신/수신

전송 제어
DC 코드 제어(Xon/Xoff 제어 포함)

DTR/DSR(ER/DR) 제어 (CH.2측만)

GX Configurator-SC에 의한 초기 설정, 설정값 모니터/테스트

리모트 패스워드 체크

모뎀의 자동 초기화

콜백

포인트



성능 사양

*1：송신측/수신측 모두 아날로그 신호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므로 아날로그 회선을 사용하십시오. 디지털 회선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PBX 내선은 전기적 사양이 NTT 회선에 대응하는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2：Q 시리즈 CMO의 기동 시는 상대 기기와 전이중 통신 방식으로 교신합니다.데이터를
반이중 통신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사용자 매뉴얼(응용편)을 참조하십시오.

*3：CH.1 사용 시는 설정할 수 없는 조합이 있습니다.

*4：상대 기기(원격지 기기)와 PLC CPU를 접속할 때의 조합을 나타냅니다.(상대 기기：PLC CPU측)
*5：Q 시리즈 CMO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GX Developer에 의한 스위치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2.10.2 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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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양

인터페이스 모듈러 커넥터(6극) RS-232 준거 (D-Sub 9P)

적용 회선*1 공중회선, PBX 아날로그 내선 2선/4선식 아날

로그 전용회선

통신 방식

프로토콜 회선 프로토콜 *2 회선*2

MC 프로토콜 교신
전이중 통신 방식

ITU-T권고

V.21, V.22, V.22bis, V.32, V.32bis, V.42, V.42bis,

MNP 클래스 3~5

반이중 통신 방식

전이중/

반이중 통신 방식
무수순 프로토콜 교신 전이중/

반이중 통신 방식

쌍방향 프로토콜 교신
전이중/

반이중 통신 방식

동기 방식 비동기 방식 조보 동기 방식

전송 속도
* CH.1 사용 시는 전송 속도를 57600bps이내에서

사용 가능.

변조 방식

데이터 형식

*3

스타트 비트

데이터 비트

패리티 비트 1(수직 패리티)/없음

스톱 비트

NCU 형식 자동 모드(AA)

동작 모드
ORIGINATE/ANSWER(자동 전환)

* 전용 회선일 때는 설정 전환

송신 레벨

수신 레벨 -43dBm 이상

액세스

사이클

MC 프로토콜 교신
장착국 PLC CPU의 END 처리 시에 1요구분을 처리.

* 처리에 필요한 스캔 횟수/링크 스캔 횟수는 요구 내용에 따라 다름.

무수순 프로토콜 교신

쌍방향 프로토콜 교신
송신은 송신 요구 시 마다 실행, 수신은 항시 가능.

에러 검출

패리티 체크 모든 프로토콜 대상, 홀수/짝수를 파라미터에서 선택

섬 체크 코드
MC 프로토콜/쌍방향 프로토콜용은 파라미터에서 선택.

무수순 프로토콜용은 사용자 등록 프레임에서 선택.

전송 제어

DTR/DSR(ER/DR) 제어 가능

RS/CS 제어 가능

CD 신호 제어 가능

DC1/DC3(Xon/Xoff) 제어

DC2/DC4 제어
가능 가능

회선 구성*4

전송 거리 최대 15m(RS-232)

보호 등급

플래시 ROM 쓰기 횟수 같은 영역에 대해서 최대 10만회

통신 1회당

최대 데이터

수

MC 프로토콜 통신 960워드

무수순 프로토콜 통신 최대 3839워드(2개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통신하는 것은 불가

능합니다.)

3839워드씩을

쌍방향 프로토콜

온라인 모듈 교환 불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5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형 치수

중량

1

7/8

1/2

-15dBm

1:1

IP2X



이 모듈은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의 단말기기 기술기준의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Q 시리즈 CMO에 접속 가능한 회선망

다음의 회선을 제외하고 접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접속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공중회선

NTT 일반 가입 회선. 아날로그 회선으로 착발신 공용 회선

이어야 합니다.

톤 다이얼(PB) 방식, 펄스 다이얼(DP) 방식 모두 사용 가능

합니다.

디지털 회선에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PBX 내선

PBX 아날로그 회선(단독 회선). 착발신 공용 회선이어야 합

니다.

감시 신호(호출 상대 응답 시의 극성 반전)는 없어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톤 다이얼(PB) 방식, 펄스 다이얼(DP) 방식 모두 사용 가능

합니다.

다만 PBX 내선에는 전기적 사양(전압ㆍ전류 등)이 NTT 회

선의 사양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접속

하면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사용 회선

설비의 사양이 NTT 회선과 같은지를 확인하십시오.

디지털 회선에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회선에 이 모듈을

●전용회선

① 2선식 아날로그 전용회선

300Hz ~ 3400Hz 대역의 2선식 아날로그 전용회선

이 필요합니다.

② 4선식 아날로그 전용회선

대역 300Hz ~ 3400Hz의 4선식 아날로그 전용회선

이 필요합니다.

송신 2선ㆍ수신 2선의 합계 4선을 사용합니다.

③ 디지털 전용회선

디지털 전용회선에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1) 인터럽트에 의한 데이터의 간섭이 우려되며, 회선의 자

동 차단 기능을 갖고 있는 Catch phone 회선에는 접속

할 수 없습니다.

(2) 교신 중에 다른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전화

에는 접속하지 마십시오.

(3) 교환기에서 규정 시간 마다 경고음이 발신되는 기능을

사용하면 데이터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기 간에 데이터 수신에 대한 이상 여부를 응답하도록

하여, 이상 시는 송신을 리트라이 처리할 것을 권합니다.

(4) 회선망의 차이가 있으므로 본모듈은 일본 내에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상대 기기에 접속 가능한 모뎀

원격지의 상대 기기에 접속하는 모뎀은 성능 사양에 기재되

어 있는 Q 시리즈 CMO 사양과 같거나 사양을 갖

고 있는 모뎀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회선 접속 시는 상대 기기의 모뎀이 전용회선 접

속에 대응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사용하십시오.

다만 상대 기기 모뎀에 따라서는 접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

으므로 사전에 접속 테스트를 실행하여 접속 가능 여부를 확

인하십시오.

그 이상의

■통신 방식

모뎀 인터페이스에 의한 통신은 전이중 통신을 사용합니다.

반이중 통신용 기기와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모뎀 인터페이스(LINE) 사양

●모듈러 커넥터 사양

공중회선/전용회선/ PBX 내선과 접속하는 모듈러 커넥터의

사양을 나타냅니다.

(1) 2선식의 경우

(2) 4선식의 경우

●모듈러 케이블 사양

모듈러 케이블은 다음의 권장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권장 케이블) EFTC2-001-7(Oki Electric Cable Co., Ltd)

대응 제품.

4선식 아날로그 전용회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문 업체에 문

의하십시오.

2.10.2 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QJ71CMO

2.10 시리얼 커뮤니케이션ㆍ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인정 기기명：모뎀 모듈
      QJ71CMO

인정 번호 ：AD01-0189JP

핀

번호

신호

기호
신호 기호

신호 방향

CMO ↔ 회선

핀

번호

신호

기호
신호 기호

신호 방향

CMO ↔ 회선

사용하지 않음

공중회선, 2선식

아날로그 전용회

선, PBX 아날로그

내선

공중회선, 2선식

아날로그 전용회

선, PBX 아날로그

내선

사용하지 않음

4선식 아날로그

전용회선 수신

사용하지 않음

4선식 아날로그

전용회선 송신

4선식 아날로그

전용회선 송신

사용하지 않음

4선식 아날로그

전용회선 수신

비 고

비 고



■RS-232 인터페이스 사양

●RS-232 커넥터 사양

상대 기기와 접속하는 RS-232용 커넥터의 사양을 나타냅니

다.

●RS-232 인터페이스용 커넥터

Q 시리즈 CMO의 RS-232 인터페이스 커넥터는 다음 형명

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핀 D서브(암(오목)) 나사 고정 타입 

第一電子工業(주)

17L-10090-27-D9AC

Q 시리즈 CMO측 접속 케이블의 커넥터 셸은 다음 중에 하

나를 사용하십시오.

ㆍ第一電子工業(주)

플러그, 셸 형명 ：17JE-23090-02(D8A)

ㆍ3M(주)
플러그 형명 ：8209-6009

셸 형명 ：3702-2209 M2.6
ㆍTyco Electronics AMP K. K.

플러그 형명 ：747904-2

셸 형명 ：747515 또는 174469-2

●RS-232 케이블 사양

ㆍRS-232 케이블은 RS-232의 규격에 준하는 것을 15m 이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권장 케이블)

7/0. 127 □P HRV-SV ㆍㆍㆍ□：개수를 지정

(13개의 경우, 7/0.127 13P HRV-SV)

(Oki Electric Cable Co., Ltd)

시스템 구성

* Q 시리즈 CMO의 2개의 인터페이스는 다른 쪽의 데이터 교신과
별개로 실행됩니다.(독립 동작)

＜QJ71CMO 동봉품＞

＜별도 준비품＞

다음의 기기(매뉴얼)는 별도로 준비하십시오.

■적용 시스템

＜적용 모듈과 장착 가능 장수＞

Q 시리즈 CMO를 장착할 수 있는 CPU 모듈 및 네트워크 모

듈(리모트 I/O국용)과 장착 가능 장수를 나타냅니다.

*1：본 매뉴얼 1장의 각 CPU 시스템 항목에서, 시스템 구성에 관
한 기재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2：2.5.2항의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3：기능 버전 D 이후의 네트워크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2.10.2 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QJ71CMO

2.10 시리얼 커뮤니케이션ㆍ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수신 캐리어 검출

수신 데이터

송신 데이터

데이터 터미널

레디

신호 접지

데이터 세트

레디

송신 요구

송신 가능

피호 표시

(접속 불필요)

핀

번호

신호

기호
신호 기호

신호 방향

C24 ↔ 상대기기

품명 내용

매뉴얼
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사용자 매뉴얼

(하드웨어편)

모듈러 케이블 성능 사양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RS-232 케이블 성능 사양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매뉴얼

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사용자 매뉴얼

(상세편)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사용자 매뉴얼

(응용편)

MELSEC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레퍼런스

매뉴얼

GX Configurator-SC Version2 오퍼레이팅

매뉴얼(프로토콜 FB 지원 기능편)

품명 내용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 고

CPU 모듈

최대 8장

최대 24장

최대 64장
Q 모드에서만

장착 가능 *1

최대 64장 *1

네트워크

모듈
최대 64장

MELSECNET/H

리모트 I/O국

*1

*1

* *2, 3

상대 기기

공중회선/전용회선/PBX 내선

모듈러 케이블
모뎀

상대 기기 RS-232
케이블

페이저 수신기

RS-232
케이블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1) PLC용 소프트웨어/설정ㆍ모니터 툴

Q 시리즈 CMO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

는 다음과 같이 대응됩니다.

Q 시리즈 CMO를 사용할 때는 GX Developer가 필요합

니다.

*1：Q 시리즈 CMO를 사용하는 경우, GX Configurator-SC
Version1.10L 이후을 사용하십시오.
조건부로 상기 버전 이전의 GX Configurator-SC를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2) 상대 기기용 통신 지원 툴

2.10.2 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QJ71CMO

2.10 시리얼 커뮤니케이션ㆍ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소프트웨어 버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Version 1.10L 이후

(SW0D5C-QSCU

40E 이전에는 사용

불가능)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8 이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Version 1.10L 이후

*1멀티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7.10L

이후

Version 1.13 P 이후

(SW0D5C-QSCU40E

이전에는 사용 불가능)
멀티 CPU

시스템

품 명 형 명 비 고

ㆍActiveX 컨트롤 라이브러리

ㆍ형명상의 n은 3 이상



2.10.3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설정ㆍ모니터 툴：
GX Configurator-SC

개요

GX Configurator-SC Version2(이하, GX Configurator-SC

로 줄여서 표현)는 GX Developer에 애드 인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GX Configurator-SC는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ㆍ모뎀 인

터페이스 모듈(이하, Q 시리즈 C24 모듈로 줄여서 표현)의

초기 설정, 모니터/테스트 및 데이터 교신 처리 시에 필요한

시퀀스 프로그램 작성 지원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유틸리티

와 프로토콜 FB 지원 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유틸리티(유틸리티 패키지)

유틸리티 패키지는 입출력 신호나 버퍼메모리를

않고도, 전용 화면을 사용하여 Q 시리즈 C24의 초기 설정,

모니터 등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유틸리티 패키지는 GX Simulator와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쓰지

●프로토콜 FB 지원 기능

프로토콜 FB 지원 기능은 데이터 교신 처리를 지원하는 통

신용 FB(펑션 블록)의 자동 생성, 통신 회선상의 송수신 데

이터를 모니터하는 회선 트레이스 등을 .

종래에 Q 시리즈 C24로 디바이스 컨트롤러와 통신한 경우,

무수순 프로토콜로서 기기 고유의 스테이트먼트 포맷을 작

성하여 송수신 처리를 하는 등 사용자가 복잡한 시퀀스 프로

그램을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에서는 사용자가 작성해야만 했던 통신 제어

프로그램을 펑션 블록(이하, FB로 줄여서 표현)으로 준비하

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FB를 이용하기만 하면 간단

하게 통신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기동 시에 필요한 통신 디버그 기능을 제공하

고 있으므로,

본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실행합니다

통신 제어 프로그램 작성에서 시스템 기동시의

디버그 작업까지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유틸리티

■시스템 설정

Q 시리즈 C24 모듈의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화면상에서 버

퍼메모리에 필요한 시스템 설정 항목을 설정하여 플래시

ROM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 설정 항목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전송 제어 기타 시스템 설정(MC 프로토콜ㆍ무수순ㆍ쌍

방향)

(2) MC 프로토콜 시스템 설정

(3) 무수순 시스템 설정

(4) 쌍방향 시스템 설정

(5) PLC CPU 감시 시스템 설정(MC 프로토콜ㆍ무수순)

(6) 송신용 사용자 등록 프레임 번호 지정 시스템 설정(무수

순)

“전송 제어 기타 시스템 설정” 화면 샘플

2.10 시리얼 커뮤니케이션ㆍ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FB 지원 기능

수신 패킷

디바이스 컨트롤러

Q 시리즈 C24 모듈 송신 패킷

디버그 지원 기능

상태 모니터 회선 트레이스

시퀀스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젝트를 선택한다

FB 변환



■플래시 ROM 등록

모뎀을 접속하는 경우의 설정 정보나 버퍼메모리에 저장된

시스템 설정 정보를 Q 시리즈 C24 모듈의 플래시 ROM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 ROM에 등록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사용자 등록 프레임(MC 프로토콜ㆍ무수순)

(2) 모뎀 초기화용 데이터(MC 프로토콜ㆍ무수순ㆍ쌍방향)

(3) 모뎀 접속용 데이터(MC 프로토콜ㆍ무수순ㆍ쌍방향)

(4) 모뎀 기능 시스템 설정(MC 프로토콜ㆍ무수순ㆍ쌍방향)

(5) 시스템 설정

모뎀 접속용 데이터 화면 샘플

■자동 리프레시 설정

자동 리프레시할 Q 시리즈 C24 모듈 버퍼메모리의 에러 정

보 및 상태 정보를 설정합니다.

자동 리프레시가 설정된 Q 시리즈 C24 모듈 버퍼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CPU 모듈의 END 명령 실행 시에 자동

적으로 지정된 디바이스에 읽혀집니다.

자동 리프레시 설정 화면 샘플

■모니터/테스트

●XㆍY 모니터/테스트

Q 시리즈 C24 모듈의 입출력 신호를 모니터/테스트합니다.

●모뎀 기능 모니터/테스트

모뎀 기능의 동작 상태 및 설정값을 모니터/테스트합니다.

●전송 제어 기타 모니터/테스트

RS-232 신호 상태 및 데이터 교신용 각종 설정값을 모니터

합니다.

●MC 프로토콜 모니터

MC 프로토콜의 데이터 교신 상태 및 설정값을 모니터합니

다.

●무수순 모니터/테스트

무수순 프로토콜의 데이터 송수신 상태 및 설정값을 모니터

합니다.

●쌍방향 모니터

쌍방향 프로토콜의 데이터 송수신 상태 및 설정값을 모니터

합니다.

●PLC CPU 감시 모니터

PLC CPU 감시 기능의 동작 상태 및 설정값을 모니터합니다.

●송신용 사용자 등록 프레임 번호 지정 모니터

사용자 등록 프레임을 사용하여 무수순 프로토콜로 데이터

송신할 때의 출력용 프레임 번호의 설정값을 모니터합니다.

●기타 모니터

플래시 ROM에 대한 액세스 결과, 각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교신 상태, GX Developer에 의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스

위치 설정 결과 등을 모니터합니다.

●ERR LED 소등

PLC CPU를 리셋하거나 전원을 OFF하지 않고도 표시 LED

를 소등하거나 통신 에러 정보ㆍ에러 코드를 초기화할 수 있

습니다.

모니터/테스트 화면 샘플

■무수순 프로토콜 수신 데이터 클리어

PLC CPU를 리셋하거나 전원을 OFF하지 않고도 무수순 프

로토콜에 의한 교신 시에 수신 데이터를 GX Configurator-

SC에서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2.10.3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설정ㆍ모니터 툴：
GX Configurator-SC

2.10 시리얼 커뮤니케이션ㆍ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GX Configurator-SC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설정 개수

CPU 모듈 및 MELSECNET/H 네트워크 시스템의 리모트

I/O국에 장착된 인텔리전트 모듈은 GX Configurator에서 설

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설정 개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모트 I/O국에 복수의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장착한 경우, 모든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파라미터 설정

개수의 합이 리모트 I/O국의 최대 파라미터 설정 개수를 초

과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파라미터 설정 개수의 합은 초기 설정과 자동 리프레시 설정

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GX Configurator-SC에서 1모듈당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설정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토콜 FB 지원 기능

■통신 제어 프로그램(펑션 블록)의 자동 작성

통신 제어용 시퀀스 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회사의 디바이스 컨트롤러용

, 사용자는 FB 변환하는 것만으로 통신 제어 펑션 블록(이

하, 프로토콜 FB로 줄여서 표현)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으므

로

●각 회사의 디바이스 컨트롤러 고유의 패킷 구축 불필요

프로토콜 FB 지원 기능에는 각 회사의 디바이스 컨트롤러용

데이터가 미리 설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디바이스 컨트

롤러와 그 처리 항목을 선택하기만 하면 전용 명령을 인식하

지 않고도 프로토콜 FB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송수신 처리 순서를 임의로 설정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임의의 패킷을 구축하는 경우, 디바이

스 컨트롤러 별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2.10.3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설정ㆍ모니터 툴：
GX Configurator-SC

2.10 시리얼 커뮤니케이션ㆍ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장착 대상

최대 파라미터 설정 개수

초기 설정 자동 리프레시 설정

MELSECNET/H

리모트 I/O국

대상 모듈 초기 설정 자동 리프레시 설정

QJ71C24N 0(사용하지 않음) 46(최대 설정 개수)

QJ71C24N-R2 0(사용하지 않음) 47(최대 설정 개수)

QJ71C24N-R4 0(사용하지 않음) 46(최대 설정 개수)

QJ71CMO 0(사용하지 않음) 47(최대 설정 개수)

GX Developer에

프로토콜 FB 출력

프로토콜 FB 붙여넣기

(드래그＆드롭)



■통신 디버그 지원

시스템 기동 시의 디버그 줄어듭니다.

시스템 기동 시에 필요한 Q 시리즈 C24 모듈과 디바이스 컨

트롤러 간의 통신 디버그 기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툴을 사용하지 않고도 회선상의 패킷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디버그 지원 기능의 개요에 대해 설명합니다.

작업량이

●회선 트레이스

Q 시리즈 C24 모듈과 디바이스 컨트롤러 간의 송수신 패킷

데이터ㆍ통신 신호선 상태를 트레이스할 수 있습니다.

(1) 송수신 패킷 상세 표시

회선 트레이스로 수집된 송수신 패킷 데이터는 패킷 정

보를 기초로 하여 상세 표시됩니다.

(2) 송수신 패킷 리스트 표시

회선 트레이스로 수집된 송수신 패킷 데이터는 패킷 마

다 분할하여 리스트로 표시됩니다.

●통신 테스트

Q 시리즈 C24 모듈에서 디바이스 컨트롤러에 대해 테스트

용 데이터를 송신(임의/설정 데이터)할 수 있습니다.

회선 트레이스와 아래의 상태 모니터를 동시에 기동함으로

써, 회선상의 패킷 송수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 모니터

Q 시리즈 C24 모듈의 에러 상태, 통신 신호선 등의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 FB 지원 기능 일람

●프로토콜 FB 지원 기능

●디버그 지원 기능

2.10.3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설정ㆍ모니터 툴：
GX Configurator-SC

2.10 시리얼 커뮤니케이션ㆍ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시퀀스 프로그램

버퍼메모리

모니터 데이터
영역

Q 시리즈
C24 모듈

버퍼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습니다.

회선 트레이스

상태 모니터
버퍼메모리에 축적된 트레이스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수신 패킷

디바이스 컨트롤러

송신 테스트 패킷

송수신 패킷 데이터와 통신 제어 신호 상태
는 버퍼메모리에 축적됩니다.

통신 제어선 등을 체크합니다.

통신 테스트

임의의 패킷 데이터를 설정하여 송신할 수 있습니다.

모듈 설정
프로토콜 FB 지원 사용할 모듈의 초기 설정을 합니다.기능으로

프로토콜 FB 변환 시에 사용합니다.

패킷 구성 정보 설정 디바이스 컨트롤러의 패킷 구성 요소(스테이트먼트 포맷)를 설정합니다.

패킷 데이터 정보 설정 패킷 구성 정보의 각 구성 요소에 상세한 데이터를 설정하고 실제로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설정합니다.

시퀀스 정보 설정
통신 처리의 제어 타입(송신ㆍ수신ㆍ송수신)과 이에 대응하는 패킷 데이터를 설정하고 프로토콜 FB를

작성하기 위한 정보를 설정합니다.

시퀀스 FB 변환
지정된 시퀀스 정보를 프로토콜 FB로 변환합니다.

작성된 프로토콜 FB는 GX Developer의 《FB》 탭에 삽입됩니다.

기능 기능 개요

회선 트레이스

송수신 패킷 데이터와 통신 신호선 상태를 추적합니다.

ㆍ송수신 패킷 데이터 상세 표시

패킷 정보를 기초로 회선 트레이스로 수집된 송수신 데이터와 조합하여 각 패킷의 상세 내용을 표시합

니다.

ㆍ송수신 패킷 리스트 표시

수집된 송수신 패킷 데이터를 1패킷 마다 분할하여 리스트로 .표시합니다

ㆍ트레이스 데이터의 저장ㆍ읽기 회선

트레이스로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습니다.

통신 테스트 Q 시리즈 C24 모듈에서 디바이스 컨트롤러에 임의의 패킷 데이터를 통신 테스트합니다.

상태 모니터 Q 시리즈 C24 모듈의 에러 상태, 통신 신호선 등을 모니터합니다.

기능 기능 개요



적용 모듈과 적용 기능 범위

* 1：CH.1측은 모뎀 기능이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작 환경

GX Configurator-SC를 사용하는 PC의 동작 환경에 대해 설명합니다.

*1：동일 언어의 GX Developer Version 8 이후에 Configurator-SC를 인스톨하십시오.
GX Developer(일본어판)와 Configurator-SC(영문판) 또는 GX Developer(영문판)와 Configurator-SC(일본어판)는 조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프로토콜 FB 지원 기능은 GX Developer Version 7 이전의 제품에 애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3：Windows XP Professional 및 Windows XP Home Edition 사용 시는 큰 글꼴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2.10.3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설정ㆍ모니터 툴：
GX Configurator-SC

2.10 시리얼 커뮤니케이션ㆍ모뎀 인터페이스 모듈

기종 프로토콜 FB 지원 기능
디버그 지원 기능

회선 트레이스 통신 테스트 상태 모니터

항 목 주변기기

인스톨(애드 인) 위치 *1 GX Developer Version 8 이후에 애드 인 *2

컴퓨터 본체 Windows 가 동작하는 PC®

CPU
아래 표의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참조

필요 메모리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

용량

인스톨 시 65MB 이상

동작 시 20MB 이상

디스플레이 해상도 800×600도트 이상 *3

기본 소프트웨어

기본 소프트웨어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CPU 필요 메모리

이상

「XP호환 모드」 및 「사용자 간이

전환」는 지원되지 않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2.11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 모듈
2.11.1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 모듈:
QD51, QD51-R24

개요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 모듈(이하 QD51(-R24)로 줄여서

표현)은 사용자가 작성한 BASIC 프로그램으로 동작하는 모

듈입니다.

QD51(-R24)에서 AD51H-BASIC이라고 하는 BASIC 프로

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태스크의 멀티태스킹을 처

리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BASIC 프로그램에 의해 각종 연산 외에
ㆍ외부 기기와의 데이터 교신

ㆍPLC CPU와의 데이터 교신

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징

■최대 2개의 BASIC 프로그램(태스크)의 동시 실행

가능

멀티태스킹 처리가 가능하므로 QD51(-R24)에서 실행하는

제어 내용을 처리 단위별로 분할하여 BASIC 프로그램을 작

성할 수 있습니다.

제어 내용에 따라 필요한 태스크를 기동하여, 각 태스크 간

에 데이터를 교신하거나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외부와의 데이터 교신 가능

＜외부 기기와의 데이터 교신＞

RS-232, RS-422/485 인터페이스에 접속된 외부 기기와

무수순으로 데이터를 교신할 수 있습니다.

＜콘솔ㆍ터미널과의 데이터 교신＞

RS-232, RS-422/485 인터페이스에 접속된 콘솔, 터미널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콘솔, 터미널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있습니다.

에

수

＜프린터에 의한 인쇄＞

RS-232 인터페이스에 접속된 프린터로 데이터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PLC와의 데이터 교신 가능

QD51(-R24) 장착되어 있는 PLC CPU 및 MELSECNET/H

상의 PLC CPU에 대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PLC CPU와 송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이

(1) PLC CPU 내의 디바이스 쓰기, 읽기(최대 960워드/회)

(2) 특수 기능 모듈 내의 버퍼메모리 쓰기, 읽기(최대 960워

드/회)

(3) PLC CPU의 리모트 RUN/STOP

(4) PLC CPU에 대한 인터럽트

■파일 관리 가능

콘솔의 FDㆍHD(하드 디스크)를 사용하여 시퀀셜 파일 및 랜

덤 파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시 콘솔을 접속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퀀셜 파일＞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읽거나 쓸 수가 있는 메모리로 효율이

높은 파일입니다.

주로 작업 지시 데이터 파일, 실적 파일 등에 이용됩니다.

＜랜덤 파일＞

데이터를 필요한 부분에서 읽거나 쓸 수 있는 파일입니다.

대용량 재고 파일, 작업자 I/F용 표시 데이터, 마스터 파일

등에 적합합니다.

1회에 최대 256바이트까지 읽기/쓰기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문자 편집기에 의한 오프 라인 프로그래밍

가능

텍스트 문자 편집기로 BASIC 프로그램을 오프 라인에서 작

성하여 BASIC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프 라인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에는 편집한 프로그램

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프로그래밍 가능

QD51(-R24)에 PC를 접속한 다음 콘솔로 설정하면, BASIC

프로그램을 편집ㆍ디버그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3개 이상의 BASIC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최대 2개의 태스크
(BASIC 프로그램)입니다.

QD51로 처리하는

제어 내용

태스크

로보트, 바코드,
온도조절계 등

PC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

RS-232 케이블

PC 등

사용자용 FD

외부 기기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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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태스킹 디버그 가능

QD51(-R24)에 PC를 접속하고 디버거로 설정하면, 멀티태

스킹하면서 동시에 디버그할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 디버그는 디버거에서 디버그 커맨드를 입력하여

실행합니다.

디버그 커맨드를 사용하면,

ㆍ지정 태스크 No. 영역의 BASIC 프로그램 실행, 정지

ㆍ지정 태스크 No. 영역의 BASIC 프로그램 내 지정 변수값

읽기/쓰기

ㆍQD51(-R24)의 내부 메모리 데이터 읽기/쓰기

ㆍBASIC 프로그램 간에 함께 사용하는 이벤트, 메시지 포트

의 사용 상태 표시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프리터 BASIC과 컴파일 BASIC 모두 사용 가능

인터프리터 BASIC으로 작성한 BASIC 프로그램을 BASIC

컴파일러로 컴파일 하여 BASIC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기계어로 변환해 가면서 실행하는 형

식의 BASIC

인터프리터 BASIC ：QD51(-R24)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명령을 기계어로 변환)하여, QD51

(-R24)이 기계어를 직접 실행하는 형

식의 BASIC

컴파일 BASIC ：프로그램이 완성된 단계에서 컴파일

외관

(1) QD51

케이블 지름×4＋10

단위：mm

(2) QD51-R24

단위：mm

*R1 (단자대 부근의 휨 반지름) ：케이블 지름×4
*R2 (커넥터 부근의 휨 반지름) ：케이블 지름×4
*r1 (압착 단자 부근의 휨 반지름) ：극단적으로 굽히지 않

는 범위에서 접속 가능

전용 명령 일람

기능 일람

전용 명령

YCHECK
기동 신호(Y19)의 펄스상승을 체크하여

BASIC 프로그램의 기동 시간을 단축한다.

항목 기능 개요

BASIC

프로그램에

의한 기능

서브 CPU

기능

PLC CPU의 스캔 타임에 영향을 주는 복잡한

수치 계산, 함수 계산을 BASIC 프로그램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ㆍ계측 데이터의 수집, 해석, 보정

ㆍSin, Log, 평방근 등의 함수 연산

모니터

표시 기능

QD51(-R24)에 접속된 콘솔, 터미널에 동작

상태(생산 현황, 운전 상태, 고장 내용 등)를

표시한다.

키 입력

기능

QD51(-R24)에 접속된 콘솔, 터미널의 키보드

를 사용하여 생산 스케줄, 생산량, 조작, 설정

데이터 등을 입력한다.

프린터

기능

QD51(-R24)에 접속된 프린터로 생산계획, 실

적, 일보, 고장 내용, 계획 데이터, 검사 결과,

시험 성적표 등을 인쇄한다.

데이터

입력 기능

QD51(-R24)에 접속된 바코드 리더, 카드 리

더 등으로 데이터를 입력한다.

(QD51(-R24)는 BASIC 프로그램으로 프리 포

맷으로 송수신할 수 있어 상대 기기의 프로토

콜에 맞추는 것이 가능)

ㆍ생산 로트 번호, 제품명, 개수 등의 입력

ㆍ계측값, 시험 데이터의 수집

외부 기기

접속 기능

QD51(-R24)의 RS-232, RS-422/485 인터페

이스에 계산기 등을 접속하여 BASIC 프로그램

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시계 기능

시계 기능을 가지는 PLC CPU의 시계 데이터

(년, 월, 일, 시, 분, 초, 요일)를 읽기/쓰기한

다.

온라인

프로그래밍 기능

QD51(-R24)에 콘솔을 접속하여 시스템 커맨

드로 BASIC 프로그램을 작성/실행/수정한다.

시스템 커맨드에 의해 실행 프로그램을 플래시

ROM에 등록하거나 읽는다.

멀티태스킹

디버그 기능

QD51(-R24)에 콘솔 및 디버거를 접속하여 멀

티태스킹으로 BASIC 프로그램 및 디버그를 동

시에 실행한다.

기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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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사양

*1：상대 기기와 PLC CPU를 접속할 때의 조합을 나타냅니다.(상대 기기：PLC CPU측) n, m＋n의 합계는 최대 32가 됩니다.
*2：QD51(-R24)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GPPW로 스위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GPPW를 사용하여 QD51(-R24)을 I/O 할당(인텔리전트, 32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명은 장착 모듈에 대응하는「QD51」 또는 「QD51-R24」로를 설정하십시오.

*3：기능 버전 B 이후의 제품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항목
사양

프로그램 언어 AD51H-BASIC(인터프리터, 컴파일)

태스크수

태스크의 스타트 조건

ㆍ전원 투입으로 스타트

ㆍPLC CPU에서의 인터럽트로 스타트(컴파일 BASIC일 때는 불가능)

ㆍ다른 태스크에서의 기동 요구로 스타트

내부 메모리

프로그램 최대 64k바이트(태스크 1의 용량＋태스크 2의 용량≤64k바이트)

공통 메모리 8k바이트

버퍼메모리 6k바이트

확장 릴레이(EM) 1024점

확장 레지스터(ED) 1024점

범용(PLC CPU용) 입출력 입력 27점, 출력 23점

메모리 프로텍트 없음

인터페이스

CH.1 RS-232 준거(D-Sub9P)

CH.2 RS-232 준거(D-Sub9P)

CH.3 RS-422/485 준거(2-piece 단자대)

통신 방식 전이중 통신 방식

동기 방식 조보 동기식

전송 속도
300, 600, 1200, 2400, 4800, 9600,14400, 19200, 28800, 38400bps

* 2개의 인터페이스의 합계 전송 속도는 38400bps 이내에서 사용 가능

데이터 형식

스타트 비트

데이터 비트 7 또는 8

패리티 비트 짝수, 홀수, 없음

스톱 비트 1 또는 2

전송 제어

DTR/DSR(ER/DR) 제어
RS-232만 가능, RS-422/485 모두 불가능

RS/CS 제어

CD 신호 제어 없음

DC1/DC3(Xon/Xoff 제어) RS-232, RS-422/485 모두 가능

DC2/DC4 제어 없음

시계 기능 없음

정전 유지 없음

사용자 프로그램의 ROM 저장 프로그램 영역만 플래시 ROM에 저장

콘솔 DOC/VPC 또는 PC-9800 시리즈

멀티태스킹 디버그 가능(디버거 사용 시)

회로 구성*1

전송 거리

(총연장 거리)

최대 15m

최대 1200m(총연장 거리)

보호 등급

플래시 ROM 쓰기 횟수 같은 영역에 대해서 최대 10만회

온라인 모듈 교환 불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3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2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형 치수

중량

RS-232 준거(D-Sub9P)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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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51(-R24)의 내부 메모리

QD51(-R24)에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있습

니다.

●실행용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메모리

ㆍ프로그램 영역

QD51(-R24)을 실행하도록 해 주는 BASIC 프로그램이 저

장되는 메모리입니다.

프로그램 영역은 최대 2태스크를 실행할 수 있으며, 최대

64k바이트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PLC CPU와의 교신용 메모리

ㆍ버퍼메모리

●태스크 간의 교신용 메모리

ㆍ공통 메모리

●ON/OFF 데이터를 읽기/쓰기 하는 메모리

ㆍ확장 레지스터(ED) ：1024점(ED0~ED1023)

ㆍ특수 레지스터(ED9000) ：128점(ED9000~ED9127)

ㆍ확장 릴레이(EM) ：1024점(EM0~EM1023)

ㆍ특수 릴레이(EM9000) ：128점(ED9000~ED9127)

내부 메모리는 배터리에 의해 백업되지 않습니다.

QD51(-R24)의 전원이 OFF되면, 쓰여진 BASIC 프로그램, 버퍼

메모리 등의 데이터는 사라져 버립니다.

작성한 BASIC 프로그램은 전원을 OFF하기 전에 플래시 ROM에

버퍼메모리 등의 데이터는 PLC의 래치되어 있는 디바

이스 또는 파일에 저장하십시오.

저장하고,

■RS-232 인터페이스 사양

●RS-232 커넥터 사양

상대 기기와 접속하는 RS-232용 커넥터 사양을 나타냅니다.

●RS-232 인터페이스용 커넥터

QD51(-R24)의 RS-232 인터페이스 커넥터는 다음 형명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DDK의 9핀 D서브(암(오목)) 나사 고정 타입

17L-10090-27-D9AC

QD51(-R24)측 접속 케이블의 커넥터 셸로서 다음 중에 하

나를 사용하십시오.

ㆍ第一電子工業(주)
플러그, 셸 형명：17JE-23090-02(D8A)

ㆍ3M(주)

플러그 형명 ：8209-6009

셸 형명 ：3702-2209 M2.6

ㆍ일본 AㆍMㆍP (주)

플러그 형명 747904-2：

셸 형명 ：747515 또는 174469-2

●RS-232 케이블 사양

ㆍRS-232 케이블은 RS-232의 규격에 준하는 15m

이내에서 사용하십시오.

제품을

(권장 케이블)

7/0. 127 □P HRV-SV ㆍㆍㆍ□：개수를 지정

(13개의 경우, 7/0.127 13P HRV-SV)

■RS-422/485 인터페이스 사양

●RS-422/485 단자대 사양

상대 기기와 접속하는 RS-422/485 단자대 사양을 나타냅니

다.

RS-422/485 인터페이스 단자대의 단자 나사는 M3 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자에 적합되어 있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십시오.

●RS-422/485 케이블 사양

RS-422/485 케이블의 사양에 대해 나타냅니다.

(1) RS-422/485 케이블(QD51(-R24)의 단자대에 접속하는

케이블)은 아래의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을 1200m 이내

에서 사용하십시오.

(2) 복수의 기기를 1:n, n:1, m:n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도 총

연장 거리가 1200m 이내가 되도록 하십시오.

(3) RS-422/485 케이블의 사양에 대해 설명합니다.

(권장 케이블)

SPEV(SB) -MPC-0.2×3P ......(미쓰비시전선공업(주))

SPEV(SB)-0.2×3P...............(미쓰비시전선공업(주))

* SPEV(SB)-MPC-0.2×3P와 SPEV(SB)-0.2×3P는 전기적 특성
이 같지만, 외경 치수 및 내부 전선색 등 일부가 다릅니다.

약호
신호 명칭

신호 방향

↔상대 기기

핀

번호

신호
C24

(-R51)

약호
신호 명칭

신호 방향

↔상대 기기

신호
QR51

(-R24)

내 용항 목

수신 캐리어 검출

수신 데이터

송신 데이터

데이터 터미널

레디

신호 접지

데이터 세트 레디

송신 요구

송신 가능

송신 데이터(＋)

송신 데이터(-)

수신 데이터(＋)

수신 데이터(-)

신호 접지

프레임 접지

프레임 접지

케이블 종류 실드 케이블

대수

도체 저항(20℃) 88.0Ω/km 이하

절연 저항 10000MΩ-km 이상

내전압 DC500V 1분간

정전 용량(1kHz) 평균 6OnF/km 이하

특성 임피던스(100kHz)

3P

주 의



2.11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 모듈
2.11.1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 모듈:
QD51, QD51-R24

시스템 구성

■적용 시스템

＜적용 모듈과 장착 가능 장수＞

QD51(-R24) 장착할 수 있는 CPU 모듈 및 리모트 I/O국

과 장착 가능한 장수를 나타냅니다.

을

*1：본 매뉴얼 1장의 각 CPU 시스템 항목에서, 시스템 구성에 관
한 기재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2：2.5.2항의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QD51(-R24)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다

음과 같이 대응됩니다.

QD51(-R24)를 사용할 때는 AD51H-BASIC 소프트웨어 패

키지 및 GX Developer가 필요합니다.

(1) 콘솔/디버거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2) PLC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3) 컴파일용 일반 소프트웨어 패키지

(컴파일 시만 필요)

(a) PC 사용 시

Borland C++ Suite 제품을 구입하십시오.

Borland C++ Suite 안에 Turbo Assembler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콘솔/디버거용 접속 케이블＞

(1) PC 사용 시

(a) 접속 케이블

케이블을 조합하여 접속합니다.

QD51에는 변환 어댑터(FA-A25S9P)를 2개 이상 장착할 수 없

습니다.

＜QD51 동봉품＞

＜QD51-R24 동봉품＞

＜별도 준비품＞

다음의 기기(매뉴얼)는 별도로 준비하십시오.

매뉴얼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 모듈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종단 저항 110Ω, 330Ω, 각 2개

매뉴얼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 모듈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RS-232/422

케이블
성능 사양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매뉴얼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 모듈 사용자 매뉴얼

(상세편)

AD51H-BASIC 프로그래밍 매뉴얼

(커맨드편)

AD51H-BASIC 프로그래밍 매뉴얼

(프로그램 편집, 컴파일편)

품명 내용

품명 내용

품명 내용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 고

CPU 모듈

최대 8장

최대 24장

최대 64장
Q 모드에서만

장착 가능 *1

최대 64장* 1

네트워크

모듈
최대 64장

MELSECNET/H

리모트 I/O국 *2

품명 형명 비고

AD51H-BASIC

소프트웨어

패키지

SW1IVD-AD51HP PC용

*1

*1

소프트웨어 버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8 이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4 이후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6 이후

싱글 CPU 시스템
Version 7.10 L 이후

멀티 CPU 시스템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한

경우
Version 6 이후

품 명 형 명 비 고

터보 어셈블러
Turbo Assembler

Ver5.0
IBM PC/AT용 영문판

변환 케이블
FA-CBL25S9S
또는

변환 어댑터
FA-A25S9S

(소개품) (소개품)

PC

변환 케이블
FA-CBL25S9P
또는

변환 어댑터
FA-A25S9P

RS-232 케이블
AC30R2

QD51

주 의



2.11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 모듈
2.11.1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 모듈:
QD51, QD51-R24

(b) 케이블 배선

사용자 케이블의 배선을 나타냅니다.제작용

콘솔측의 핀 배열은 PC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자가 케이블을 작성하는 경우, PC의 I/F 사양을 확인한 다음

작업하십시오.

본 모듈측 케이블 접속과 신호 방향

(전이중 통신용 접속 예)

콘솔측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

주 의



2.11. 2 AD51H-BASIC 패키지：
SW1IVD-AD51HP

개요

SW1IVD-AD51HP형 AD51H-BASIC 패키지는 AD51HS3/

A1SD51S/QD51(-R24)형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 모듈

(이하 커뮤니케이션 모듈로 줄여서 표현)의 BASIC 프로그램

을 작성ㆍ수정하거나 디버그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아래 PC의 하드 디스크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DOS/V PC(SW1IVD-AD51HP)

특징

■BASIC 프로그램의 온라인 프로그래밍, 실행 및 디

버그

DOS/V PC를 커뮤니케이션 모듈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BASIC 프로그램을 작성ㆍ수정하거나 실행 및 디버거할 수

있으며, FD, HD에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FD, HD의 파일 조작

FD, HD에 저장되어 있는 BASIC 프로그램 파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조작할 수 있습니다.

ㆍ저장되어 있는 파일명의 표시(디렉토리)

ㆍ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삭제

ㆍFD, HD 간의 파일 복사 및 대조

기능 일람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하여 실행할 수가 있는 기능을 나

타냅니다.

●프로그래밍

온라인 프로그래밍

●파일 메인터넌스

HD, FD, 메모리 카드의 디렉토리 표시

HD, FD, 메모리 카드의 파일, 시스템명 삭제

HD, FD, 메모리 카드의 파일 복사

HD, FD, 메모리 카드의 파일 대조

메모리 카드의 포맷

메모리 카드의 백업

실행용 BASIC 프로그램의 ROM 저장

실행 환경 설정 내용 표시

●시간 설정

PLC CPU의 시계 데이터 설정

(1) A1SD51S/QD51(-R24)형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 모듈은

아래의 기능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ㆍ메모리 카드에 대한 액세스

ㆍ실행 프로그램의 ROM 저장

(2) ROM에 저장하는 경우 별도의 SW□-ROMA형 ROM 기능 소

프트웨어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구성

2.11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 모듈

■QD51(-R24)를 사용하는 시스템 구성

변환
케이블

RS-232C
케이블

변환
케이블

DOS/V PC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
모듈

사용자 제작
RS-232C
케이블

변환 케이블, RS-232C 케이블, 사용자 제작 RS-232C 케이블에
대해서는 2.11.1항을 참조하십시오.

QCPU
커뮤니
케이션
모듈

RS-232C 케이블

DOS/V, PC-9800 시리즈

주 의



동작 환경

●DOS/V PC의 동작 환경

2.11. 2 AD51H-BASIC 패키지：
SW1IVD-AD51HP

2.11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 모듈

DOS, Windows3. 1, Windows95, Windows98의 OS를 사용하는 경우, 표시를 위해 CONFIG.SYS 파일에는 ANSY.SYS가 등록되어 있

어야 합니다.

항목 내용

OS

IBM DOS 버전 J5.02/V

IBM DOS 버전 J6.1/V

MS-DOS Version 5.0/V

MS-DOS Version 6.2/V

Windows3.1(DOS 호환 BOX로 동작.)

Windows 95(DOS 호환 BOX로 동작. 다만 전체 화면 표시는 불가능.)®

Windows 98(DOS 호환 BOX로 동작. 다만 전체 화면 표시는 불가능.)®

Windows 2000 Professional(DOS 호환 BOX로 동작)®

Windows XP Professional(DOS 호환 BOX로 동작)®

Windows XP Home Edition(DOS 호환 BOX로 동작)®

필요 메모리
DOS:640k바이트 이상(360k바이트 이상)

Windows:Windows가 동작하는 환경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 용량 1MB 이상

디스크 드라이버 3.5인치(1.44MB)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통신 인터페이스

포인트



A1SJ71PT32-S3, A1SJ71T32-S3

개요

MELSECNET/MINI-S3은 플라스틱 파이버 케이블 또는 트

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이용하는 배선 절감용 리모트 I/O 네

트워크입니다. MELSECNET/MINI-S3과 A2C 시리즈 I/Oㆍ

특수 모듈, FX 시리즈 PLC나 파트너 제조회사의 솔레노이

드 밸브 등을 리모트 모듈로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AJ71PT32-S3/A1SJ71PT32-S3, AJ71T32-S3/

A1SJ71T32-S3은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특징

■시스템 구성

MELSECNET/MINI-S3의 마스터 모듈은 QA6□B/

QA1S6□B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속 가능한 리모트 모듈

MELSECNET/MINI-S3 및 A2C 시리즈 리모트 I/O 등

MELSECNET/MINI-S3에 접속할 수 있는 모든 리모트 I/O가

접속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모듈의 자세한 사항은

MELSEC-A/QnA 시리즈의 카탈로그 또는 데이터 북을 참조

하십시오.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사양

■광 케이블 사양

2.12 MELSECNET/MINI-S3
AJ71PT32-S3, AJ71T32-S3,    

■Q 모드로 사용하는 경우의 제약 사항

A/QnA에 대응하는 아래의 MESLECNET/MINI-S3용 전용

명령은 Q 모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FROM/TO 명령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명령

또한, Q 모드 CPU는 MELSECNET/MINI-S3의 자동 리프레

시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능 사양

*1：최대 링크 국수는 리모트 모듈에 할당된 점유 국수의 합이 64국까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만 리모트 터미널 모듈(점유 국수 4)의

최대 접속 가능 장수는 14장입니다.
*2：I/O 리프레시 시간은 접속되어 있는 리모트 모듈의 국수, 종류 및 마스터 모듈의 동작 모드에 따라 바뀝니다.
*3：광 케이블의 국간 거리가 1m 미만인 경우 교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VTPE-1 케이블(미쓰비시전선공업)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최대 국간 거리가 35m가 됩니다.

*4：최대 국간 거리는 사용하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지름에 따라 바뀝니다. 0.2mm 이상 ~ 0.5mm 미만의 케이블에서는 50m이며,

0.5mm 이상의 케이블에서는 100m가 됩니다.

2 2

2

AJ71PT32-S3/AJ71T32-S3은 2006년 9월말부터 생산 중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A1SJ71PT32-S3, 리모트 모듈은 2008년 9월말부터 생산 중지하기로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베이스：Q3□B

증설 베이스：QA6□B/QA1S6□B

리모트 I/O

리모트 I/O 리모트 I/O 리모트 I/O

리모트 I/O리모트 I/O

항목 사양

케이블 종류 실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개수 2P 이상

도체 저항 88.0Ω/km 이하 ＠20℃

정전 용량 평균 6OnF/km 이하 ＠1kHz

특성 임피던스

종류 플라스틱 파이버 케이블

전송 손실 260dB/km 이하

파이버 외경

접속 커넥터 1심 커넥터

허용 휨 반지름

항목 사양

대응 케이블 광 케이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마스터 모듈 장착 장수 제한 없음

마스터 모듈 1장당
최대 링크 국수 64국 *1

입출력 점수 512점

I/O 리프레시 시간 3.2~18ms(64국 접속 시) *2

통신 속도

최대 국간 거리

입출력 점유 점수 I/O 전용 모드：32점, 확장 모드：48점(I/O 할당：인텔리전트)

DC5V 내부 소비 전류

중량



2.13 MELSEC-I/OLINK

AJ51T64, A1SJ51T64

개요

MELSEC-I/OLINK는 네트워크용 파라미터를 설정할 필요없

이 일반 I/O 모듈처럼 프로그램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배선 절감 리모트 I/O 네트워크입니다.

1네트워크당 64점의 입력 또는 출력(8점 또는 16점 혼합 모

듈을 사용하면 최대 128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멀티 드

롭 버스 방식으로 T자 분기도 가능한 유연성 높은 네트워크

배선을 사용합니다. 또한, 종단 저항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

니다.

AJ51T64, A1SJ51T64는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시스템 구성

AJ51T64는 QA6□B, A1SJ51T64는 QA1S6□B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속 가능한 리모트 I/O

종래부터 MELSEC-I/OLINK에 접속할 수 있는 모든 리모트

I/O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모듈의 자세한 사항은 MELSEC-A/QnA 시리즈의

카탈로그 또는 데이터 북을 참조하십시오.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의 사양

■Q 모드로 사용하는 경우의 제약 사항

없습니다.

AJ51T64는 2006년 9월말부터 생산이 중지되었습니다.

또한, A1SJ51T64는 2007년 10월부터 수주 생산으로 전환되

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능 사양

기본 베이스：Q3□B

증설 베이스：QA6□B/QA1S6□B

리모트 I/O 리모트 I/O 리모트 I/O

항목 사양

케이블 종류
실드 타입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캡 타이어 케이블

전선 지름, 개수

도체 저항 29Ω/km 이하 ＠20℃

정전 용량
75 nF/km 이하

＠1kHz

특성 임피던스

절연 저항 500MΩ 이상

내전압 AC500V 1분 이상

외경 Φ8.5mm 이하 Φ9mm 이하

항목
사양

최대 입출력 점수
128점(입출력 혼합 리모트 모듈을 사용

한 경우)

입출력 리프레시 시간 약 5.4ms

적용 통신 케이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또는 캡 타이어

케이블 0.75mm 이상2

통신 속도

동기 방식 프레임 동기, 비트 동기 함께 사용

오류 제어 패리티 체크

전송로 형식
버스 방식

(T자 분기 가능, 종단 저항 불필요)

전송 거리 총연장 200m

입출력 점유 점수 64점(I/O 할당：출력)

외부 전원
정격전압 DC24V(+15%/－10%)(전송로용)

소비 전류

DC5V 내부 소비 전류

중량

100MΩ



2.14 OPCN-1 오픈 PLC 네트워크

AJ71J92-S3, A1SJ71J92-S3, A1SJ72J95

개요

OPCN-1는 일본전기공업회에서 규격화한 오픈 PLC 네트워

크로, 마스터 PLC에서 리모트 I/O, 솔레노이드 밸브, 로보

트, 표시기 등 OPCN-1에 대응하는 슬레이브국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AJ71J92-S3/A1SJ71J92-S3은 하이 퍼포먼

스 모델 QCPU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시스템 구성

AJ71J92-S3은 QA6□B, A1SJ71J92-S3은 QA1S6□B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A1SJ72J95는 A1S3□B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슬레이브국에 장착 가능한 모듈

A1SJ72J95 슬레이브국 모듈은 A1S3□B의 CPU 슬롯에 장

착하여 AnS 시리즈 I/O 모듈(A1SX□□, A1SY□□)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A 대형 시리즈/AnS 시리즈 특수 모듈, 네트워크 모듈, 입출

력 혼합 모듈은 장착할 수 없습니다.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의 사양

■Q 모드로 사용하는 경우의 제약 사항

GET/PUT 서비스에 의해 슬레이브국에서 마스터 PLC 디바

이스 메모리의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경우 액세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성능 사양

기본 베이스：Q3□B

증설 베이스：QA6□B

기본 베이스
A3□B
A1S3□B

로봇
솔레노이드 밸브
표시기 등

QA1S6□B

항목 사양

케이블 종류 실드 타입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개수 2P 이상

도체 저항 88.0Ω/km 이하 ＠20℃

정전 용량 평균 6OnF/km 이하 ＠1kHz

특성 임피던스

디바이스 종류 범위

접점

코일

현재값

설정값

접점

코일

현재값

설정값

항목
사양

OPCN-1 적합 클래스 TYPE-M52I(마스터국) TYPE-S52I(슬레이브국)

통신 속도

통신 방식/부호화 방식/전기적 특성/

전송로 형식
반이중 동기 통신/NRZI 방식/EIA RS-485/버스 형식

총연장 거리
통신 속도에 따라 다름

125kbps:1000m, 250kbps:800m, 500kbps:480m, 1Mbps:240m

접속 국수
마스터국 1대에 대해서 슬레이브국

31대까지

송신권 제어 폴링/선택

서비스 종류

초기 설정 일제동보

입출력

리셋

데이터 쓰기

데이터 읽기

초기 설정

입출력

리셋

링크 점수

입출력 영역을 채우지 않도록 설정하여 사용 시

 2048점 지정 시 ：입력＋출력≤2048점

 16384점 지정 시：입력＋출력≤16384점

입출력 영역을 채우도록 설정하여 사용 시

 2048점 지정 시 ：입력＋출력≤4096점

 16384점 지정 시：입력＋출력≤32768점

입력≤1024점

출력≤1024점

입력＋출력≤2048점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I/O 할당：특수 32점)

DC5V 내부 소비 전류

중량

AJ71J92-S3은 2006년 9월말부터 생산 중지되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쓰기

메시지 읽기

GET

PUT



2.15 S-LINK

A1SJ71SL92

개요

A1SJ71SL92N은 SUNX의 S-LINK 기기를 접속하여 제어하

는 마스터 모듈입니다. S-LINK는 마스터 모듈 1대당 128점

의 제어가 가능하며 설비의 배선 절감 네트워크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1SJ71SL92N은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

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시스템 구성

A1SJ71SL92N은 QA1S6□B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접속할 수 있는 리모트 모듈

SUNX의 S-LINK 기기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Q 모드로 사용하는 경우의 제약 사항

없습니다.

성능 사양

항목 사양

전송 방식 쌍방향 시분할 다중 전송 방식

동기 방식
비트 동기 방식,

프레임 동기 방식

전송 순서 S-LINK 프로토콜

전송 속도

전송 거리
신호 간선：최대 연장 거리 200m

(Booster 사용 시, 400m)

접속 방식

T 타입 분기 멀티 드롭 접속/

멀티 드롭 접속

[+24Vㆍ0VㆍDㆍG(D-G 간 단락

보호 기능 내장)]

분기수 10분기 이하

제어 입출력 점수 최대 128점

S-LINK

시스템용

외부 전원

DC24V ±10%/

허용 리플

p-p±10% 이하

DC24V±10%/허용 리플

p-p±10% 이하

D-G 간：1.60 A,

+24V-0V 간：5.00A

D-G 간：1.60 A,

+24V-0V 간：5.00A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I/O 할당：인텔리전트)

DC5V 내부 소비 전류

중량

기본 베이스：Q3□B

증설 베이스：QA1S6□B

센서 센서 센서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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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입출력 모듈
3.1.1 입출력 모듈의 개요

개요

Q 시리즈 입출력 모듈은 고기능ㆍ고성능 Q 시리즈 CPU 모

듈(Q 모드만)의 버스에 대응하는 입출력 모듈로서, 친환경

적이며 소형/절전형 제품입니다.

특징

■초소형화

빌딩 블록 타입의 입출력 모듈로서, 크기는 높이 98mm×가

로폭 27.4mm×깊이 90mm입니다.

주) Q 시리즈 입출력 모듈은 Q3□SB, Q3□B, Q3□RB, Q5□B,
Q6□B, Q6□RB 장착용 제품으로 QA1S3□B, QA1S6□B,

QA65B에는 장착할 수 A 모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
니다.

없으며,

■다기능화

(1) DC 입력 모듈은 입력 응답 시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응답 시간은 고속 응답이 필요한 경우 1ms로, 고신뢰성

응답(노이즈 마진 등을 고려)이 필요한 경우 70ms로 조

정하는 등, 1/5/10/20/70ms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

다.

고속 입력 모듈의 QX40-S1, QX41-S1, QX42-S1을 사

용하면 입력 응답 시간을 0.1/0.2/0.4/0.6/1ms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DC 트랜지스터 출력 모듈은 합선 보호 기능을 가진 모

듈을 라인 업하였습니다.

합선 보호 기능이란, 합선 등에 의한 트랜지스터의 파손

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배선 효율 향상

릴레이 출력 모듈의 외부 공급 전원이 필요하지 않도록 설계

하였습니다.

■유지보수성 향상

(1) 모듈의 원터치 탈착(나사 고정 불필요)이 가능합니다.
* : 사용 조건에 따라 나사 고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2) CPU 에러 시에 출력 모듈 마다 출력의 유지/

.

클리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장착 모듈 구성 상태를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화면에

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메인터넌스할 때 편리합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도 제어 중에 이상이 발생한 모듈을

동일 형명의 모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주1) 인터럽트 모듈은 모듈을 교환할 수 없습니다.온라인 중에
주2) 온라인 모듈 교환의 조건에 대해서는 1장의 각 CPU 시스템 및

2.5.2항의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의 온라인 모

듈 교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에너지 절약

트랜지스터 출력 모듈의 DC5V 소비 전류를 절감하였습니다.

■안전성

AC100/200V 정격모듈에서는 외부 위험 전압과 내부 회로

간을 강화 절연하였습니다.

■호환성

32점, 64점 모듈의 커넥터 타입 및 핀 배치가 A/AnS 시리즈

와 동일하므로, AnS 시리즈 I/O 모듈용으로 배선되어 있는

커넥터 및 A/AnS 시리즈 커넥터 단자대 변환 모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 시의 주의 사항

(1) 출력 모듈은 L부하를 구동하는 경우의 최대 개폐 빈도를

1초 이상 ON, 1초 이상 OFF하여 사용하십시오.

(2) DC/DC 컨버터를 사용한 카운터ㆍ타이머 등을 출력 모

듈의 부하로서 사용하는 경우, ON 시 또는 동작 중에 일

정 주기로 돌입 전류가 흐르므로 평균 전류로 선정하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 부하를 사용하는 경우, 돌입 전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하에 직렬로 저항 또는 인덕턴스를

접속하거나 최대 부하 전류가 큰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3) 출력 모듈의 퓨즈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경우 외부 배선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장착되어 있습니다.

퓨즈는 모듈의

출력이 합선된

따라서 출력 모듈의 퓨즈를 임의로 교환하면 제품을 보

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력 모듈이 합선 이외의 고장으로 손상된 경우, 퓨즈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입력 모듈의 동시 ON 점수는 입력 전압, 주위 온도의 조

건에 따라 바뀝니다.

각 입력 모듈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모듈 종류 제약

입력 모듈

제약 없음출력 모듈

입출력 혼합 모듈

형명 DC5V 소비 전류

QY81P 약 95mA

A1SY81EP 약 500mA

저항 부하

출력
모듈

인덕턴스 부하

출력
모듈



(5) 릴레이 출력 모듈의 릴레이 수명을 나타냅니다

. . . . . .QY10, QY18A

1. 자주 개폐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릴레이의 수명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트랜지스터 또는 트라이액

출력 모듈을 사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2. 릴레이 수명 곡선은 실력값으로서 보증값이 아니므로, 릴레이

수명 곡선에 대해 충분한 여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은 릴레이 수명의 사양입니다.

정격 개폐 전압ㆍ전류 부하 10 만회

10만회

3. 릴레이의 수명은 부하의 종류와 돌입 전류의 특성에 따라 크

게 바뀝니다.

특히 돌입 전류는 접점 손상의 원인이 되므로 선정 시 고려하

시기 바랍니다.

(a) 유도성 부하

전자 접촉기, 솔레노이드 등의 유도성 부하를 차단할 때는

역기전력이 발생되어 아크 방전될수 있습니다.

특히 역률이 작은 경우 수명이 짧아지므로 고려가 필요합

니다.

전원 투입 시에도 정상 전류의 5 ~ 15배의 돌입 전류가

흐르므로 접점 손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b) 램프 부하

램프 회로의 돌입 전류는 정상 전류의 10 ~ 15배의 돌입
전류가 흐르므로 접점 손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c) 용량성 부하
부하 회로에 콘덴서 등이 있을 때는 정상 전류의 20~ 40
배의 돌입 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접점손상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배선이 길어진 경우에는 전선 용량에도 주의가 필요합니
다.

(6) 단자대에는 절연 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

습니다.

압착 단자의 전선 접속부에는 마크 튜브 또는 절연 튜브

를 씌울 것을 권합니다.

(7) 단자대에 접속하는 전선은 심선 0.3~0.75mm , 외경

2.8mm 이하의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심선 0.75mm 이

상의 전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Q6TE-18S) .

2

를 검토하십시오

(8) 입출력 모듈은 표고 0m의 대기압 이상으로 가압한 환경

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하게 되면 이상 동작할 가

능성이 있습니다.

가압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9) 모듈 고정 나사, 단자대 나사의 조임 토크는 다음의 범위

에서 사용하십시오.

(10) 모듈의 과부하 보호 기능, 과열 보호 기능에 대해 설명

합니다.

(a) QY40P, QY41P, QY42P, QH42P의 경우

3.1 입출력 모듈
3.1.1 입출력 모듈의 개요

(b) QY81P의 경우

기 능 내 용

공통

(과부하ㆍ과열

보호기능)

ㆍ과부하에 의해 과전류가 계속해서 흐르면, 열이

발생되어 과열 보호 기능이 동작합니다.

ㆍ각 보호 기능은 모듈의 내부 소자를 보호하는 기

능으로서 외부 기기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부하 보호 기능

ㆍ과부하 보호 기능은 1A~3A/1점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1점 단위로 동작합니다.

ㆍ과부하 보호 기능은 부하가 정격 부하가 되면 정

상 동작으로 복귀합니다.

과열 보호 기능

ㆍ과열 보호 기능은 1점 단위로 동작합니다.

ㆍ과열 보호 기능은 열이 내려가면 정상 동작으로

복귀합니다.

ㆍ과부하에 의해 과전류가 계속해서 흐르면, 열이

발생되어 과열 보호 기능이 동작합니다.

ㆍ각 보호 기능은 모듈의 내부 소자를 보호하는 기

능으로서 외부 기기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부하 보호 기능

ㆍ과부하 보호 기능은 1A~3A/1점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1점 단위로 동작합니다.

ㆍ과부하 보호 기능은 부하가 정격 부하가 되면 정

상 동작으로 복귀합니다.

과열 보호 기능

ㆍ과열 보호 기능은 2점 단위로 동작합니다.(Y0/

Y1, Y2/Y3, ㆍㆍㆍㆍ의 2점 단위로 되어 있어 과

열 보호 기능이 동작하면 2점이 동시에 동작합니

다. 과열 상태가 계속되면 열이 전도되어 다른 과

열 보호 기능도 동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ㆍ과열 보호 기능 동작 시에 출력이 ON된 경우,

실제 출력 전압은 0V에서 부하 전압의 사이에서

발진합니다.

부하 전압이 24V인 경우, 발진 시의 평균 전압은

약 7V입니다.

과열 보호 기능 동작 시에 출력이 OFF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진하지 않습니다.

과열 보호 기능 동작 시에 출력이 확실하게 OFF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7V 이상에서 OFF하는

부 부하를 사용하십시오.

외

ㆍ과열 보호 기능은 열이 내려가면 정상 동작으로

자동 복귀합니다.

기 능 내 용

공통

(과부하ㆍ과열

보호기능)

나사의 위치 조임 토크 범위

모듈 고정 나사(M3×12 나사)

입출력 모듈 단자대 나사(M3 나사)

입출력 모듈 단자대 장착 나사(M3 나사)
τ(L/R)：완화 시간

cosφ ：역률

개폐전류(A)

30만회
10만회
30만회
10만회
30만회

포인트



(11) 입력 모듈은 신호의 펄스폭에 따라서 노이즈 등을 정상

적인 입력으로 간주하여 수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펄스폭은 파라미터에서 설정하는 응답 시간에 따라 아

래표와 같이 됩니다. 응답 시간은 사용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하십시오.

(12) CPU 모듈의 제품 정보는 GX Developer의 진단 메뉴의

시스템 모니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확인한다.

(13) QH42P, QX48Y57을 사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구성

하여 사용하십시오.

CPU 모듈은 상기의 제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GX Developer(SW4D5C-GPPW 이전)를 사용하는 경

시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입

으로 설정하십시오.

우, 응답 출

력 할당은 「출력」

(10ms 고정).

(14) QY22 사용 시의 주의 사항

부하가 합선된 경우에 외부 기기 및 모듈의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해 외부 단자 1점 단위로 퓨즈를 장착할 것을

권합니다.

퓨즈는 IEC60127 시트 1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동작을 확인한 퓨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15) QY68A 사용 시의 주의 사항

부하가 합선된 경우에 외부 기기 및 모듈의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해 외부 단자 1점 단위로 퓨즈를 장착할 것을 권

합니다.

퓨즈는 정격 전류가 3A인 속단 타입을 권합니다.

당사가 동작을 확인한 퓨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16) QI60의 응답 시간 설정

QI60에서 응답 시간을 설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구

성하여 사용하십시오.

아래와 같이 구성하지 않으면, 응답 시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0.2ms 고정)

(17) UPS 장치와 접속할 때의 주의 사항

UPS 장치는 전원 왜율이 5% 이하인 라인 인터랙티브

방식을 사용하십시오. 스탠바이 방식의 UPS는 사용하

지 마십시오.

입력 딜레이팅(온도에 의한 입력 ON율 제한)

입력 모듈에 따라서는 입력 사양의 딜레이팅이 필요한 기종

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력의 과도한 발열에 의한 고장을 방

지하기 위한 제한 사항으로, 주위 온도, 입력 전압, 입력 ON

점수 및 입력 ON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입력 사양의 딜레이팅이 필요한 모듈에 대해서는 딜레이팅

도를 참조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시스템 구성

<별도 준비품>

다음의 매뉴얼은 별도로 준비하십시오

3.1 입출력 모듈
3.1.1 입출력 모듈의 개요

응답 시간

품 명 내 용

CPU 모듈 제품 정보 「011120000000000-A」 이후 제품

GX Developer SW5D5C-GPPW 이후 제품

퓨즈 형명

정격 전류

제조회사명 Littelfuse, Inc

퓨즈 형명

정격 전류

제조회사명 Littelfuse, Inc

CPU 모듈 제품 정보 「021120000000000-B」 이후 제품

GX Developer SW6D5C-GPPW 이후 제품

매뉴얼 빌딩 블록 입출력 모듈 사용자 매뉴얼

품 명 내 용

품 명 내 용

설정값(ms)
수신 가능성이 있는 펄스폭의 최소값(ms)



3.1.2 입력 모듈

■QX10 타입 AC 입력 모듈

3.1 입출력 모듈

사 양

형 식 AC 입력 모듈

QX10 정면 모양

입력 점수 16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입력 전압, 주파수 AC100-120V(+10/-15%) 50/60Hz(±3Hz)(왜율 5% 이내)

정격 입력 전류 약 8mA(AC100V, 60Hz), 약 7mA(AC100V, 50Hz)

입력 딜레이팅 딜레이팅도 참조

돌입 전류 최대 200mA 1ms 이내(AC132V 시)

ON 전압/ON 전류 AC80V 이상/5mA 이상(50Hz, 60Hz)

OFF 전압/OFF 전류 AC30V 이하/1.7mA 이하(50Hz, 60Hz)

입력 임피던스 약 12kΩ(60Hz), 약 15kΩ(50Hz)

응답 시간
OFF→ON 15ms 이하(AC100V 50Hz, 60Hz)

ON→OFF 20ms 이하(AC100V 50Hz, 60Hz)

절연 내압 AC178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1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1X

코먼 방식 16점 1코먼(코먼 단자：TB17)

동작 표시 ON 표시(LED)

외선 접속 방식 18점 단자대(M3×6 나사)

적합 전선 크기 심선 0.3~0.75mm2(외경 2.8mm 이하)

적합 압착 단자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입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0.05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17kg

딜레이팅도 단자대 번호 신호명

ON
율

주위 온도

외부 접속도

내부 회로

공백



■QX28 타입 AC 입력 모듈

3.1.2 입력 모듈

3.1 입출력 모듈

QX28

입력 점수 8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입력 전압, 주파수 AC100-240V(+10/-15%) 50/60Hz(±3Hz)(왜율 5% 이내)

정격 입력 전류
약 17mA(AC200V, 60Hz), 약 14mA(AC200V, 50Hz),

약 8mA(AC100V, 60Hz), 약 7mA(AC100V, 50Hz)

입력 딜레이팅 딜레이팅도 참조

돌입 전류 최대 500mA 1ms 이내(AC264V 시)

ON 전압/ON 전류 AC80V 이상/5mA 이상(50Hz, 60Hz)

OFF 전압/OFF 전류 AC30V 이하/1.7mA 이하(50Hz, 60Hz)

입력 임피던스 약 12kΩ(60Hz), 약 15kΩ(50Hz)

응답 시간
OFF→ON 10ms 이하(AC100V 50Hz, 60Hz)

ON→OFF 20ms 이하(AC100V 50Hz, 60Hz)

절연 내압 AC283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1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1X

코먼 방식 8점 1코먼(코먼 단자：TB17)

동작 표시 ON 표시(LED)

외선 접속 방식 18점 단자대(M3×6 나사)

적합 전선 크기 심선 0.3~0.75mm2(외경 2.8mm 이하)

적합 압착 단자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입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0.05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20kg

AC 입력 모듈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딜레이팅도 단자대 번호 신호명

주위 온도

외부 접속도

ON
율

공백

내부 회로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QX40 타입 DC 입력 모듈(플러스 코먼 타입)

3.1.2 입력 모듈

3.1 입출력 모듈

DC 입력 모듈(플러스 코먼 타입)

QX40

입력 점수 16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입력 전압 DC24V(+20/-15%, 리플율 5% 이내)

정격 입력 전류 약 4mA

입력 딜레이팅 없음

ON 전압/ON 전류 19V 이상/3mA 이상

OFF 전압/OFF 전류 11V 이하/1.7mA 이하

입력 저항 약 5.6kΩ

응답 시간

OFF→ON
1ms/5ms/10ms/20ms/70ms 이하(CPU의 파라미터에서 설정)

초기 설정은 10ms

*

ON→OFF
1ms/5ms/10ms/20ms/70ms 이하(CPU의 파라미터에서 설정)

초기 설정은 10ms

*

절연 내압 AC56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2X

코먼 방식 16점 1코먼(코먼 단자：TB17)

동작 표시 ON 표시(LED)

외선 접속 방식 18점 단자대(M3×6 나사)

적합 전선 크기 심선 0.3~0.75mm (외경 2.8mm 이하)2

적합 압착 단자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입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0.05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16kg

*：설정 방법은 빌딩 블록 입출력 모듈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OFF→ON, ON→OFF의 응답 시간은 따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단자대 번호 신호명

내부 회로

공백

딜레이팅도



■QX40-S1 타입 DC 입력 모듈(플러스 코먼 타입)

                 

3.1.2 입력 모듈

3.1 입출력 모듈

DC 입력 모듈(플러스 코먼 타입)

QX40-S1

입력 점수 16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입력 전압 DC24V(+20/-15%, 리플율 5% 이내)

정격 입력 전류 약 6mA

입력 딜레이팅 없음

ON 전압/ON 전류 19V 이상/4.0mA 이상

OFF 전압/OFF 전류 11V 이하/1.7mA 이하

입력 저항 약 3.9kΩ

응답 시간

설정값 *

절연 내압 AC56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2X

코먼 방식 16점 1코먼(코먼 단자：TB17)

동작 표시 ON 표시(LED)

외선 접속 방식 18점 단자대(M3×6 나사)

적합 전선 크기 심선 0.3~0.75mm (외경 2.8mm 이하)2

적합 압착 단자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고속 입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0.06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20kg

*：CPU의 파라미터 설정에서 선택합니다(디폴트：0.2ms).
응답 시간은 SW5D5C-GPPW 이후의 제품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빌딩 블록 입출력 모듈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OFF→ON, ON→OFF의 응답 시간은 따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단자대 번호 신호명

공백

외부 접속도

내부 회로

OFF→ON
TYP.

MAX.

ON→OFF
TYP.

MAX



3.1.2 입력 모듈

3.1 입출력 모듈

■QX41 타입 DC 입력 모듈(플러스 코먼 타입)

DC 입력 모듈(플러스 코먼 타입)

QX41

입력 점수 32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입력 전압 DC24V(+20/-15%, 리플율 5% 이내)

정격 입력 전류 약 4mA

입력 딜레이팅 딜레이팅도 참조

ON 전압/ON 전류 19V 이상/3mA 이상

OFF 전압/OFF 전류 11V 이하/1.7mA 이하

입력 저항 약 5.6kΩ

응답 시간

OFF→ON
1ms/5ms/10ms/20ms/70ms 이하(CPU의 파라미터에서 설정) *1

초기 설정은 10ms

ON→OFF
1ms/5ms/10ms/20ms/70ms 이하(CPU의 파라미터에서 설정) *1

초기 설정은 10ms

절연 내압 AC56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2X

코먼 방식 32점 1코먼(코먼 단자：B01, B02)

동작 표시 ON 표시(LED)

외선 접속 방식 40핀 커넥터

적합 전선 크기 0.3mm (AWG#22) 이하(A6CON1, A6CON4의 경우)2 *2

외부 배선 적용 커넥터(별매) A6CON1, A6CON2, A6CON3, A6CON4

적합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 A6TBXY36, A6TBXY54, A6TBX70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I/O 할당：입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0.075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15kg

핀 배열 핀 번호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

주위 온도

모듈 정면에서

보았을 때

*1：설정 방법은 빌딩 블록 입출력 모듈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OFF→ON, ON→OFF의 응답 시간은 따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2：A6CON2, A6CON3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8.1항을 참조하십시오.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ON
율

외부 접속도

내부 회로

공백

딜레이팅도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QX41-S1 타입 DC 입력 모듈(플러스 코먼 타입)

*1：CPU의 파라미터 설정에서 선택.(디폴트:0. 2ms)

응답 시간은 SW5D5C-GPPW 이후의 제품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빌딩 블록 입출력 모듈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OFF→ON, ON→OFF의 응답 시간은 따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2：A6CON2, A6CON3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8.1항을 참조하십시오.

3.1.2 입력 모듈

3.1 입출력 모듈

QX41-S1

입력 점수 32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입력 전압 DC24V(+20/-15%, 리플율 5% 이내)

정격 입력 전류 약 4mA

입력 딜레이팅 딜레이팅도 참조

ON 전압/ON 전류 19V 이상/3mA 이상

OFF 전압/OFF 전류 9.5V 이하/1.5mA 이하

입력 저항 약 5.6kΩ

응답 시간

설정값 *1

OFF→ON
TYP.

MAX.

ON→OFF
TYP.

MAX

절연 내압 AC56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2X

코먼 방식 32점 1코먼(코먼 단자 :B01, B02)

동작 표시 ON 표시(LED)

외선 접속 방식 40핀 커넥터

적합 전선 크기 0.3mm (AWG#22) 이하(A6CON1, A6CON4의 경우)2 *2

외부 배선 적용 커넥터(별매) A6CON1, A6CON2, A6CON3, A6CON4

적합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 A6TBXY36, A6TBXY54, A6TBX70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I/O 할당：고속 입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0.075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15kg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ON
율

주위 온도

외부 접속도

내부 회로

공백

모듈 정면에서

보았을 때

핀 배열 핀 번호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딜레이팅도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DC 입력 모듈(플러스 코먼 타입)



3.1.2 입력 모듈

3.1 입출력 모듈

*1：설정 방법은 빌딩 블록 입출력 모듈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OFF→ON, ON→OFF의 응답 시간은 따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2：핀 번호가 1□□□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왼쪽 커넥터의 핀 번호를, 2□□□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오른쪽 커넥터의 핀 번호를 나타냅
니다.

*3：왼쪽(F)으로 전환하면 전반(X00~X1F) LED가, 오른쪽(L)으로 전환하면 후반(X20~X3F) LED가 표시됩니다.

*4：A6CON2, A6CON3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8.1항을 참조하십시오.

■QX42 타입 DC 입력 모듈(플러스 코먼 타입)

DC 입력 모듈(플러스 코먼 타입)

QX42

입력 점수 64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입력 전압 DC24V(+20/-15%, 리플율 5% 이내)

정격 입력 전류 약 4mA

입력 딜레이팅 딜레이팅도 참조

ON 전압/ON 전류 19V 이상/3mA 이상

OFF 전압/OFF 전류 11V 이하/1.7mA 이하

입력 저항 약 5.6kΩ

응답 시간

OFF→ON
1ms/5ms/10ms/20ms/70ms 이하(CPU의 파라미터에서 설정) *1

초기 설정은 10ms

ON→OFF
1ms/5ms/10ms/20ms/70ms 이하(CPU의 파라미터에서 설정) *1

초기 설정은 10ms

절연 내압 AC56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2X

코먼 방식 32점 1코먼(코먼 단자：1B01, 1B02, 2B01, 2B02)

동작 표시 ON 표시(LED) 스위치를 사용하여 32점 표시 전환

외선 접속 방식 40핀 커넥터

적합 전선 크기 0.3mm (AWG#22) 이하(A6CON1, A6CON4의 경우)2 *4

외부 배선 적용 커넥터(별매) A6CON1, A6CON2, A6CON3, A6CON4

적합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 A6TBXY36, A6TBXY54, A6TBX70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64점 1슬롯(I/O 할당：입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0.09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18kg

딜레이팅도 핀 배열 핀 번호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

주위 온도

왼쪽(전반)

오른쪽(후반)

표시 전환
회로

윗 그림은 전반 32점(F)을 나타냅니다.

후반 32점(L)도 동일합니다.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ON
율

외부 접속도

내부 회로

공백

모듈 정면에서

보았을 때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QX42-S1 타입 DC 입력 모듈(플러스 코먼 타입)

3.1.2 입력 모듈

3.1 입출력 모듈

*2：왼쪽(F)으로 전환하면 전반(X00~X1F) LED가, 오른쪽(L)으로 전환하면 후반(X20~X3F) LED가 표시됩니다.
*3：CPU의 파라미터 설정에서 선택.(디폴트:0. 2ms)

응답 시간은 SW5D5C-GPPW 이후의 제품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빌딩 블록 입출력 모듈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OFF→ON, ON→OFF의 응답 시간은 따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4：A6CON2, A6CON3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8.1항을 참조하십시오.

*1：핀 번호가 1□□□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왼쪽 커넥터의 핀 번호를, 2□□□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오른쪽 커넥터의 핀 번호를 나타냅
니다.

DC 입력 모듈(플러스 코먼 타입)

QX42-S1

입력 점수 64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입력 전압 DC24V(+20/-15%, 리플율 5% 이내)

정격 입력 전류 약 4mA

입력 딜레이팅 딜레이팅도 참조

ON 전압/ON 전류 19V 이상/3mA 이상

OFF 전압/OFF 전류 9.5V 이하/1.5mA 이하

입력 저항 약 5.6kΩ

응답 시간

설정값*3

OFF→ON
TYP.

MAX.

ON→OFF
TYP.

MAX.

절연 내압 AC560V rms/3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2X

코먼 방식 32점 1코먼(코먼 단자 :1B01, 1B02, 2B01, 2B02)

동작 표시 ON 표시(LED) 스위치를 사용하여 32점 표시 전환

외선 접속 방식 40핀 커넥터

적합 전선 크기 0.3mm (AWG#22) 이하(A6CON1, A6CON4의 경우)2 *4

외부 배선 적용 커넥터(별매) A6CON1, A6ON2, A6CON3, A6CON4

적합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 A6TBXY36, A6TBXY54, A6TBX70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64점 1슬롯(I/O 할당：고속 입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0.09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18kg

딜레이팅도 핀 배열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

왼쪽(전반)

오른쪽(후반)

표시
전환 회로

윗 그림은 전반 32점(F)을 나타냅니다.

후반 32점(L)도 동일합니다.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ON
율

주위 온도

외부 접속도

내부 회로

공백

모듈 정면에서

보았을 때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QX70 타입 DC 입력 모듈(플러스 코먼/마이너스 코먼 공용 타입)

             

3.1.2 입력 모듈

3.1 입출력 모듈

DC 입력 모듈(플러스 코먼/마이너스 코먼 공용 타입)

QX70

입력 점수 16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입력 전압
DC5V(+20/-15%, 리플율 5%

이내)

DC12V(+20/-15%, 리플율 5%

이내)

정격 입력 전류 약 1.2mA 약 3.3mA

입력 딜레이팅 없음

ON 전압/ON 전류 3.5V 이상/1mA 이상

OFF 전압/OFF 전류 1V 이하/0.1mA 이하

입력 저항 약 3.3kΩ

응답 시간

OFF→ON
1ms/5ms/10ms/20ms/70ms 이하(CPU의 파라미터에서 설정) *

초기 설정은 10ms

ON→OFF
1ms/5ms/10ms/20ms/70ms 이하(CPU의 파라미터에서 설정) *

초기 설정은 10m

절연 내압 AC56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0.25kV

보호 등급 IP2X

코먼 방식 16점 1코먼(코먼 단자：TB17)

동작 표시 ON 표시(LED)

외선 접속 방식 18점 단자대(M3×6 나사)

적합 전선 크기 심선 0.3~0.75mm (외경 2.8mm 이하)2

적합 압착 단자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입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0.055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14kg

오픈 컬렉터(플러스 코먼) 접속의 경우

TTL, LS-TTL, CMOS 버퍼(플러스 코먼)
접속의 경우

센서(마이너스 코먼)접속의 경우

*：설정 방법은 빌딩 블록 입출력 모듈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OFF→ON, ON→OFF의 응답 시간은 따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단자대 번호 신호명외부 접속도

공백



■QX71 타입 DC 입력 모듈(플러스 코먼/마이너스 코먼 공용 타입)

                  

3.1.2 입력 모듈

3.1 입출력 모듈

DC 입력 모듈(플러스 코먼/마이너스 코먼 공용 타입)

QX71

입력 점수 32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입력 전압
DC5V(+20/-15%, 리플율 5%

이내)

DC12V(+20/-15%, 리플율 5%

이내)

정격 입력 전류 약 1.2mA 약 3.3mA

입력 딜레이팅 없음

ON 전압/ON 전류 3.5V 이상/1mA 이상

OFF 전압/OFF 전류 1V 이하/0.1mA 이하

입력 저항 약 3.3kΩ

응답 시간

OFF→ON
1ms/5ms/10ms/20ms/70ms 이하(CPU의 파라미터에서 설정) *1

초기 설정은 10ms

ON→OFF
1ms/5ms/10ms/20ms/70ms 이하(CPU의 파라미터에서 설정) *1

초기 설정은 10ms

절연 내압 AC56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0.25kV

보호 등급 IP2X

코먼 방식 32점 1코먼(코먼 단자：B01, B02)

동작 표시 ON 표시(LED)

외선 접속 방식 40핀 커넥터

적합 전선 크기 0.3mm (AWG#22) 이하(A6CON1, A6CON4의 경우)2 *2

외부 배선 적용 커넥터(별매) A6CON1, A6CON2, A6CON3, A6CON4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I/O 할당：입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0.07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12kg

*1：설정 방법은 빌딩 블록 입출력 모듈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OFF→ON, ON→OFF의 응답 시간은 따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2：A6CON2, A6CON3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8.1항을 참조하십시오.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오픈 컬렉터(플러스 코먼) 접속의 경우

TTL, LS-TTL, CMOS 버퍼
(플러스 코먼) 접속의 경우

센서(마이너스 코먼) 접속의 경우

외부 접속도

공백

모듈 정면에서

보았을 때

핀 배열 핀 번호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3.1.2 입력 모듈

3.1 입출력 모듈

■QX72 타입 DC 입력 모듈(플러스 코먼/마이너스 코먼 공용 타입)

DC 입력 모듈(플러스 코먼/마이너스 코먼 공용 타입)

QX72

입력 점수 64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입력 전압
DC5V(+20/-15%, 리플율 5%

이내)

DC12V(+20/-15%, 리플율 5%

이내)

정격 입력 전류 약 1.2mA 약 3.3mA

입력 딜레이팅 없음

ON 전압/ON 전류 3.5V 이상/1mA 이상

OFF 전압/OFF 전류 1V 이하/0.1mA 이하

입력 저항 약 3.3kΩ

응답 시간

OFF→ON
1ms/5ms/10ms/20ms/70ms 이하(CPU의 파라미터에서 설정) *1

초기 설정은 10ms

ON→OFF
1ms/5ms/10ms/20ms/70ms 이하(CPU의 파라미터에서 설정) *1

초기 설정은 10ms

절연 내압 AC56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0.25kV

보호 등급 IP2X

코먼 방식 32점 1코먼(코먼 단자：1B01, 1B02, 2B01, 2B02)

동작 표시 ON 표시(LED) 스위치를 사용하여 32점 표시 전환

외선 접속 방식 40핀 커넥터

적합 전선 크기 0.3mm (AWG#22) 이하(A6CON1, A6CON4의 경우)2 *4

외부 배선 적용 커넥터(별매) A6CON1, A6CON2, A6CON3, A6CON4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64점 1슬롯(I/O 할당：입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0.085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13kg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1：설정 방법은 빌딩 블록 입출력 모듈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OFF→ON, ON→OFF의 응답 시간은 따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2：핀 번호가 1□□□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왼쪽 커넥터의 핀 번호를, 2□□□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오른쪽 커넥터의 핀 번호를 나타냅
니다.

*3：왼쪽(F)으로 전환하면 전반(X00~X1F) LED가, 오른쪽(L)으로 전환하면 후반(X20~X3F) LED가 표시됩니다.

*4：A6CON2, A6CON3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8.1항을 참조하십시오.

외부 접속도 핀 배열 핀 번호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

오픈 컬렉터(플러스 코먼) 접속의 경우

왼쪽(전반)

오른쪽(후반)

표시 전

환 회로

TTL, LS-TTL, CMOS 버퍼
(플러스 코먼) 접속의 경우

센서(마이너스 코먼)
접속의 경우

윗 그림은 전반 32점(F)을 나타냅니다.

후반 32점(L)도 동일합니다.

공백

모듈 정면에서

보았을 때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QX80 타입 DC 입력 모듈(마이너스 코먼 타입)

3.1.2 입력 모듈

3.1 입출력 모듈

DC 입력 모듈(마이너스 코먼 타입)

QX80

입력 점수 16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입력 전압 DC24V(+20/-15%, 리플율 5% 이내)

정격 입력 전류 약 4mA

입력 딜레이팅 없음

ON 전압/ON 전류 19V 이상/3mA 이상

OFF 전압/OFF 전류 11V 이하/1.7mA 이하

입력 저항 약 5.6kΩ

응답 시간

OFF→ON
1ms/5ms/10ms/20ms/70ms 이하(CPU의 파라미터에서 설정) *

초기 설정은 10ms

ON→OFF
1ms/5ms/10ms/20ms/70ms 이하(CPU의 파라미터에서 설정) *

초기 설정은 10ms

절연 내압 AC56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2X

코먼 방식 16점 1코먼(코먼 단자：TB18)

동작 표시 ON 표시(LED)

외선 접속 방식 18점 단자대(M3×6 나사)

적합 전선 크기 심선 0.3~0.75mm (외경 2.8mm 이하)2

적합 압착 단자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입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0.05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16kg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설정 방법은 빌딩 블록 입출력 모듈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OFF→ON, ON→OFF의 응답 시간은 따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단자대 번호 신호명외부 접속도

내부 회로

공백



3.1.2 입력 모듈

3.1 입출력 모듈

■QX81 타입 DC 입력 모듈(마이너스 코먼 타입)

DC 입력 모듈(마이너스 코먼 타입)

QX81

입력 점수 32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입력 전압 DC24V(+20/-15%, 리플율 5% 이내)

정격 입력 전류 약 4mA

입력 딜레이팅 딜레이팅도 참조

ON 전압/ON 전류 19V 이상/3mA 이상

OFF 전압/OFF 전류 11V 이하/1.7mA 이하

입력 저항 약 5.6kΩ

응답 시간
OFF→ON

1ms/5ms/10ms/20ms/70ms 이하(CPU의 파라미터에서 설정) *1

초기 설정은 10ms

ON→OFF
1ms/5ms/10ms/20ms/70ms 이하(CPU의 파라미터에서 설정) *1

초기 설정은 10ms

절연 내압 AC56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2X

코먼 방식 32점 1코먼(코먼 단자：17, 18, 36)

동작 표시 ON 표시(LED)

외선 접속 방식 37핀 D서브 커넥터

적합 전선 크기 0.3mm (A6CON1E의 경우)2 *2

외부 배선 적용 커넥터(별매) A6CON1E, A6CON2E, A6CON3E

적합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 A6TBX36-E, A6TBX54-E, A6TBX70-E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I/O 할당：입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0.075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16kg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ON
율

주위 온도

외부 접속도

내부 회로

공백

모듈 정면에서

보았을 때

핀 배열 핀 번호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딜레이팅도

공백

*1：설정 방법은 빌딩 블록 입출력 모듈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OFF→ON, ON→OFF의 응답 시간은 따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2：A6CON2E, A6CON3E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8.1항을 참조하십시오.



■QX82 타입 DC 입력 모듈(마이너스 코먼 타입)

3.1.2 입력 모듈

3.1 입출력 모듈

DC 입력 모듈(마이너스 코먼 타입)

QX82

입력 점수 64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입력 전압 DC24V(+20/-15%, 리플율 5% 이내)

정격 입력 전류 약 4mA

입력 딜레이팅 딜레이팅도 참조

ON 전압/ON 전류 19V 이상/3mA 이상

OFF 전압/OFF 전류 11V 이하/1.7mA 이하

입력 저항 약 5.6kΩ

응답 시간

OFF→ON
1ms/5ms/10ms/20ms/70ms 이하(CPU의 파라미터에서 설정)*1

초기 설정은 10ms

ON→OFF
1ms/5ms/10ms/20ms/70ms 이하(CPU의 파라미터에서 설정)*1

초기 설정은 10ms

절연 내압 AC56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2X

코먼 방식 32점 1코먼(코먼 단자：1B01, 1B02, 2B01, 2B02)

동작 표시 ON 표시(LED) 스위치를 사용하여 32점 표시 전환

외선 접속 방식 40핀 커넥터

적합 전선 크기 0.3mm (A6CON1, A6CON4의 경우)2 *4

외부 배선 적용 커넥터(별매) A6CON1, A6CON2, A6CON3, A6CON4

적합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

온라인 모듈 변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64점 1슬롯(I/O 할당：입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90m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18kg

왼쪽(전반)

오른쪽(후반)

표시 전환
회로

윗 그림은 전반 32점(F)을 나타냅니다.

후반 32점(L)도 동일합니다.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ON
율

주위 온도

외부 접속도

내부 회로

공백

모듈 정면에서

보았을 때

핀 배열
핀

번호

신호

명
딜레이팅도

핀

번호

신호

명

핀

번호

신호

명

핀

번호

신호

명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1：설정 방법은 빌딩 블록 입출력 모듈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OFF→ON, ON→OFF의 응답 시간은 따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2：핀 번호가 1□□□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왼쪽 커넥터의 핀 번호를, 2□□□로 표시되어 있는 핀 No.는 오른쪽 커넥터의 핀 번호는 다
음과 같습니다.

3：왼쪽(F)으로 전환하면 전반(X00~X1F) LED가, 오른쪽(L)으로 전환하면 후반(X20~X3F) LED가 표시됩니다.
4：A6CON2, A6CON3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8.1항을 참조하십시오.

*

*
*



■QX82-S1 타입 DC 입력 모듈(마이너스 코먼 타입)

3.1.2 입력 모듈

3.1 입출력 모듈

DC 입력 모듈(마이너스 코먼 타입)

QX82-S1

입력 점수 64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입력 전압 DC24V(+20/-15%, 리플율 5% 이내)

정격 입력 전류 약 4mA

입력 딜레이팅 딜레이팅도 참조

ON 전압/ON 전류 19V 이상/3mA 이상

OFF 전압/OFF 전류 9.5V 이하/1.5mA 이하

입력 저항 약 5.6kΩ

응답 시간

설정값 *1

절연 내압 AC56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2X

코먼 방식 32점 1코먼(코먼 단자：1B01, 1B02, 2B01, 2B02)

동작 표시 ON 표시(LED) 스위치를 사용하여 32점 표시 전환

외선 접속 방식 40핀 커넥터

적합 전선 크기 0.3mm (A6CON1, A6CON4의 경우)2 *4

외부 배선 적용 커넥터(별매) A6CON1, A6CON2, A6CON3, A6CON4

적합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

온라인 모듈 변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64점 1슬롯(I/O 할당：고속 입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90m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18kg

(다음 페이지에 계속)

*1：CPU의 파라미터 설정에서 선택합니다(디폴트：0.2ms).

응답 시간은 SW5D5C-GPPW 이후의 제품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빌딩 블록 입출력 모듈 사용자 매
뉴얼을 참조하십시오.

*2：핀 번호가 1□□□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왼쪽 커넥터의 핀 번호를, 2□□□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오른쪽 커넥터의
핀 번호를 나타냅니다.

*3：왼쪽(F)으로 전환하면 전반(X00~X1F) LED가, 오른쪽(L)으로 전환하면 후반(X20~X3F) LED가 표시됩니다.

*4：A6CON2, A6CON3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8.1항을 참조하십시오.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OFF→ON
TYP.

MAX.

ON→OFF
TYP.

MAX



3.1.2 입력 모듈

3.1 입출력 모듈

(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왼쪽(전반)

오른쪽(후반)
표시 전환
회로

윗 그림은 전반 32점(F)을 나타냅니다.

후반 32점(L)도 동일합니다.

ON
율

주위 온도

외부 접속도

내부 회로

공백

모듈 정면에서

보았을 때

핀 배열딜레이팅도
핀

번호

신호

명

핀

번호

신호

명

핀

번호

신호

명

핀

번호

신호

명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3.1 입출력 모듈
3.1.3 출력 모듈

■QY10 타입 접점 출력 모듈

접점 출력 모듈

QY10

출력 점수 16점

절연 방식 릴레이 절연

정격 개폐 전압ㆍ전류
DC24V 2A(저항 부하)/1점, 8A/1코먼

AC240V 2A(COSφ=1)

최소 개폐 부하 DC5V 1mA

최대 개폐 부하 AC264V DC125V

응답 시간
OFF→ON 10ms 이하

ON→OFF 12ms 이하

수명

기계적 2000만회 이상

전기적

정격 개폐 전압ㆍ전류 부하 10만회 이상

AC200V 1.5A, AC240V 1A(COSφ=0.7) 10만회 이상

AC200V 0.4A, AC240V 0.3A(COSφ=0.7) 30만회 이상

AC200V 1A, AC240V 0.5A(COSφ=0.35) 10만회 이상

AC200V 0.3A, AC240V 0.15A(COSφ=0.35) 30만회 이상

DC24V 1A, DC100V 0.1A(L/R=7ms) 10만회 이상

DC24V 0.3A, DC100V 0.03A(L/R=7ms) 30만회 이상

최대 개폐 빈도 3600회/시

서지 킬러 없음

퓨즈 없음

절연 내압 AC283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1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1X

코먼 방식 16점 1코먼(코먼 단자：TB17)

동작 표시 ON 표시(LED)

외선 접속 방식 18점 단자대(M3×6 나사)

적합 전선 크기 심선 0.3~0.75mm2(외경 2.8mm 이하)

적합 압착 단자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출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0.43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22kg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단자대 번호 신호명

내부 회로

공백

딜레이팅도



■QY18A형 접점 출력 모듈(모든 접점 독립 접점)

3.1 입출력 모듈
3.1.3 출력 모듈

접점 출력 모듈(모든 접점 독립 접점)

출력 점수 8점

절연 방식 릴레이 절연

정격 개폐 전압ㆍ전류
DC24V 2A(저항 부하)/1점

AC240V 2A(COSφ=1)

최소 개폐 부하 DC5V 1mA

최대 개폐 부하 AC264V DC125V

응답 시간
OFF→ON 10ms 이하

ON→OFF 12ms 이하

수명

기계적 2000만회 이상

전기적

정격 개폐 전압ㆍ전류 부하 10만회 이상

AC200V 1.5A, AC240V 1A(COSφ=0.7) 10만회 이상

AC200V 0.4A, AC240V 0.3A(COSφ=0.7) 30만회 이상

AC200V 1A, AC240V 0.5A(COSφ=0.35) 10만회 이상

AC200V 0.3A, AC240V 0.15A(COSφ=0.35) 30만회 이상

DC24V 1A, DC100V 0.1A(L/R=7ms) 10만회 이상

DC24V 0.3A, DC100V 0.03A(L/R=7ms) 30만회 이상

최대 개폐 빈도 3600회/시

서지 킬러 없음

퓨즈 없음

절연 내압 AC283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1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1X

코먼 방식 모든 접점 독립

동작 표시 ON 표시(LED)

외선 접속 방식 18점 단자대(M3×6 나사)

적합 전선 크기 심선 0.3~0.75mm (외경 2.8mm 이하)2

적합 압착 단자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출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0.24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22kg

내부 회로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단자대 번호 신호명외부 접속도

공백

QY18A

내부 회로

공백



■QY22 타입 트라이액 출력 모듈

3.1 입출력 모듈
3.1.3 출력 모듈

트라이액 출력 모듈

정면 모양

출력 점수 16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부하 전압 AC100-240V(+10/-15%)

최대 부하 전류 0.6 A/1점, 4.8A/1코먼

최소 부하 전압ㆍ전류 AC24V 100mA, AC100V 25mA, AC240V 25mA

최대 돌입 전류 20A 1 사이클 이하

OFF 시 누설 전류 3mA 이하(240V 60Hz 시), 1.5mA 이하(120V 60Hz 시)

ON 시 최대 전압 강하 1.5V 이하

응답 시간
OFF→ON 1ms 이하

ON→OFF 1ms＋0.5 사이클 이하(정격 부하, 저항 부하)

서지 킬러 CR 업소버

없음(외부 배선 1점 마다 퓨즈 장착 권장)

절연 내압 AC283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1.5k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1X

코먼 방식 16점 1코먼(코먼 단자：TB17)

동작 표시 ON 표시(LED)

외선 접속 방식 18점 단자대(M3×6 나사)

적합 전선 크기

적합 압착 단자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출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0.25A(MAX.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112.3(D)[mm]

중량 0.40kg

*1：왼쪽 모듈과 않게 주의하여 결선하십시오.간섭되지

심선 0.3~0.75mm (외경 2.8mm 이하)2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단자대 번호 신호명외부 접속도

공백

퓨즈



■QY40P형 트랜지스터 출력 모듈(싱크 타입)

3.1 입출력 모듈
3.1.3 출력 모듈

QY40P

출력 점수 16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부하 전압 DC12-24V(+20/-15%)

최대 부하 전류 0.1A/1점, 1.6 A/1코먼

최대 돌입 전류 0.7A 10ms 이하

OFF 시 누설 전류 0.1mA 이하

ON 시 최대 전압 강하 DC0.1V(TYP.) 0.1A, DC0.2V(MAX.) 0.1A

응답 시간
OFF→ON 1ms 이하

ON→OFF 1ms 이하(정격 부하, 저항 부하)

서지 킬러 제너 다이오드

퓨즈 없음

외부 공급 전원
전압 DC12-24V(+20/-15%)(리플율 5% 이내)

전류 0.01A(DC24V 시)(MAX 모든 접점 ON)

절연 내압 AC56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2X

코먼 방식 16점 1코먼(코먼 단자：TB18)

보호 기능

있음(과부하 보호 기능, 과열 보호 기능)

ㆍ과열 보호 기능은 1점 단위로 작동합니다.

ㆍ과부하 보호 기능은 1점 단위로 작동합니다.

동작 표시 ON 표시(LED)

외선 접속 방식 18점 단자대(M3×6 나사)

적합 전선 크기 심선 0.3~0.75mm (외경 2.8mm 이하)2

적합 압착 단자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출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0.065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16kg

트랜지스터 출력 모듈(싱크 타입)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단자대 번호 신호명외부 접속도

내부 회로



■QY41P형 트랜지스터 출력 모듈(싱크 타입)

3.1 입출력 모듈
3.1.3 출력 모듈

트랜지스터 출력 모듈(싱크 타입)

QY41P

출력 점수 32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부하 전압 DC12-24V(+20/-15%)

최대 부하 전류 0.1A/1점, 2A/1코먼

최대 돌입 전류 0.7A 10ms 이하

OFF 시 누설 전류 0.1mA 이하

ON 시 최대 전압 강하 DC0.1V(TYP.) 0.1A, DC0.2V(MAX.) 0.1A

응답 시간
OFF→ON 1ms 이하

ON→OFF 1ms 이하(정격 부하, 저항 부하)

서지 킬러 제너 다이오드

퓨즈 없음

외부 공급 전원
전압 DC12-24V(+20/-15%)(리플율 5% 이내)

전류 0.02A(DC24V 시)

절연 내압 AC56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2X

코먼 방식 32점 1코먼(코먼 단자：A01, A02)

보호 기능

있음(과부하 보호 기능, 과열 보호 기능)

ㆍ과열 보호 기능은 1점 단위로 작동합니다.

ㆍ과부하 보호 기능은 1점 단위로 작동합니다.

동작 표시 ON 표시(LED)

외선 접속 방식 40핀 커넥터

적합 전선 크기 0.3mm (AWG#22) 이하(A6CON1, A6CON4의 경우)2 *

외부 배선 적용 커넥터(별매) A6CON1, A6CON2, A6CON3, A6CON4

적합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 A6TBXY36, A6TBXY54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I/O 할당：출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0.105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15kg

*：A6CON2, A6CON3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8.1항을 참조하십시오.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외부 접속도

내부 회로

공백

모듈 정면에서

보았을 때

핀 배열 핀 번호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

공백

공백 공백



■QY42P형 트랜지스터 출력 모듈(싱크 타입)

3.1 입출력 모듈
3.1.3 출력 모듈

트랜지스터 출력 모듈(싱크 타입)

QY42P

출력 점수 64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부하 전압 DC12-24V(+20/-15%)

최대 부하 전류 0.1A/1점, 2A/1코먼

최대 돌입 전류 0.7A 10ms 이하

OFF 시 누설 전류 0.1mA 이하

ON 시 최대 전압 강하 DC0.1V(TYP.) 0.1A, DC0.2V(MAX.) 0.1A

응답 시간
OFF→ON 1ms 이하

ON→OFF 1ms 이하(정격 부하, 저항 부하)

서지 킬러 제너 다이오드

퓨즈 없음

외부 공급 전원
전압 DC12-24V(+20/-15%)(리플율 5% 이내)

전류 0.02A(DC24V 시)/1코먼

절연 내압 AC56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2X

코먼 방식 32점 1코먼(코먼 단자：1A01, 1A02, 2A01, 2A02)

보호 기능

있음(과부하 보호 기능, 과열 보호 기능)

ㆍ과열 보호 기능은 1점 단위로 작동합니다.

ㆍ과부하 보호 기능은 1점 단위로 작동합니다.

동작 표시 ON 표시(LED) 스위치를 사용하여 32점 표시 전환*2

외선 접속 방식 40핀 커넥터

적합 전선 크기 0.3mm (AWG#22) 이하(A6CON1, A6CON4의 경우)2 *3

외부 배선 적용 커넥터(별매) A6CON1, A6CON2, A6CON3, A6CON4

적합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 A6TBXY36, A6TBXY54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64점 1슬롯(I/O 할당：출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0.15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17kg

표시 전환
회로

윗 그림은 전반 32점(F)을 나타냅니다.

후반 32점(L)도 동일합니다.

*1: 핀 번호가 1□□□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왼쪽 커넥터의 핀 번호를, 2□□□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오른쪽 커넥터의 핀 번호를 나타냅니
다.

*2: 왼쪽(F)으로 전환하면 전반(Y00~Y1F) LED가, 오른쪽(L)으로 전환하면 후반(Y20~Y3F) LED가 표시됩니다.
*3: A6CON2, A6CON3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8.1항을 참조하십시오.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외부 접속도

내부 회로

공백

모듈 정면에서

보았을 때

핀 배열
핀

번호

신호

명

핀

번호

신호

명

핀

번호

신호

명

핀

번호

신호

명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왼쪽(전반)

오른쪽(후반)



■QY50 타입 트랜지스터 출력 모듈(싱크 타입)

3.1 입출력 모듈
3.1.3 출력 모듈

트랜지스터 출력 모듈(싱크 타입)

QY50

출력 점수 16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부하 전압 DC12-24V(+20/-15%)

최대 부하 전류 0.5A/1점, 4A/1코먼

최대 돌입 전류 4A 10ms 이하

OFF 시 누설 전류 0.1mA 이하

ON 시 최대 전압 강하 DC0.2V(TYP.) 0.5A, DC0.3V(MAX.) 0.5A

응답 시간
OFF→ON 1ms 이하

ON→OFF 1ms 이하(정격 부하, 저항 부하)

서지 킬러 제너 다이오드

6.7A(교환 불가능)(퓨즈 단선 용량：50A)

퓨즈 단선 표시 있음(퓨즈 단선 시 LED 표시 및 CPU에 신호 출력)*1

외부 공급 전원
전압 DC12-24V(+20/-15%)(리플율 5% 이내)

전류 0.02A(DC24V 시)

절연 내압 AC56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2X

코먼 방식 16점 1코먼(코먼 단자：TB18)

동작 표시 ON 표시(LED)

외선 접속 방식 18점 단자대(M3×6 나사)

적합 전선 크기 심선 0.3~0.75mm (외경 2.8mm 이하)2

적합 압착 단자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출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0.08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17kg

퓨즈

*1：외부 공급 전원이 차단되면 퓨즈 단선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단자대 번호 신호명외부 접속도

내부 회로

퓨즈



■QY68A형 트랜지스터 출력 모듈(모든 접점 독립, 싱크/소스 타입)

3.1 입출력 모듈
3.1.3 출력 모듈

트랜지스터 출력 모듈(모든 접점 독립, 싱크/소스 타입)

QY68A

출력 점수 8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부하 전압 DC5-24V(+20/-10%)

최대 부하 전류 2A/1점, 8A/모듈

최대 돌입 전류 8A 10ms 이하

OFF 시 누설 전류 0.1mA 이하

ON 시 최대 전압 강하 DC0.3V(MAX.) 2A

응답 시간
OFF→ON 3ms 이하

ON→OFF 10ms 이하(저항 부하)

서지 킬러 제너 다이오드

없음(외부에 퓨즈를 장착할 것을 권함. 3.1.1항 주의 사항 참조)

외부 공급 전원 불필요

절연 내압 AC56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2X

코먼 방식 모든 접점 독립

동작 표시 ON 표시(LED)

외선 접속 방식 18점 단자대(M3×6 나사)

적합 전선 크기 심선 0.3~0.75mm (외경 2.8mm 이하)2

적합 압착 단자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출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0.11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14kg

싱크 접속의 경우

소스 접속의 경우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단자대 번호 신호명외부 접속도

공백

공백

퓨즈



■QY70 타입 트랜지스터 출력 모듈(싱크 타입)

3.1 입출력 모듈
3.1.3 출력 모듈

트랜지스터 출력 모듈(싱크 타입)

QY70

출력 점수 16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부하 전압 DC5-12V(+20/-10%)

최대 부하 전류 16mA/1점, 256mA/1코먼

최대 돌입 전류 40mA 10ms 이하

OFF 시 출력 전압 VOH:DC3.5V(VCC=DC5V, IOH=0.4mA)

ON 시 최대 전압 강하 VOL:DC0.3V

응답 시간
OFF→ON 0.5ms 이하

ON→OFF 0.5ms 이하(저항 부하)

서지 킬러 없음

1.6A(교환 불가능)(퓨즈 단선 용량：50A)

퓨즈 단선 표시 있음(퓨즈 단선 시 LED 표시 및 CPU에 신호 출력)*1

외부 공급 전원
전압 DC5/12V(+20/-10%)(리플율 5% 이내)

전류 0.09A(DC12V 시)(MAX 모든 접점 ON)

절연 내압 AC56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2X

코먼 방식 16점 1코먼(코먼 단자：TB18)

동작 표시 ON 표시(LED)

외선 접속 방식 18점 단자대(M3×6 나사)

적합 전선 크기 심선 0.3~0.75mm (외경 2.8mm 이하)2

적합 압착 단자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출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0.095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14kg

퓨즈

*1：외부 공급 전원이 차단되면 퓨즈 단선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단자대 번호 신호명외부 접속도

퓨즈



■QY71 타입 트랜지스터 출력 모듈(싱크 타입)

3.1 입출력 모듈
3.1.3 출력 모듈

트랜지스터 출력 모듈(싱크 타입)

QY71

출력 점수 32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부하 전압 DC5-12V(+25/-10%)

최대 부하 전류 16mA/1점, 512mA/1코먼

최대 돌입 전류 40mA 10ms 이하

OFF 시 출력 전압 VOH:DC3.5V(VCC=DC5V, IOH=0.4mA)

ON 시 최대 전압 강하 VOL:DC0.3V

응답 시간
OFF→ON 0.5ms 이하

ON→OFF 0.5ms 이하(저항 부하)

서지 킬러 없음

1.6A(교환 불가능)(퓨즈 단선 용량：50A)

퓨즈 단선 표시 있음(퓨즈 단선 시 LED 표시 및 CPU에 신호 출력)*1

외부 공급 전원
전압 DC5/12V(+25/-10%)(리플율 5% 이내)

전류 0.17A(DC12V 시)(MAX 모든 접점 ON)

절연 내압 AC56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2X

코먼 방식 32점 1코먼(코먼 단자：A01, A02)

동작 표시 ON 표시(LED)

외선 접속 방식 40핀 커넥터

적합 전선 크기 0.3mm2(AWG#22) 이하(A6CON1, A6CON4의 경우)*2

외부 배선 적용 커넥터(별매) A6CON1, A6CON2, A6CON3, A6CON4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I/O 할당：출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0.15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14kg

*1：외부 공급 전원이 차단되면 퓨즈 단선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2：A6CON2, A6CON3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8.1항을 참조하십시오.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외부 접속도

공백

모듈 정면에서

보았을 때

핀 배열 핀 번호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

퓨즈

공백

공백 공백

퓨즈



■QY80 타입 트랜지스터 출력 모듈(소스 타입)

3.1 입출력 모듈
3.1.3 출력 모듈

트랜지스터 출력 모듈(소스 타입)

QY80

출력 점수 16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부하 전압 DC12-24V(+20/-15%)

최대 부하 전류 0.5A/1점, 4A/1코먼

최대 돌입 전류 4A 10ms 이하

OFF 시 누설 전류 0.1mA 이하

ON 시 최대 전압 강하 DC0.2V(TYP.) 0.5A, DC0.3V(MAX.) 0.5A

응답 시간
OFF→ON 1ms 이하

ON→OFF 1ms 이하(정격 부하, 저항 부하)

서지 킬러 제너 다이오드

6.7A(교환 불가능)(퓨즈 단선 용량：50A)

퓨즈 단선 표시 있음(퓨즈 단선 시 LED 표시 및 CPU에 신호 출력)*1

외부 공급 전원
전압 DC12-24V(+20/-15%)(리플율 5% 이내)

전류 0.02A(DC24V 시)

절연 내압 AC56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2X

코먼 방식 16점 1코먼(코먼 단자：TB17)

동작 표시 ON 표시(LED)

외선 접속 방식 18점 단자대(M3×6 나사)

적합 전선 크기 심선 0.3~0.75mm (외경 2.8mm 이하)2

적합 압착 단자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출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0.08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17kg

*1：외부 공급 전원이 차단되면 퓨즈 단선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단자대 번호 신호명외부 접속도

내부 회로

퓨즈

퓨즈



■QY81P형 트랜지스터 출력 모듈(소스 타입)

3.1 입출력 모듈
3.1.3 출력 모듈

트랜지스터 출력 모듈(소스 타입)

QY81P

출력 점수 32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부하 전압 DC12-24V(+20/-15%)

최대 부하 전류 0.1A/1점, 2A/1코먼

최대 돌입 전류 0.7A 10ms 이하

OFF 시 누설 전류 0.1mA 이하

ON 시 최대 전압 강하 DC0.1V(TYP.) 0.1A, DC0.2V(MAX.) 0.1A

응답 시간
OFF→ON 1ms 이하

ON→OFF 1ms 이하(정격 부하, 저항 부하)

서지 킬러 제너 다이오드

퓨즈 없음

외부 공급 전원
전압 DC12-24V(+20/-15%)(리플율 5% 이내)

전류 0.04A(DC24V 시)

절연 내압 AC56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2X

코먼 방식 32점 1코먼(코먼 단자： 17, 18, 36)

보호 기능

있음(과부하 보호 기능, 과열 보호 기능)

ㆍ과열 보호 기능은 1점 단위로 작동합니다.

ㆍ과부하 보호 기능은 1점 단위로 작동합니다.

동작 표시 ON 표시(LED)

외선 접속 방식 37핀 D서브 커넥터

적합 전선 크기 0.3mm (A6CON1E의 경우)2 *

외부 배선 적용 커넥터(별매) A6CON1E, A6CON2E, A6CON3E

적합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 A6TBY36-E, A6TBY54-E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I/O 할당：출력)

DC5V 내부 소비 전류 0.095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15kg

*：A6CON2E, A6CON3E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8.1항을 참조하십시오.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외부 접속도

내부 회로

모듈 정면에서

보았을 때

핀 배열 핀 번호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



3.1.4 입출력 혼합 모듈

■QH42P형 입출력 모듈

(1) DC 입력 사양(플러스 코먼 타입)

3.1 입출력 모듈

QH42P형 입출력 모듈(입력 사양)

입력 점수 32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입력 전압 DC24V(+20/-15%, 리플율 5% 이내)

정격 입력 전류 약 4mA

입력 딜레이팅 딜레이팅도 참조

ON 전압/ON 전류 19V 이상/3mA 이상

OFF 전압/OFF 전류 11V 이하/1.7mA 이하

입력 저항 약 5.6kΩ

응답 시간
OFF→ON 1ms/5ms/10ms/20ms/70ms 이하(CPU의 파라미터에서 설정) 초기 설정은 10ms*1

ON→OFF 1ms/5ms/10ms/20ms/70ms 이하(CPU의 파라미터에서 설정) 초기 설정은 10ms*1

절연 내압 AC56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2X

코먼 방식 32점 1코먼(코먼 단자：1B01, 1B02)

동작 표시 ON 표시(LED) 스위치를 사용하여 32점 표시 전환*2

외선 접속 방식 40핀 커넥터

적합 전선 크기 0.3mm (AWG#22) 이하(A6CON1, A6CON4의 경우)2 *4

외부 배선 적용 커넥터(별매) A6CON1, A6CON2, A6CON3, A6CON4

적합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 A6TBXY36, A6TBXY54, A6TBX70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I/O 할당：입출력 혼합)

DC5V 내부 소비 전류 0.13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20kg

사 양

형 식

외부 접속도 딜레이팅도

*1：설정 방법은 빌딩 블록 입출력 모듈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OFF→ON, ON→OFF의 응답 시간은 따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2：왼쪽(F)으로 전환하면 전반(X00~X1F) LED가, 오른쪽(L)측 전환으로 후반(Y00~Y1F)의 LED 표시가 됩니다.
*3：이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성하십시오.

ㆍCPU 모듈은 제품 정보 「011120000000000-A」 이후의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이외의 CPU 모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ㆍGX Developer는 GX Developer Version5 (SW5D5C-GPPW) 이후의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ㆍGX Developer Version4 (SW4D5C-GPPW) 이전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응답 시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10ms로 고정됩니다)

I/O 할당은 「출력」으로 설정하십시오.
*4：A6CON2, A6CON3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8.1항을 참조하십시오.

왼쪽(전반)

오른쪽(후반)
표시 전환
회로

ON
율

주위 온도



3.1.4 입출력 혼합 모듈

3.1 입출력 모듈

(2) 트랜지스터 출력 사양(싱크 타입)

QH42P형 입출력 모듈(출력 사양)

출력 점수 32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부하 전압 DC12-24V(+20/-15%)

최대 부하 전류 0.1A/1점, 2A/1코먼

최대 돌입 전류 0.7A 10ms 이하

OFF 시 누설 전류 0.1mA 이하

ON 시 최대 전압 강하 DC0.1V(TYP.) 0.1A, DC0.2V(MAX.) 0.1A

응답 시간
OFF→ON 1ms 이하

ON→OFF 1ms 이하(정격 부하, 저항 부하)

서지 킬러 제너 다이오드

퓨즈 없음

외부 공급 전원
전압 DC12-24V(+20/-15%)(리플율 5% 이내)

전류 0.015A(DC24V 시)/1코먼(MAX 모든 접점 ON 시)

코먼 방식 32점 1코먼(코먼 단자：2A01, 2A02)

보호 기능

있음 (과부하 보호 기능, 과열 보호 기능)

ㆍ과열 보호 기능은 1점 단위로 작동합니다.

ㆍ과부하 보호 기능은 1점 단위로 작동합니다.

핀 배열 핀 번호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

*1：핀 번호가 1□□□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왼쪽 커넥터의 핀 번호를, 2□□□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오른쪽 커넥터의 핀 번호를 나타냅
니다.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공백

모듈 정면에서

보았을 때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QX48Y57 타입 입출력 모듈

(1) DC 입력 사양(플러스 코먼 타입)

3.1.4 입출력 혼합 모듈

3.1 입출력 모듈

QX48Y57 타입 입출력 모듈(입력 사양)

입력 점수 8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입력 전압 DC24V(+20/-15%, 리플율 5% 이내)

정격 입력 전류 약 4mA

입력 딜레이팅 없음

ON 전압/ON 전류 19V 이상/3mA 이상

OFF 전압/OFF 전류 11V 이하/1.7mA 이하

입력 저항 약 5.6kΩ

응답 시간

OFF→ON
1ms/5ms/10ms/20ms/70ms 이하(CPU의 파라미터에서 설정) *1

초기 설정은 10ms

ON→OFF
1ms/5ms/10ms/20ms/70ms 이하(CPU의 파라미터에서 설정) *1

초기 설정은 10ms

절연 내압 AC56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2X

코먼 방식 8점 1코먼(코먼 단자：TB9)

동작 표시 ON 표시(LED)

외선 접속 방식 18점 단자대(M3×6 나사)

적합 전선 크기 심선 0.3~0.75mm (외경 2.8mm 이하)2

적합 압착 단자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입출력 혼합)

DC5V 내부 소비 전류 0.08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20kg

*1：설정 방법은 빌딩 블록 입출력 모듈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OFF→ON, ON→OFF의 응답 시간은 따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2：이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성하십시오.

ㆍCPU 모듈은 제품 정보 「011120000000000-A」 이후의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이외의 CPU 모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ㆍGX Developer는 GX Developer Version5 (SW5D5C-GPPW) 이후의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ㆍGX Developer Version4 (SW4D5C-GPPW) 이전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응답 시간을 설정할 수

「출력」으로 설정하십시오.
없습니다.(10ms로 고정됩니다)

I/O 할당은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단자대 번호 신호명외부 접속도

퓨즈



(2) 트랜지스터 출력 사양(싱크 타입)

3.1.4 입출력 혼합 모듈

3.1 입출력 모듈

QX48Y57 타입 입출력 모듈(출력 사양)

출력 점수 7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부하 전압 DC12-24V(+20/-15%)

최대 부하 전류 0.5A/1점, 2A/1코먼

최대 돌입 전류 4A 10ms 이하

OFF 시 누설 전류 0.1mA 이하

ON 시 최대 전압 강하 DC0.2V(TYP.) 0.5A, DC0.3V(MAX.) 0.5A

응답 시간
OFF→ON 1ms 이하

ON→OFF 1ms 이하(정격 부하, 저항 부하)

서지 킬러 제너 다이오드

퓨즈 4A(교환 불가능)(퓨즈 단선 용량：50A)

퓨즈 단선 표시 있음(퓨즈 단선 시 LED 표시 및 CPU에 신호 출력)*3

외부 공급 전원
전압 DC12-24V(+20/-15%)(리플율 5% 이내)

전류 0.01A(DC24V 시)

코먼 방식 7점 1코먼(코먼 단자：TB18)

*3：외부 공급 전원이 차단되면 퓨즈 단선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사 양

형 식



3.1 입출력 모듈
3.1.5 인터럽트 모듈:
QI60

■QI60 타입 인터럽트 모듈

인터럽트 모듈

QI60

입력 점수 16점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입력 전압 DC24V(+20/-15%, 리플율 5% 이내)

정격 입력 전류 약 6mA

입력 딜레이팅 없음

ON 전압/ON 전류 19V 이상/4.0mA 이상

OFF 전압/OFF 전류 11V 이하/1.7mA 이하

입력 저항 약 3.9kΩ

응답 시간

설정값 *2

OFF→ON
TYP.

MAX.

ON→OFF
TYP.

MAX.

절연 내압 AC560V rms/3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노이즈 내량

시뮬레이터 노이즈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First transient 노이즈 IEC61000-4-4：1kV

보호 등급 IP2X

코먼 방식 16점 1코먼(코먼 단자：TB17)

인터럽트 처리 조건 CPU 파라미터의 스위치 설정에서 설정*3

동작 표시 ON 표시(LED)

외선 접속 방식 18점 단자대(M3×6 나사)

적합 전선 크기 심선 0.3~0.75mm (외경 2.8mm 이하)2

적합 압착 단자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불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인터럽트) *4

DC5V 내부 소비 전류 0.06A(TYP. 모든 접점 ON)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20kg

*1：이 모듈의 사용 방법은 QCPU(Q 모드) 사용자 매뉴얼(기능 해설ㆍ프로그램 기초편)을 참조하십시오.
*2：CPU의 파라미터 설정에서 선택합니다(디폴트：0.2ms). 설정 방법은 빌딩 블록 입출력 모듈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응답 시간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성하십시오.
아래와 같이 구성하지 않으면, 응답 시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0.2ms로 고정됩니다.)
ㆍCPU 모듈은 제품 정보 「021120000000000-B」 이후 제품.
ㆍGX Developer는 GX Developer Version6 (SW6D5C-GPPW) 이후 제품.

*3：설정 방법은 빌딩 블록 입출력 모듈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4：GX Developer Version5 (SW5D5C-GPPW) 이전 제품으로 I/O 할당을 설정하는 경우, 「16점 인텔리전트 모듈」을 선택하십시오.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단자대 번호 신호명외부 접속도

내부 회로

공백



■QG60 타입 블랭크 커버 모듈

3.1 입출력 모듈

블랭크 커버 모듈

QG60

용도
입출력 모듈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부분(특히 모듈 사이에 빈 슬롯이 있는

경우)에 방진용으로 사용.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디폴트 I/O 할당：빈16점)

외형 치수 98(H)×27.4(W)×90(D)[mm]

중량 0.07Kg

*：블랭크 커버 모듈은 베이스 모듈의 커넥터 커버가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장착하십시오.

사 양

형 식

정면 모양

3.1.6 블랭크 커버 모듈:
QG60



3.1.7 외형 치수

외형 치수

■입출력 모듈, 블랭크 커버 모듈

●단자대 커넥터식 ●40핀 커넥터식

(1) QY22 이외 (1) 32점 입출력 모듈

단위：mm 단위：mm

(2) QY22 타입 트라이액 출력 모듈 (2) 64점 입출력 모듈

단위：mm 단위：mm

●37핀 D서브 커넥터식 32점 입출력 모듈 ●블랭크 커버 모듈

단위：mm 단위：mm

3.1 입출력 모듈



3.2 아날로그 모듈
3.2.1 A/Ｄ 변환 모듈:
Q64AD, Q68ADV, Q68ADI

개요

외부 전압 또는 전류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값으로 변환

하여 CPU 모듈에 보냅니다. 센서 등의 외부 기기가 검출한

전압, 압력, 온도, 전류, 속도 등의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

털 데이터로 변환함으로써, CPU 모듈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특징

■용도에 맞춘 기종 선정
①Q64AD ㆍㆍㆍ4채널, 각 채널 마다 전압 입력 또는 전류

입력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Q68ADV ㆍㆍ8채널, 전압 입력

③Q68ADI ㆍㆍㆍ8채널, 전류 입력

■고속 변환 처리
변환 시에는 80μs/채널의 고속으로 처리합니다.

온도 드리프트 보정 기능에서는 모든 채널 변환 시간＋

160μs로 처리됩니다.

■고정밀도
변환 정밀도는 ±0.1%(사용 주위 온도 25±5℃)로 정밀도

가 높습니다.

■분해능 모드 전환

용도에 따라 분해능 모드를 전환하여, 디지털값의 분해능을

1/4000, 1/12000, 1/16000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 범위 전환
GX Developer에서 간단하게 입력 범위 를 전환할 수 있습

니다.

* 1

* 1：입력 범위는 오프셋ㆍ게인 설정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일반적

으로 디폴트값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사용자가 오프셋ㆍ게인
설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을

■온라인 모듈 교환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도 모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전용 명령(G.OGLOAD, G.OGSTOR)이나 버퍼메모리에

대한 쓰기 또는 Y 신호의 ON에 의해, 온라인 모듈 교환된

A/Ｄ 변환 모듈이 오프셋ㆍ게인 설정 내용을 이어받거나 별

도의 슬롯에 장착되어 있는 다른 A/Ｄ 변환 모듈에 오프셋ㆍ

게인 설정값을 전송할 수 .(다만 동일한 기종 간에

만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오프셋ㆍ게인 설정
GX Configurator-AD, 전용 명령(G.OFFGAN) 또는 모드 이

행 설정에 의해 간단하게 오프셋ㆍ게인 설정 모드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패키지에 의한 간단한 설정

별매의 유틸리티 패키지(GX Configurator-AD)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패키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틸리티 패키지를 사용하면 화면상에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초기 설정/자동 리프레시)를 설정할 수 있으

며, 설정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에서 FB 를 자* 2

동 생성하여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FB는 시퀀스 프로그램 내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는 래더 블록
을 부품화(FB)하여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유용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함은 물론, 프로그램 오류

를 줄여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능
으로,

외관

단위：mm



기능

3.2 아날로그 모듈
3.2.1 A/Ｄ 변환 모듈:
Q64AD, Q68ADV, Q68ADI

항목 내용

A/Ｄ 변환 허가/금지 설정
(1) 채널 마다 A/Ｄ 변환 허가/금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변환 금지로 설정하여 샘플링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A/Ｄ 변환 방식

(1) 샘플링 처리

채널 마다 아날로그 입력값을 차례로 A/Ｄ 변환하여 그때마다 디지털 출력값을 출력합니다.

(2) 평균 처리

채널 마다 A/Ｄ 변환을 횟수 또는 시간으로 평균 처리하여 평균값을 디지털 출력합니다.

최대값ㆍ최소값 유지 기능 디지털 출력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듈에서 유지합니다.

온도 드리프트 보정 기능
(1) 모듈의 주위 온도 변화에 따른 오차를 자동적으로 보정하여 변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온도 드리프트 보정 기능은 (모든 채널 A/Ｄ 변환 시간)＋160μs로 실행됩니다.

분해능 모드

(1) 용도에 따라 분해능 모드를 전환하여 디지털값의 분해능을 1/4000, 1/12000, 1/16000 등으로 설정할 수 있

습니다.

(2) 분해능 모드의 설정 내용은 모든 채널에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3) 일반 분해능 모드, 고분해능 모드의 디지털 출력값, 최대 분해능에 대해서는 성능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온라인 모듈 교환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도 모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3.2 아날로그 모듈
3.2.1 A/Ｄ 변환 모듈:
Q64AD, Q68ADV, Q68ADI

항 목

형 명
Q64AD Q68ADV Q68ADI

아날로그 입력 점수 4점(4채널) 8점(8채널) 8점(8채널)

아날로그 입력
전압 DC－10~10V(입력 저항값 1MΩ)

전류 DC0~20mA(입력 저항값 250Ω) DC0~20mA(입력 저항값 250Ω)

디지털 출력
16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

(일반 분해능 모드：－4096~4095, 고분해능 모드：－12288~12287, －16384~16383)

입출력 특성

최대 분해능

아날로그 입력 범위
일반 분해능 모드 고분해능 모드

디지털 출력값 최대 분해능 디지털 출력값 최대 분해능

전압

사용자 범위 설정

전류

사용자 범위 설정

정밀도(디지털 출력값의

최대값에 대한 정밀도)

아날로그

입력 범위

일반 분해능 모드 고분해능 모드

전압

사용자 범위

설정

전류
사용자 범위

설정

* digit는 디지털값을 나타냅니다

변환 속도
80μs/채널

(온도 드리프트 보정 있음의 경우, 사용 채널 개수에 관계없이 160μs을 더한 시간이 됩니다.)

절대 최대 입력 전압：±15V 전류：±30mA

절연 방식
입출력 단자와 PLC 전원 간：포토커플러 절연

채널 간：비절연

절연 내압 입출력 단자와 PLC 전원 간: AC500V 1분간

절연 저항 입출력 단자와 PLC 전원 간: DC500V 20MΩ 이상

보호 등급 IP2X

E PROM 쓰기 횟수2 최대 10만회

접속 단자 18점 단자대

적합 전선 크기 0.3~0.75mm2

적합 압착 단자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1

멀티 CPU 시스템 대응*2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형 치수

중량

*1：기능 버전 C 이후의 제품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2：기능 버전 B 이후의 제품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위 온도

온도 드리프트

보정 있음 보정 없음

주위 온도

주위 온도

주위 온도

온도 드리프트 온도 드리프트 온도 드리프트

보정 있음 보정 있음

성능 사양



3.2 아날로그 모듈
3.2.1 A/Ｄ 변환 모듈:
Q64AD, Q68ADV, Q68ADI

■입출력 변환 특성

입출력 변환 특성이란, PLC 외부로부터의 아날로그 신호(전

압 또는 전류 입력)를 디지털값으로 변환할 때 오프셋값과

게인값을 직선으로 연결한 기울기를 말합니다.

오프셋값이란

디지털 출력값이 0이 되는 아날로그 입력값(전압 또는 전류)

입니다.

게인값이란

디지털 출력값이

4000(일반 분해능 모드 시)

12000(고분해능 모드로 0~5V, 1~5V, 4~20mA, 0~20mA,

사용자 범위 설정 선택 시)

16000(고분해능 모드로 -10~10V, 0~10V 선택 시)

이 되는 아날로그 입력값(전압 또는 전류)입니다.

●전압 입력 특성

(1) 일반 분해능 모드의 전압 입력 특성

(2) 고분해능 모드의 전압 입력 특성

1. 각 입력의 아날로그 입력 범위 및 디지털 출력 범위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이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최대 분해능, 정밀도가 성능 사

양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전압 입력 특성의 점선 부분

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2. ±15V 이상은 입력하지 마십시오. 소자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

습니다.

3. 1의 사용자 설정 범위의 오프셋값, 게인값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하십시오.

*

｛(게인값)－(오프셋값)｝＞ A

<A의 값>

4. 2의 디지털 출력값의 범위를 초과하는 아날로그가 입력되면

디지털 출력값은 최대 또는 최소로 고정됩니다.

*

아날로그 입력 실제 사용 범위

아날로그 입력 전압(V)

아날로그 입력 실제 사용 범위

아날로그 입력 전압(V)

번호
아날로그 입력

범위 설정
오프셋값 게인값

디지털

출력값*2

최대

분해능

사용자 범위

설정

사용자 범위

설정

번호
아날로그 입력

범위 설정
오프셋값 게인값

디지털

출력값*2

최대

분해능

일반 분해능 모드 고분해능 모드

아날로그

입력 범위

설정일반 분해능 모드 고분해능 모드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사용자 범위

설정

포인트



3.2 아날로그 모듈
3.2.1 A/Ｄ 변환 모듈:
Q64AD, Q68ADV, Q68ADI

●전류 입력 특성

(1) 일반 분해능 모드의 전류 입력 특성

(2) 고분해능 모드의 전류 입력 특성

1. 각 입력의 아날로그 입력 범위 및 디지털 출력 범위 내에서 사

용하십시오. 이 범위를 초과하면 최대 분해능, 정밀도가 성능

사양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압 입력 특성의 점선 부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2. ±30mA 이상은 입력하지 마십시오. 소자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사용자 설정 범위의 오프셋값, 게인값은 다음 조건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십시오.

1.항의

｛(게인값)－(오프셋값)｝＞ A

<A의 값>

4. 디지털 출력값의 범위를 초과하는 아날로그값이 입력

면 디지털 출력값은 최대 또는 최소로 고정됩니다.되

2.항의

외부 배선

(1) Q64AD의 경우

* 1 전선은 2심 트위스트 실드선을 사용하십시오.
* 2 Q64AD의 입력 저항을 나타냅니다.
* 3 전류 입력일 때는 반드시 (V＋)(I＋)의 단자를 접속하십시오.
* 4 「A.G.」 단자는 일반적으로 배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

은 경우에는 상대 기기의 GND와 접속하십시오.
①「A.G.」와 「상대 기기의 GND」 사이에 전위차가 있을 때
② 0V 입력 대신에 ±배선의 ＋측만 OPEN으로 할 때

* 5 전원 모듈의 FG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접지하십시오.

아날로그 입력 실제 사용 범위

아날로그 입력 전류(mA)

아날로그 입력 실제 사용 범위

아날로그 입력 전류(mA)

사용자 범위

설정

사용자 범위

설정

사용자 범위

설정

번호
아날로그 입력

범위 설정
오프셋값 게인값

디지털

출력값 2*
최대

분해능

번호
아날로그 입력

범위 설정
오프셋값 게인값

디지털

출력값 2*
최대

분해능

일반 분해능 모드 고분해능 모드

아날로그

입력 범위

설정일반 분해능 모드 고분해능 모드

최소 최대 최소 최대

(a) 전압 입력의 경우
신호 0~±10V

*1 실드

(b) 전류 입력의 경우
신호 0~±20mA

*1 실드

포인트



(2) Q68ADV의 경우

*1 전선은 2심 트위스트 실드선을 사용하십시오.
*2 Q68ADV의 입력 저항을 나타냅니다.
*3 「A.G.」 단자는 일반적으로 배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
은 경우에는 상대 기기의 GND와 접속하십시오.

①「A.G.」와 「상대 기기의 GND」 사이에 전위차가 있을 때
② 0V 입력 대신에 ±배선의 ＋측만 OPEN으로 할 때

*4 전원 모듈의 FG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접지하십시오.

(3) Q68ADI의 경우

*1 전선은 2심 트위스트 실드선을 사용하십시오.
*2 Q68ADI의 입력 저항을 나타냅니다.
*3 「A.G.」 단자는 일반적으로 배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 기기의 GND와 접속하십시오.
①「A.G.」와 「상대 기기의 GND」 사이에 전위차가 있을 때

*4 전원 모듈의 FG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접지하십시오.

시스템 구성

＜Q64AD, Q68ADV, Q68ADI 동봉품＞

＜별도 준비품＞

다음의 매뉴얼은 별도로 준비하십시오.

■적용 모듈

＜적용 모듈과 장착 가능 장수＞

A/D 변환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CPU 모듈 및 네트워크 모

듈(리모트 I/O국용)과 장착 가능 장수를 나타냅니다.

*1：본 매뉴얼 1장의 각 CPU 시스템에서 시스템 구성에 관한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

*2：2.5.2항의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의 시스템 구
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A/D 변환 모듈을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A/Ｄ 변환 모듈을 사용할 때는 GX Developer가 필요합니다.

3.2 아날로그 모듈
3.2.1 A/Ｄ 변환 모듈:
Q64AD, Q68ADV, Q68ADI

* 1 실드

* 1 실드

단자 번호
신호 명칭

Q64AD Q68ADV Q68ADI

품명 내용

매뉴얼

Q64AD, Q68ADV, Q68ADI형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모듈 사용자 매뉴얼

(하드웨어편)

매뉴얼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모듈 사용자 매뉴얼

(상세편)

품명 내용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 고

CPU 모듈

최대 16장

Q 모드에서만

장착 가능*1

네트워크 모듈
MELSECNET/H

리모트 I/O국*2

최대 2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1

*1

소프트웨어 버전

Version 1.10L 이후

(SW0D5C-QADU40E

이전 제품은 사용

불가능)

Version 1.13 P 이후

(SW0D5C-QADU

40E 이전 제품은 사용

불가능)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하는 경우

싱글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Version 8 이후

Version 4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7.10L

이후

Version 6 이후

SW0D5C-QADU 00A

이후

SW0D5C-QADU 20C

이후

SW0D5C-QADU

30D 이후



3.2.2 채널 간 절연 고분해능 A/D 변환 모듈, 채널 간 절연 고분해능
디스트리뷰터 모듈:Q64AD-GH, Q62AD-DGH

개요

채널 간 절연, 고정밀도, 고분해능, 경보 출력 기능, 입력 신

호 이상 검출 기능, 온라인 모듈 교환이 가능한 A/Ｄ 변환

모듈입니다.

프로세스 CPU와 함께 사용하면 프로세스 제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징

■채널 간 절연

채널 간이 절연되어 있으며, Q62AD-DGH는 외부 공급 전

원-채널 간도 절연되어 있습니다.

■고분해능

32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다만 데이터 부분은 16비트)의

고분해능을 실행합니다.(－10V~＋10V 범위 선택 시 17비

트)

■2선식 전송기에 전원 공급(Q62AD-DGH만 사용

가능)
Q62AD-DGH는 2선식 전송기에 전원을 공급하므로 2선식

전송기용 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A/Ｄ 변환 허가/금지 설정에 의해 채널별 공급 전원의

ON/OFF가 가능합니다.

■합선 보호 회로에 의한 모듈 보호(Q62AD-DGH만

사용 가능)
배선이 합선되어 모듈에 과전류가 입력되면, 합선 보호 회로

에 의해 전류는 25~35mA로 제한되어 모듈이 보호됩니다.

■체크 단자에 의한 아날로그 입력 체크

(Q62AD-DGH만)

배선을 분리하지 않고 체크 단자로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2

선식 전송기의 출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정밀도

기준 정밀도 가 ±0.05%, 온도 계수 ±71.4ppm/℃로서 정밀

도가 높습니다.

* *1 2

*1：오프셋ㆍ게인 설정 시의 주위 온도의 정밀도
*2：온도 변화 1℃당 정밀도

예) 25℃에서 30℃로 변화한 경우의 정밀도
0.05%(기준 정밀도)＋0.00714%(온도 계수)×5℃(온도
차이)=0.0857%

■입력 범위의 전환

입력 범위 의 전환을 GX Developer에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3

*3：입력 범위란, 오프셋ㆍ게인의 설정 범위를 나타냅니다. 일반
적으로 디폴트값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사용자가 오프셋ㆍ게
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Ｄ 변환 방식

A/Ｄ 변환 방식에는 다음의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샘플링 처리

채널 마다 차례로 아날로그 입력값을 A/D 변환하여 그때 마

다 디지털 출력값을 출력합니다.

●평균 처리

(1) 시간 평균

채널 마다 A/D 변환을 시간으로 평균 처리하여 평균값

을 디지털 출력합니다.

(2) 횟수 평균

채널 마다 A/D 변환을 횟수로 평균 처리하여 평균값을

디지털 출력합니다.

(3) 이동 평균

샘플링 시간 마다 측정한 지정 횟수 만큼의 디지털 출력

값을 평균 처리합니다.

●일차 지연 필터

상수를 사용하여 디지털 출력값을 평활하게(고르게) 합니다.

■입력 신호 이상 검출 기능

설정 범위를 초과한 전압/전류를 검출합니다.

■경보 출력

경보 출력에는 다음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알람

디지털 출력값이 설정 범위를 초과하였을 때 경보를 출력합

니다.

●레이트 알람

디지털 출력값의 변경율이 설정된 변경율을 초과하였을 때

경보를 출력합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도 모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A/Ｄ 변

환 모듈에 대한 오프셋ㆍ게인 설정값의 계승」, 「다른 슬롯

에 장착되어 있는 다른 A/D 변환 모듈에 대한 오프셋ㆍ게인

설정값의 전송」이 가능해집니다.(다만 동일한 기종에 대해

서만 가능합니다)

전용 명령(G.OGLOAD, G.OGSTOR)을 사용하여 버퍼메모

리에 쓰거나 Y 신호를 ON하면,

■오프셋ㆍ게인 설정

GX Configurator-AD, 전용 명령(G.OFFGAN) 또는 모드 이

행 기능 설정에 의해 간단하게 오프셋ㆍ게인 설정 모드로 이

행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패키지에 의한 간단한 설정

별도로 판매하는 유틸리티 패키지(GX Configurator-AD)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틸리티 패키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틸리티 패키지를 사용하면 화면상에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초기 설정/자동 리프레시)를 설정할 수 있으

며, 설정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에서 FB 를 자* 4

동 생성하여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FB는 시퀀스 프로그램 내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래더 블록

을 부품화(FB)하여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유용하기 위한 기능
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잘못을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
니다.

3.2 아날로그 모듈



외관

(1) Q64AD-GH

(2) Q62AD-DGH

단위：mm

기능

항목 내용

A/Ｄ 변환 허가

/금지 설정

(1) 채널 마다 A/Ｄ 변환의 허가/금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변환 속도는 변환 허가 채널수에 관계없이 10ms

입니다.

A/Ｄ 변환 방식

(1) 샘플링 처리

채널 마다 아날로그 입력값을 차례로 A/Ｄ 변환

하여, 그때마다 디지털 출력값을 출력합니다.

(2) 평균 처리

(a) 시간 평균

채널 마다 A/D 변환을 시간으로 평균 처리

하여 평균값을 디지털 출력합니다.

(b) 횟수 평균

채널 마다 A/D 변환을 횟수로 평균 처리하

여 평균값을 디지털 출력합니다.

(c) 이동평균

샘플링 시간 마다 측정한 지정 횟수 만큼의

디지털 출력값을 평균 처리합니다.

(3) 일차 지연 필터

상수를 사용하여 디지털 출력값을 평활하게 합

니다.

최대값ㆍ최소값

유지 기능

디지털 출력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듈에서 유지

합니다.

입력 신호 이상

검출 기능
설정 범위를 초과한 전압/전류 입력을 검출합니다.

경보 출력 기능

(1) 프로세스 알람

디지털 출력값이 설정 범위를 초과하면 경보를

출력합니다.

(2) 레이트 알람

디지털 출력값의 변경율이 설정된 변경율을 초

과하면 경보를 출력합니다.

A/Ｄ 변환 시작

시간 설정 기능

(Q62AD-

DGH만)

A/Ｄ 변환 시작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2선식 전송기

의 출력이 안정된 시점에서 A/Ｄ 변환을 시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급 전원 ON/

OFF 기능

(Q62AD-

DGH만)

(1) 채널 마다 2선식 전송기에 대한 전원 공급을 ON

/OFF할 수 있습니다.

(2) A/Ｄ 변환 허가/금지 설정(버퍼메모리 어드레스

0: Un\GO)에서 「변환 허가」로 설정한 채널에

전원이 공급됩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도 모듈을 교환할 수 있습니

다.

3.2.2 채널 간 절연 고분해능 A/D 변환 모듈, 채널 간 절연 고분해능
디스트리뷰터 모듈:Q64AD-GH, Q62AD-D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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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사양

(1) Q64AD-GH

*1：오프셋ㆍ게인 설정 시의 주위 온도에 대한 정밀도
*2：digit는 디지털 출력값
*3：온도 변화 1℃당 정밀도

예) 25℃에서 30℃로 변화한 경우의 정밀도
0.05%(기준 정밀도)＋0.00714%(온도 계수)×5℃(온도 차이) =0.0857%

Q64AD-GH

아날로그 입력 점수 4점(4채널)

아날로그 입력
전압 DC-10 ~ 10V(입력 저항값1MΩ)

전류 DC0 ~ 20mA(입력 저항값250Ω)

디지털 출력
16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32768 ~ 32767)

32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65536 ~ 65535)

입출력 특성

최대 분해능

아날로그 입력 범위
최대 분해능 디지털 출력값

(32비트)

디지털 출력값

(16비트)

전압
사용자 범위 설정

(유니폴러)

사용자 범위 설정

(바이폴러)

전류
사용자 범위 설정

(유니폴러)

정밀도(디지

털 출력값의

최대값에

대한 정밀도)

기준 정밀도

±0.05％

디지털 출력값(32비트)：±32digit *2

디지털 출력값(16비트)：±16digit *2

온도 계수
*3

코먼 모드 특성
동상 전압 입력과 코먼 접지 간(입력 전압 0V)：AC1780V

동상 전압 제거비(VCM＜1780V)：60HZ 105dB, 50HZ 107dB

변환 속도 10ms/4채널

절대 최대 입력 전압：±15V 전류：±30mA

절연

절연 위치 절연 방식 절연 내압 절연 저항

입출력 단자와 PLC 전원 간 포토커플러 절연 AC1780Vrms/3사이클

(표고 2000m) 10MΩ 이상아날로그 입력 채널 간 트랜스 절연

보호 등급 IP2X

E PROM 쓰기 횟수2 최대 10만회

접속 단자 18점 단자대

적합 전선 크기 0.3~0.75mm2

적합 압착 단자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DC5V 내부 소비 전류 0.89A

외형 치수 98(H)×27.4(W)×112(D)[mm]

중량 0.20kg

항 목

형 명

*1

32비트 16비트

3.2.2 채널 간 절연 고분해능 A/D 변환 모듈, 채널 간 절연 고분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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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62AD-DGH

Q62AD-DGH

입력

사양

아날로그 입력

점수
2점(2채널)

아날로그 입력 DC4 ~ 20mA (입력 저항값250Ω)*4

공급

전원

사양

공급 전압

최대 공급 전류

합선 보호
있음

제한 전류：25~35mA

체크 단자 있음

디지털 출력
16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768 ~ 32767)

32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1536 ~ 65535)

입출력 특성

최대 분해능

아날로그 입력 범위
최대 분해능 디지털 출력값

(32비트)

디지털 출력값

(16비트)

사용자 범위 설정

정밀도(디

지털 출력

값의 최대

값에 대한

정밀도)

기준 정밀도*1 디지털 출력값(32비트)：±32digit *2

디지털 출력값(16비트)：±16digit *2

온도 계수*3

변환 속도 10ms/2채널

절연

절연 위치 절연 방식 절연 내압 절연 저항

입출력 단자와 PLC 전원 간 포토커플러 절연

AC1780Vrms/3사이클

(표고 2000m)

DC500V

10MΩ 이상

아날로그 입력 채널 간 트랜스 절연

외부 공급 전원과 아날로그 입력

채널 간
트랜스 절연

보호 등급 IP2X

E PROM 쓰기 횟수2 최대 10만회

접속 단자 18점 단자대

적합 전선 크기 0.3~0.75mm2

적합 압착 단자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DC5V 내부 소비 전류 0.33A

외부 공급 전원

DC24V +20%, －15%

리플, 스파이크 500mVp-p 이하

돌입 전류：5.5A, 200μs 이하

0.19A

외형 치수 98(H)×27.4(W)×112(D)[mm]

중량 0.19kg

*1：오프셋ㆍ게인 설정 시의 주위 온도에 대한 정밀도
사양상의 정밀도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30분 동안의 워밍업(전원 공급)이 필요합니다.

*2：digit는 디지털 출력값
*3：온도 변화 1℃당 정밀도

예) 25℃에서 30℃로 변화한 경우의 정밀도
0.05%(기준 정밀도)＋0.00714%(온도 계수)× 5℃(온도 차이)=0.0857%

*4：사용자 범위 설정은 2~24mA

항 목

형 명

2

32비트 16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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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력 변환 특성

입출력 변환 특성이란, PLC 외부로부터의 아날로그 신호(전

압 또는 전류 입력)를 디지털값으로 변환할 때의 오프셋값과

게인값을 직선으로 연결한 기울기를 말합니다.

오프셋값이란

디지털 출력값이 0이 되는 아날로그 입력값(전압 또는 전류)

입니다.

게인값이란

디지털 출력값이
32000 (16비트)

64000(32비트)

이 되는 아날로그 입력값(전압 또는 전류)입니다.

●Q64AD-GH의 입력 특성

(1) 전압 입력 특성

1. 각 입력의 아날로그 입력 범위 및 디지털 출력 범위 내에서 사

용하십시오. 이 범위를 초과하면 최대 분해능, 정밀도가 성능

사양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압 입력 특성의 점선 부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2. ±15V 이상은 입력하지 마십시오. 소자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

습니다.
3. 사용자 설정 범위의 오프셋값, 게인값은 다음의 조건

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하십시오.

1.항의

(a) 오프셋값, 게인값의 설정 범위：－ 10V ~ 10V

(b)｛(게인값)－(오프셋값)｝＞ 3.030V

4. 디지털 출력값의 범위를 초과하는 아날로그값이 입력

되면 디지털 출력값은 최대 또는 최소로 고정됩니다.

2.항의

아날로그 입력 실제 사용 범위

아날로그 입력 전압(V)

( ) 안의 수치는 디지털 출력값(16비트)의 경우입니다

사용자 설정

(유니폴러)

사용자 설정

(바이폴러)

아날로그

입력 범위

설정

오프

셋값

게인

값

최대 분해능디지털

출력값

(16비트)

*2

디지털

출력값

(32비트)

*2

(16비트)(32비트)

최소 최대

사용자 설정

(유니폴러)

사용자 설정

(바이폴러)

아날로그

입력 범위

설정

디지털 출력값

(32비트)

디지털 출력값

(16비트)

최소 최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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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류 입력 특성

1. 각 입력의 아날로그 입력 범위 및 디지털 출력 범위 내에서 사

용하십시오. 이 범위를 초과하면 최대 분해능, 정밀도가 성능

사양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압 입력 특성의 점선 부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2. ±30mA 이상은 입력하지 마십시오. 소자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사용자 설정 범위의 오프셋값, 게인값은 다음 조건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십시오.

1.항의

(a) 게인값≤ 20mA, 오프셋값≥ 0mA

(b)｛(게인값)－(오프셋값)｝＞ 9.70mA

4. 디지털 출력값의 범위를 초과하는 아날로그값이 입력

되면 디지털 출력값은 최대 또는 최소로 고정됩니다.

2.항의

●Q62AD-DGH의 입력 특성

1. 각 입력의 아날로그 입력 범위 및 디지털 출력 범위 내에서 사

용하십시오. 이 범위를 초과하면 최대 분해능, 정밀도가 성능

사양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력 특성의 점선 부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2. 사용자 설정 범위의 오프셋값, 게인값은 다음 조건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십시오.

1.항의

(a) 게인값≤ 24mA, 오프셋값≥ 2mA

(b)｛(게인값)－(오프셋값)｝＞ 9.70mA

3. 항의 디지털 출력값의 범위를 초과하는 아날로그값이 입력

되면 디지털 출력값은 최대 또는 최소로 고정됩니다.

2.

아날로그 입력 실제 사용 범위

아날로그 입력 전류(mA)

( ) 안의 수치는 디지털 출력값(16비트)의 경우입니다.

아날로그 입력 실제 사용 범위

아날로그 입력 전류(mA)

( ) 안의 수치는 디지털 출력값(16비트)의 경우입니다.

아날로그

입력 범위

설정

오프

셋값

게인

값

최대 분해능디지털

출력값

(16비트)

*2

디지털

출력값

(32비트)

*2

(16비트)(32비트)

사용자 범위

설정

(유니폴러)

아날로그

입력 범위

설정

오프

셋값

게인

값

최대 분해능디지털

출력값

(16비트)

*2

디지털

출력값

(32비트)

*2

(16비트)(32비트)

사용자 범위

설정

사용자 범위

설정

아날로그 입력

범위 설정

사용자 범위

설정

(유니폴러)

디지털 출력값

(32비트)

디지털 출력값

(16비트)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아날로그 입력

범위 설정

디지털 출력값

(32비트)

디지털 출력값

(16비트)

최소 최대 최소 최대

포인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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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배선

(2) Q62AD-DGH의 경우

* P ：2선식 전송기용 전원
I/CHK+ ：2선식 전송기 전류 입력/체크＋단자
CHK－ ：체크-단자

시스템 구성

＜Q64AD-GH 동봉품＞

＜Q62AD-DGH 동봉품＞

＜별도 준비품＞

(1) Q64AD-GH의 경우

(a) 전압 입력의 경우
신호 0~±10V

실드

(b) 전류 입력의 경우
신호 0~20mA

*1 전선은 2심 트위스트 실드선을 사용하십시오.

*2 A/Ｄ 변환 모듈의 입력 저항을 나타냅니다.
*3 전류 입력일 때는 반드시 (V+)(I+)의 단자를 접속하십시오.

*4 각 채널의 전선의 실드는 반드시 접지하십시오.

접지 할 때 SLD 단자를 활용할 수 있지만, 기판 내부에서는 배선되어 있지 않

습니다.
위 그림 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접지하십시오.
전원 모듈의 FG도 접지하십시오.

실드

실드

*1 전선은 2심 트위스트 실드선을 사용하십시오.
*2 Q62AD-DGH의 입력 저항을 나타냅니다.

*3 2선식 전송기와 접지할 때는 반드시 P와 I/CHK＋에 접속하십시오.
*4 전원 모듈의 FG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접지하십시오.
*5 체크 단자(I/CHK+, CHK-)는 2선식 전송기의 출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합니

다.

4~20mA의 아날로그 입력값이 1~5V의 아날로그값으로 출력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날로그 출력(V)
아날로그 입력(mA)

2선식
전송기
(4~20mA)

전류 제한 전송기

*1 실드

회로 전원

절연
회로

필터

단자 번호
신호 명칭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품명 내용

매뉴얼
Q64AD-GH형 채널 간 절연 고분해능 아날로그-디지

털 변환 모듈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매뉴얼
Q62AD-DGH형 채널 간 절연 고분해능 디스트리뷰터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매뉴얼

채널 간 절연 고분해능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모듈

채널 간 절연 고분해능 디스트리뷰터 사용자 매뉴얼

(상세편)

품명 내용

품명 내용

3.2.2 채널 간 절연 고분해능 A/D 변환 모듈, 채널 간 절연 고분해능
디스트리뷰터 모듈:Q64AD-GH, Q62AD-DGH

3.2 아날로그 모듈



■적용 시스템

＜적용 모듈과 장착 가능 장수＞

A/D 변환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CPU 모듈 및 네트워크 모

듈(리모트 I/O국용)과 장착 가능 장수를 나타냅니다.

*1：본 매뉴얼 1장의 각 CPU 시스템에서 시스템 구성에 관한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

*2：2.5.2항의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구성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1) Q64AD-GH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Q64AD-GH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Q64AD-GH를 사용할 때는 GX Developer가 필요합니다.

(2) Q62AD-DGH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Q61P-A1/A2에서 Q64AD-GH에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Q61P-A1/A2와 Q64AD-GH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아

래 표와 같이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Q64AD-GH가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ㆍ제조 정보 상위 6자리가 050914 이전인 모듈

ㆍ제품 정보 상위 5자리가 05081 이전인 모듈

상기 조건은 만족하지만 아래 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

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십시오.

ㆍ전원 모듈을 Q64P로 변경한다.

ㆍQ64AD-GH를 다른 베이스 모듈에 분산하여 장착한다.

*：상기 조건과 다르게 사용하면, 전원 모듈의 「POWER」 LED
가 점멸되고 PLC CPU 시스템이 기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
다.

Q64AD-GH가 다음의 조건 중 하나인 경우, 상기 주의 사항은 해

당되지 않습니다.

ㆍ제조 정보 상위 6자리가 051217 이후인 모듈

ㆍ제품 정보 상위 5자리가 05082 이후인 모듈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고

CPU 모듈

네트워크 모듈

최대 16장

Q 모드에서만

장착 가능 *1

MELSECNET/H

리모트 I/O국 *2

최대 2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1

*1

*1：대피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Version 1.16S 이후의 제품을 사
용하십시오.

소프트웨어 버전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하는 경우

싱글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Version 8 이후

Version 4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7.10L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1.13P 이후

Q62AD-DGH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

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Q62AD-DGH를 사용할 때는 GX Developer가 필요합니

다.

소프트웨어 버전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하는 경우

싱글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Version 8 이후

Version 4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7.10L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1.14Q 이후

Q64AD-GH

의 장착 장수
조건

사용 가능한

전원

3장 이하

동일 베이스상의 모든 모듈의 합계

소비 전류가 5.0A 이하인 경우

동일 베이스상의 모든 모듈의 합계

소비 전류가 5.0A를 초과하는 경우

4장

동일 베이스상에 다른 기종의 모듈을

장착하지 않은 경우

동일 베이스상에 다른 기종의 모듈을

장착한 경우

5장 이하

비 고

3.2.2 채널 간 절연 고분해능 A/D 변환 모듈, 채널 간 절연 고분해능
디스트리뷰터 모듈:Q64AD-GH, Q62AD-DGH

3.2 아날로그 모듈



3.2.3 A/Ｄ 변환 모듈 설정ㆍ모니터 툴:
GX Configurator-AD

개요

GX Configurator-AD는 A/Ｄ 변환 모듈 Q64AD, Q68ADV,

Q68ADI, Q64AD-GH, Q62AD-DGH를 사용하는 경우에 필

요한 초기 설정이나 A/Ｄ 변환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CPU

디바이스 메모리에서 읽기 위해 필요한 설정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유틸리티 패키지로서 GX Developer에

애드 인하여 사용합니다.

GX Configurator-AD는 화면상에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초기 설정/자동 리프레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설

정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에서 FB 를 자동 생성

하여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FB는 시퀀스 프로그램 내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래더 블록을
부품화(FB)하여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유용하기 위한 기능입니
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
며 프로그램 잘못을 줄여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
니다.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유틸리티

■초기 설정

A/D 변환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초기값을 화면에

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이 필요한 주요 항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A/Ｄ 변환 허가/금지 설정

(2) 샘플링/평균 처리 지정

(3) 시간 평균ㆍ횟수 평균 지정

(4) 평균 시간ㆍ평균 횟수 설정

초기 설정 된 데이터는 PLC CPU의 파라미터에 등록되며,

PLC CPU가 RUN될 때 자동으로 A/Ｄ 변환 모듈에 쓰여집

니다.
*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모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
항은 각 모듈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초기 설정 화면 예

■자동 리프레시 설정

자동 리프레시 할 A/D 변환 모듈의 버퍼메모리를 설정합니

다. 자동 리프레시를 설정할 수 있는 주요 항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디지털 출력값

(2) 최대값/최소값

(3) 에러 코드

자동 리프레시가 설정된 A/D 변환 모듈 버퍼메모리의 저장

값은 PLC CPU의 END 명령 실행 시에 자동으로 지정된 디

바이스에 읽혀집니다.
*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모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

항은 각 모듈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자동 리프레시 설정 화면 예

■모니터/테스트

●모니터/테스트

A/Ｄ 변환 모듈의 버퍼메모리나 입출력 신호를 모니터/테스

트합니다.

모니터/테스트 화면 예

3.2 아날로그 모듈



●동작 조건 설정

운전 중에 A/D운전 상태를 변경합니다.

동작 조건 설정 화면 예

●오프셋ㆍ게인 설정

사용자가 임의의 값(아날로그 입력 범위=사용자 설정 범위)

으로 화면상에서 간단하게 오프셋ㆍ게인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오프셋ㆍ게인 설정 화면 예

●대피 데이터

대피 데이터(공장 오프셋ㆍ게인값, 사용자

범위 설정 오프셋ㆍ게인값)를 모니터하거나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출하 시 설정된

대피 데이터 화면 예

■FB 변환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초기 설정/자동 리프레시)

에서 FB를 자동 생성합니다.

GX Configurator-AD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CPU 모듈 및 MELSECNET/H 네트워크 시스템의 리모트

I/O국은 장착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용으로 GX

Configurator에서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설정 개수에 제

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모트 I/O국에 복수의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장착한 경우, 모든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파라미터 설정

개수의 합이 리모트 I/O국의 최대 파라미터 설정 개수를 초

과하지 않도록 GX Configurator에서 설정하십시오.

파라미터 설정 개수의 합은 초기 설정과 자동 리프레시 설정

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GX Configurator-AD에서 1모듈 마다 설정할 수 있는 파라

미터 설정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3.2.3 A/Ｄ 변환 모듈 설정ㆍ모니터 툴:
GX Configurator-AD

3.2 아날로그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장착 대상

최대 파라미터 설정 개수

초기 설정
자동 리프레시

설정

MELSECNET/H 리모트 I/O국

대상 모듈 초기 설정 자동 리프레시 설정

2 (고정) 13 (최대 설정 개수)

2 (고정)

4 (고정)

8 (고정)

25 (최대 설정 개수)

27 (최대 설정 개수)

15 (최대 설정 개수)



동작 환경

GX Configurator-AD를 사용하는 PC의 동작 환경에 대해 설명합니다.

*1：동일 언어의 GX Developer Version 4 이후에 GX Configurator-AD를 인스톨하십시오.
GX Developer(일본어판)와 GX Configurator-AD(영문판) 또는 GX Developer(영문판)와 GX Configurator-AD(일본어판)는 조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GX Configurator-AD는 GX Developer Version 3 이전의 제품에 애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FB 변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GX Developer Version8 이후가 필요합니다.

*3：PC-9800 시리즈(PC98-NX 제외)는 Windows Me, Windows 2000 Professional, Windows XP Professional 및 Windows XP
Home Edition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 ® ® ® ® ®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Windows XP의 새로운 기능®

MirosoftR Windows XP Professional Operating System, MirosoftR Windows XP home Edition Operating System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새로운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아래의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면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Windows 호환 모드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기동®

ㆍ사용자 간이 전환

ㆍ리모트 데스크톱

ㆍ큰 글꼴(화면 속성의 상세 설정)

3.2.3 A/Ｄ 변환 모듈 설정ㆍ모니터 툴:
GX Configurator-AD

3.2 아날로그 모듈

항 목 주변기기

인스톨(애드 인) 위치 *1 GX Developer Version 4 이후에 애드 인*2

컴퓨터 본체 PC-9800 시리즈 또는 Windows 가 동작하는 PC® ®*3

CPU
아래 표의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참조

필요 메모리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 용량

인스톨 시 65MB 이상

동작 시 20MB 이상

디스플레이 해상도 800×600도트 이상

기본 소프트웨어

기본 소프트웨어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CPU 필요 메모리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포인트



3.2.4 D/Ａ 변환 모듈:Q62DAN, Q64DAN, Q68DAVN, Q68DAIN,

Q62DA, Q64DA, Q68DAV, Q68DAI

개요

CPU 모듈에서 부여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외부 기기에 출력합니다. CPU 모듈이 처리한 데이

터를 아날로그 데이터로 변환하여 인버터 등, 아날로그 데이

터를 취급하는 기기에 보낼 수 있습니다.

특징

■용도에 따라 기종 선택

① Q62DAN, Q62DA…

2채널, 각 채널 마다 전압 출력 또는 전류 출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Q64DAN, Q64DA…

4채널, 각 채널 마다 전압 출력 또는 전류 출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Q68DAVN, Q68DAV…8채널 모두 전압 출력입니다.

④ Q68DAIN, Q68DAI…8채널 모두 전류 출력입니다.

■안전성, 내노이즈성 향상

(Q62DAN, Q64DAN, Q68DAVN, Q68DAIN

)

만 사

용 가능
외부 공급 전원과 아날로그 출력 채널 사이가 절연되어 있

어 안전성, 내노이즈성이 뛰어납니다.

■고속 변환 처리

80μs/채널의 변환 속도로 고속 처리를 합니다.

■고정밀도

±0.1%(사용 주위 온도 25±5℃)의 변환 정밀도로 높은 정

밀도가 발휘합니다.

■분해능 모드의 전환

용도에 따라 분해능 모드를 전환하여 1/4000, 1/12000,

1/16000의 분해능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력 범위의 전환

출력 범위 의 전환을 GX Developer에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1：출력 범위란, 오프셋ㆍ게인 설정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일반
적으로 디폴트값 그대로 사용하지만 사용자가 오프셋ㆍ게인
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기 출력 기능

PLC CPU에서 디지털값을 쓰고 나서 아날로그값이 출력될

때까지의 시간을 일정(120μs)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PLC

CPU의 고정 스캔 실행 타입 프로그램이나 콘스턴트 스캔

기능 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

*2：콘스턴트 스캔 기능이란, 시퀀스 프로그램을 일정한 시간 간
격으로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아날로그 출력 유지/CLEAR 기능

CPU 모듈이 STOP 상태이거나 정지 에러가 발생하였을 때,

아날로그 출력값을 유지할 것인지, 클리어할 것인지를 설정

하는 기능입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또한, 전용 명령(G.OGLOAD, G.OGSTOR)을 사용하여 버퍼

메모리에 쓰거나 Y 신호를 ON하면, 「온라인 모듈 교환한

D/A 변환 모듈에 대한 오프셋ㆍ게인 설정의 계승」, 「다른

슬롯에 장착되어 있는 다른 D/A 변환 모듈에 대한 오프셋ㆍ

게인 설정값의 전송」이 가능해집니다.(다만 동일한 기종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도 모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오프셋ㆍ게인 설정

GX Configurator-DA, 전용 명령(G.OFFGAN)을 사용하거나

모드 이행을 설정하면, 간단하게 오프셋ㆍ게인 설정 모드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패키지에 의한 간편한 설정

별도로 판매하는 유틸리티 패키지(GX Configurator-D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틸리티 패키지를 사용하면 화면상에서 인텔리전트 기능 모

듈 파라미터(초기 설정/자동 리프레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에서 FB 을 자동 생*3

성하여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패키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

*3：FB는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래더 블록을
부품화(FB)하여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유용하기 위한 기능입
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으며 프로그램 잘못을 줄여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습니다.

니
있
있

FB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GX Developer Version8 오퍼레이
팅 매뉴얼(펑션 블록편)」을 참조하십시오.

외관

(1) Q62DAN

단위：mm

(2) Q62DA

단위：mm

3.2 아날로그 모듈



(3) Q64DAN

단위：mm

(4) Q64DA

단위：mm

(5) Q68DAVN

단위：mm

(6) Q68DAV

(7) Q68DAIN

(8) Q68DAI

M3 나사
(부속품) M3 나사

(부속품)

FG 단자용
L형 부품
(부속품)

단위：mm

단위：mm

단위：mm

FG 단자용 L형 부품

FG 단자 나사(M3 나사)

M3 나사
(부속품) M3 나사

(부속품)

FG 단자용
L형 부품
(부속품)

FG 단자용 L형 부품

FG 단자 나사(M3 나사)

3.2.4 D/Ａ 변환 모듈:Q62DAN, Q64DAN, Q68DAVN, Q68DAIN,

Q62DA, Q64DA, Q68DAV, Q68DAI

3.2 아날로그 모듈



기능

항목 내용

D/Ａ 변환 허가

/금지 기능

(1) 채널 마다 D/Ａ 변환의 허가/금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D/Ａ 변환 금지로 설정하

여 변환 속도를 수 있습니다.빠르게 할

D/A 출력 허가

/금지 기능

(1) 채널 마다 D/Ａ 변환값을 출력할 것인지, 오프

셋값을 출력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출력 허가/금지에 관계없이 변환 속도는 일정합

니다.

동기 출력 기능
PLC CPU에 동기된 아날로그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

다.

아날로그 출력

유지/CLEAR

기능

PLC CPU가 STOP 상태 또는 에러가 발생하였을 때,

출력되고 있는 아날로그값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PLC CPU

STOP 시의

아날로그 출력

테스트

PLC CPU STOP 시에 CH.□ 출력 허가/금지 플래그

를 강제적으로 ON하면, D/Ａ 변환된 아날로그값이

출력됩니다.

분해능 모드

(1) 용도에 따라 분해능 모드를 전환하여 1/4000, 1

/12000, 1/16000의 분해능 중에 선택할 수 있

습니다.

(2) 분해능 모드의 설정 내용은 모든 채널에 일괄적

으로 적용됩니다.

(3) 일반 분해능 모드, 고분해능 모드의 디지털 입

력값, 최대 분해능에 대해서는 성능 사양을 참

조하십시오.

온라인 모듈

교환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도 모듈을 교환할 수 있습니

다.

3.2.4 D/Ａ 변환 모듈:Q62DAN, Q64DAN, Q68DAVN, Q68DAIN,

Q62DA, Q64DA, Q68DAV, Q68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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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사양

(일반 분해능 모드：－4096~4095, 고분해능 모드：－12288~12287, －16384~16383)

아날로그 출력

전압 DC－10~10V(외부 부하 저항값 1kΩ~1MΩ)

전류 DC0~20mA(외부 부하 저항값 0Ω~600Ω)
DC0~20mA(외부 부하 저항

값 0Ω~600Ω)

입출력 특성

최대 분해능

아날로그 출력 범위
일반 분해능 모드 고분해능 모드

디지털 입력값 최대 분해능 디지털 입력값 최대 분해능

전압

사용자 범위 설정

전류

사용자 범위 설정

정밀도(아날로그

출력값의 최대값에

대한 정밀도)

주위 온도

25±5℃
±0.1% 이내(전압：±10mV, 전류：±20μA)

주위 온도

0 55℃～ ±0.3% 이내(전압：±30mV, 전류：±60μA)

변환 속도 80μs/채널

절대 최대 출력
전압

전류

출력 합선 보호 있음

절연 방식

입출력 단자와 PLC 전원 간：포토커플러 절연

아날로그 출력 점수 2점(2채널) 4점(4채널) 8점(8채널)

디지털 입력
16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

출력 채널 간：비절연

외부 공급 전원과 아날로그 출력 간：트랜스 절연

절연 내압

입출력 단자와 PLC 전원 간：AC500V 1분간 외부 공급 전원과 아날로그 출력 간：AC500V 1분간절연 저항

입출력 단자와 PLC 전원 간：DC500V 20MΩ 이상 외부 공급 전원과 아날로그 출력 간：DC500V 200MΩ 이상

보호 등급 IP2X

E PROM2 쓰기 횟수 최대 10만회

접속 단자 18점 단자대

적합 전선 크기 0.3~0.75mm2

적합 압착 단자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FG 단자 ：R1.25-3, 1.25-YS3, RAV1.25-3,

V1.25-YS3A

FG 단자 이외：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1

멀티 CPU 시스템 대응*2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16점)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부 공급 전원

리플, 스파이크 500mVp-p 이하

돌입전류:2.5A

외형 치수

중량

항 목

형 명

돌입전류:2.5A 돌입전류:2.5A 돌입전류:2.5A

250㎲ 이하 26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3.2.4 D/Ａ 변환 모듈:Q62DAN, Q64DAN, Q68DAVN, Q68DAIN,

Q62DA, Q64DA, Q68DAV, Q68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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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사양

*1：기능 버전 C 이후의 제품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2：기능 버전 B 이후의 제품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3：외부 공급 전원의 전압이 DC22.85V 미만일 때, 아날로그 출력 전류 및 외부 부하 저항값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아날로그 출력 점수 2점(2채널) 4점(4채널) 8점(8채널)

디지털 입력
16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

(일반 분해능 모드：－4096~4095, 고분해능 모드：－12288~12287, －16384~16383)

아날로그 출력

전압 DC－10~10V(외부 부하 저항값 1kΩ~1MΩ)

전류 DC0~20mA(외부 부하 저항값 3 참조)*
DC0~20mA(외부 부하

저항값 참조)*3

입출력 특성

최대 분해능

아날로그 출력 범위
일반 분해능 모드 고분해능 모드

디지털 입력값 최대 분해능 디지털 입력값 최대 분해능

전압

사용자 범위 설정

전류

사용자 범위 설정

정밀도(아날로그

출력값의 최대값

에 대한 정밀도)

주위 온도
±0.1% 이내(전압：±10mV, 전류：±20μA)

주위 온도

0~55℃
±0.3% 이내(전압：±30mV, 전류：±60μA)

변환 속도 80μs/채널

절대 최대 출력
전압

전류

출력 합선 보호

절연 방식

입출력 단자와 PLC 전원 간：포토커플러 절연

출력 채널 간：비절연

외부 공급 전원과 아날로그 출력 간：비절연

절연 내압 입출력 단자와 PLC 전원 간：AC500V 1분간

절연 저항 입출력 단자와 PLC 전원 간：DC500V 20MΩ 이상

보호 등급 IP2X

E PROM 쓰기 횟수2 최대 10만회

접속 단자 18점 단자대

적합 전선 크기 0.3~0.75mm2

적합 압착 단자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FG 단자 ：R1.25-3, 1.25-YS3, RAV1.25-3,

V1.25-YS3A

FG 단자 이외：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2

멀티 CPU 시스템 대응*3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16점)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부 공급 전원

리플, 스파이크 500mVp-p 이하

돌입전류:1.9A,

외형 치수

중량

있음

항 목

형 명

외부 공급 전원

(mA)

외부 부하 저항값(Ω)

25 5± ℃

±12V

21mA 21mA

0.33A

DC24V +20%, -15%

300μs 이하

돌입전류:3.1A,

0.34A

300μs 이하

0.12A 0.18A

돌입전류:3.3A,

0.39A

70μs 이하

0.19A

돌입전류:3.1A,

0.38A

75μs 이하

0.28A

98(H)X27.4(W)X90(D)[mm]

0.19Kg 0.18Kg

3.2.4 D/Ａ 변환 모듈:Q62DAN, Q64DAN, Q68DAVN, Q68DAIN,

Q62DA, Q64DA, Q68DAV, Q68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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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력 변환 특성

입출력 변환 특성이란, PLC CPU에서 쓴 디지털값을 아날로

그 출력값(전압 또는 전류 출력)으로 변환하기 위한 것으로,

오프셋값과 게인값을 직선으로 연결한 기울기를 말합니다.

오프셋값이란

PLC CPU에 설정되어 있는 디지털 입력값이 0일 때의 아날

로그 출력값(전압 또는 전류)입니다.

게인값이란

PLC CPU에 설정되어 있는 디지털 입력값이

4000 (일반 분해능 모드 시)

12000(고분해능 모드로 1~5V, 0~5V, 4~20mA, 0~20mA,

사용자 범위 설정 선택 시)

16000(고분해능 모드로-10~10V 선택 시)

일 때의 아날로그 출력값(전압 또는 전류)입니다.

●전압 출력 특성

(1) 일반 분해능 모드의 전압 출력 특성

(2) 고분해능 모드의 전압 출력 특성

1. 각 출력의 디지털 입력 범위 및 아날로그 출력 범위 내에서 사

용하십시오.
이 범위를 초과하면 최대 분해능, 정밀도가 성능 사양과 달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전압 출력 특성의 점선 부분은 사용하

지 마십시오.)

2. 사용자 범위 설정의 오프셋값, 게인값은 다음의 조건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하십시오.을

1.항의

(a) 설정 범위는 － 10 ~ 10V 입니다.

(b)｛(게인값)－(오프셋값)｝＞ A

<A의 값>

(V)

디지털 입력값

(V)

디지털 입력값

출력 범위 설정 오프셋값 게인값 디지털 입력값
최대

분해능

사용자 범위

설정

사용자 범위

설정

일반 분해능 모드 고분해능 모드

출력 범위 설정 오프셋값 게인값 디지털 입력값
최대

분해능

포인트

3.2.4 D/Ａ 변환 모듈:Q62DAN, Q64DAN, Q68DAVN, Q68D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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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출력 특성

(1) 일반 분해능 모드의 전류 출력 특성

(2) 고분해능 모드의 전류 출력 특성

1. 각 출력의 디지털 입력 범위 및 아날로그 출력 범위 내에서 사

용하십시오.

이 범위를 초과하면 최대 분해능, 정밀도가 성능 사양과 달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전류 출력 특성의 점선 부분은 사용하

지 마십시오.)
2. 항의 사용자 범위 설정의 오프셋값, 게인값은 다음의 조건

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하십시오.

1.

(a) 설정 범위는 0 ~ 20mA 입니다.

(b)｛(게인값)－(오프셋값)｝＞ A

<A의 값>

■변환 속도

변환 속도는 80μs×변환 허가 채널수가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버퍼메모리 어드레스 0(Un\G0)을

이용하여 D/Ａ 변환 금지로 설정하면, 변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외부 배선

(1) Q62DAN, Q62DA, Q64DAN, Q64DA의 경우

(a) 전압 출력의 경우

*1 전선은 2심 트위스트 실드선을 사용하십시오.
*2 노이즈 또는 리플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 배선에는 단자 V＋와 COM 간에 0.1~

0.47μF25V 정밀도의 콘덴서를 접속하십시오.

(b) 전류 출력의 경우

*1 전선은 2심 트위스트 실드선을 사용하십시오.
*2 노이즈 또는 리플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 배선에는 단자 I＋와 COM 간에 0.1~

0.47μF25V 정밀도의 콘덴서를 접속하십시오.

디지털 입력값

(mA)

디지털 입력값

(mA)

사용자 범위

설정

사용자 범위

설정

일반 분해능 모드 고분해능 모드

출력 범위 설정 오프셋값 게인값 디지털 입력값
최대

분해능

출력 범위 설정 오프셋값 게인값 디지털 입력값
최대

분해능

모터 구동
모듈 등

D/Ａ 변환

DC/DC
컨버터 필터

모터 구동
모듈 등

D/Ａ 변환

DC/DC
컨버터 필터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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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68DAVN, Q68DAV의 경우

*1 전선은 2심 트위스트 실드선을 사용하십시오.
*2 노이즈 또는 리플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 배선에는 단자 I＋와 COM 간에 0.1~0.47μ

F25V 정밀도의 콘덴서를 접속하십시오.

(3) Q68DAIN, Q68DAI의 경우

*1 전선은 2심 트위스트 실드선을 사용하십시오.
*2 노이즈 또는 리플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 배선에는 단자 V＋와 COM 간에 0.1~

0.47μF25V 정밀도의 콘덴서를 접속하십시오.

시스템 구성

＜Q62DAN, Q62DA, Q64DAN, Q64DA, Q68DAVN,

Q68DAV, Q68DAIN, Q68DAI 동봉품＞

＜별도 준비품＞

다음의 매뉴얼은 별도로 준비하십시오.

■적용 시스템

＜적용 모듈과 장착 가능 장수＞

D/A 변환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CPU 모듈 및 네트워크 모

듈(리모트 I/O국용)과 장착 가능 장수를 나타냅니다.

*1：사용하는 CPU 모듈의 사용자 매뉴얼(기능 해설ㆍ프로그램 기

초편)을 참조하십시오.
*2：Q 대응 MELSECNET/H 네트워크 시스템 레퍼런스 매뉴얼(리

모트 I/O 네트워크편)을 참조하십시오.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D/A 변환 모듈을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D/Ａ 변환 모듈을 사용할 때는 GX Developer가 필요합니다.

*1：D/Ａ 변환 모듈의 기능과 GX Configurator-DA의 소프트웨어
버전의 조합에 대해서는 D/Ａ 변환 모듈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Q68DAVN, Q68DAIN, Q68DAV, Q68DAI 사용 시는
SWOD5C-GDAV 60G 이후의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2：Q62DAN, Q64DAN, Q68DAVN, Q68DAIN의 형명은 GX
Configurator-DA Version 2.03D 이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이전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하는 경우, “N"이 없는 형명
을 선택하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터 구동
모듈 등

D/Ａ 변환

DC/DC
컨버터 필터

모터 구동
모듈 등

D/Ａ 변환

DC/DC
컨버터

필터

단자 번호

신호 명칭

빈 단자

품명 내용

매뉴얼

Q62DAN, Q62DA, Q64DAN, Q64DA, Q68DAVN,

Q68DAV, Q68DAIN, Q68DAI형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모듈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품명 내용

매뉴얼

Q62DAN, Q62DA, Q64DAN, Q64DA, Q68DAVN,

Q68DAV, Q68DAIN, Q68DAI형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모듈 사용자 매뉴얼(상세편)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고

CPU 모듈

최대 16장

Q 모드에서만

장착 가능*1

네트워크 모듈
MELSECNET/H

리모트 I/O국*2

*1

*1
최대 2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소프트웨어 버전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하는 경우

싱글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Version 8 이후

Version 4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7.10L

이후

Version 1 이후

Version 1. 10L 이후

(SW0D5C-QDAU 60G

이전 버전은 사용 불가능

SW0D5C-QDAU 00A

이후

SW0D5C-QDAU 20C

이후

Version 1.13P 이후

(SW0D5C-QDAU 60G

이전 버전은 사용 불가능

SW0D5C-QDAU 30D

이후

3.2.4 D/Ａ 변환 모듈:Q62DAN, Q64DAN, Q68DAVN, Q68DAIN,

Q62DA, Q64DA, Q68DAV, Q68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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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아날로그 모듈
3.2.5 채널 간 절연 D/Ａ 변환 모듈:
Q62DA-FG

개요

채널 간 절연, 고정밀도, 출력 모니터 기능, 경보 출력 기능,

단선 검출 기능, 온라인 모듈 교환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D/Ａ 변환 모듈입니다.

프로세스 CPU와 조합해서 사용하면 프로세스 제어에 대응

할 수 있습니다.

특징

■채널 간 절연

채널 간 및 외부 공급 전원-채널 사이가 절연되어 있습니다.

■고정밀도

기준 정밀도 는 ±0.1%, 온도 계수 ±80ppm/℃로 정밀

도가 높습니다.

* *1 2

*1：오프셋ㆍ게인 설정 시의 주위 온도에 대한 정밀도
*2：온도 변화 1℃당 정밀도

예) 주위 온도가 25℃에서 30℃로 변화한 경우의 정밀도
0.1%(기준 정밀도)＋0.008%(온도 계수)×5℃

(온도 차이)=0.14%

■출력 범위의 전환

출력 범위 의 전환을 GX Developer에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3

*3：출력 범위란, 오프셋ㆍ게인 설정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일반

적으로 디폴트값 그대로 사용하지만 사용자가 오프셋ㆍ게인
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날로그 출력 유지/CLEAR 기능

CPU 모듈이 STOP 또는 정지 에러 상태일 때, 아날로그 출

력값을 유지할 것인지, 클리어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기능입

니다.

■출력 모니터 기능

D/A 변환하여 출력하고 있는 아날로그 출력값을 Q62DA-

FG 내부에서 디지털값으로 다시 변환하여 출력 모니터값으

로 버퍼메모리에 저장합니다.

■경보 출력 기능

디지털 입력값이 설정 범위를 초과하면 경보를 출력합니다.

■레이트 제어 기능

1변환 주기당 아날로그 출력값의 증감을 제한할 수 있습니

다.

■단선 검출 기능

아날로그 출력 범위가 4 ~ 20mA 이거나 사용자 범위 설정1

을 사용하는 경우, 출력 모니터값을 감시하여 단선을 검출합

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도 모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전용 명령(G.OGLOAD, G.OGSTOR)을 사용하여 버퍼메모

리에 쓰거나 Y 신호를 ON하면, 「온라인 모듈 교환을 실행

하여 교환한 Q62DA-FG에 대한 오프셋ㆍ게인 설정값의 계

승」, 「다른 슬롯에 장착되어 있는 다른 Q62DA-FG에 대

한 오프셋ㆍ게인 설정값의 전송」이 가능해집니다.(다만 동

일한 기종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오프셋ᆞ게인 설정

모드 이행을 설정하면, 간단하게 오프셋ㆍ게인 설정 모드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GX Configurator-DA, 전용 명령(G.OFFGAN)을 사용하거나

■유틸리티 패키지에 의한 간편한 설정

별도로 판매하는 유틸리티 패키지(GX Configurator-D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틸리티 패키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

틸리티 패키지를 사용하면 화면상에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초기 설정/자동 리프레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설

정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에서 FB 를 자동 생

성하여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

*4：FB는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래더 블록을
부품화(FB)하여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유용하기 위한 기능입니
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
으며 프로그램 잘못을 줄여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
습니다.

외관

단위：mm

기능

항목 내용

D/Ａ 변환 허가

/금지 기능

(1) 채널 마다 D/Ａ 변환의 허가/금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변환 속도는 변환 허가 채널수에 관계없이 10ms

입니다.

D/A 출력 허가

/금지 기능

(1) 채널 마다 D/Ａ 변환값을 출력할 것인지, 오프셋

값을 출력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출력 허가/금지에 관계없이 변환 속도는 10ms로

일정합니다.

아날로그 출력

유지/CLEAR

기능

PLC CPU가 STOP 상태가 에러가 발생하였 을

때, 출력되고 있는 아날로그값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되거나

PLC CPU

STOP 시의

아날로그 출력

테스트

PLC CPU STOP 시에 CH□ 출력 허가/금지 플래그를

강제적으로 ON하면, D/Ａ 변환된 아날로그값이 출력

됩니다.

출력 모니터

기능

D/Ａ 변환으로 출력하고 있는 아날로그 출력값을

Q62DA-FG 내부에서 디지털값으로 다시 변환하여

출력 모니터값으로 버퍼메모리에 저장합니다.

경보 출력 기능
디지털 입력값이 설정 범위를 초과하면 경보를 출력

합니다.

레이트 제어

기능

1변환 주기당 아날로그 출력값의 증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선 검출 기능

출력 범위가 4~20mA 이거나 사용자 범위 설정1을

사용하는 경우, 출력 모니터값을 감시하여 단선을 검

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도 모듈을 교환 할 수 있습니

다.



성능 사양

*1：오프셋ㆍ게인 설정 시의 주위 온도에 대한 정밀도
사양상의 정밀도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30분 동안의 워밍업(전원 공급)이 필요합니다.

*2：온도 변화 1℃당 정밀도

예) 25℃에서 30℃로 변화한 경우의 정밀도
0.1%(기준 정밀도)＋0.008%(온도 계수)×5℃(온도 차이)=0.14%

*3：출력 전류가 20mA 이상일 때, 외부 부하 저항값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외부 부하 저항값

3.2 아날로그 모듈
3.2.5 채널 간 절연 D/Ａ 변환 모듈:
Q62DA-FG

아날로그 출력 점수 2점(2채널)

디지털 입력 16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12288~12287, －16384~16383)

아날로그 출력

전압 DC-12 ~ 12V(외부 부하 저항값1kΩ~1MΩ)

전류
DC0~20mA(외부 부하 저항값0Ω~600Ω)

DC0~22mA(외부 부하 저항값 3 참조)*

입출력 특성

최대 분해능

아날로그 출력 범위 디지털 입력값 최대 분해능

전압

사용자 범위 설정2

사용자 범위 설정3

전류

사용자 범위 설정1

정밀도(아날

로그 출력값의

최대값에 대한

)정밀도

기준 정밀도 *1 ±0.1% 이내(전압：±10mV, 전류：±20μA)

온도 계수 *2 ±80ppm/(0.008%)

변환 속도 10ms/2채널

절대 최대 출력
전압

전류

출력 모니터

분해능

기준 정밀도 *1

온도 계수 *2

출력 합선 보호 있음

절연

절연 위치 절연 방식 절연 내압 절연 저항

입출력 단자와 PLC 전원

간
포토커플러 절연

AC1780Vrms/3사이클(표고

2000m)

DC500V 10MΩ

이상
아날로그 출력 채널 간 트랜스 절연

외부 공급 전원과 아날로그

출력 채널 간
트랜스 절연

보호 등급 IP2X

E PROM 쓰기 횟수2 최대 10만회

접속 단자 18점 단자대

적합 전선 크기 0.3~0.75mm2

적합 압착 단자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부 공급 전원
리플, 스파이크 500mVp-p 이하

돌입 전류：5.2A, 300μs 이하

외형 치수

중량

항 목

형 명



■입출력 변환 특성

입출력 변환 특성이란, PLC CPU에서 쓴 디지털값을 아날로

그 출력값(전압 또는 전류 출력)으로 변환하기 위한 것으로,

오프셋값과 게인값을 직선으로 연결한 기울기를 말합니다.

오프셋값이란

PLC CPU에 설정되어 있는 디지털 입력값이 0일 때의 아날

로그 출력값(전압 또는 전류)입니다.

게인값이란

PLC CPU에 설정되어 있는 디지털 입력값이

12000(1~5V, 0~5V, 4~20mA, 0~20mA, 사용자 범위 설

정1~3 선택 시)

16000(－10~10V 선택 시)

일 때의 아날로그 출력값(전압 또는 전류)입니다.

●전압 출력 특성

1. 각 출력의 디지털 입력 범위 및 아날로그 출력 범위 내에서 사

용하십시오. 이 범위를 초과하면 최대 분해능, 정밀도가 성능

사양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압 출력 특성의 점선 부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2. 사용자 범위 설정2의 오프셋값, 게인값은 다음의 조건

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하십시오.

1.항의

(a) 설정 범위는 －12 ~ 12V 입니다.

(b) ｛(게인값)－(오프셋값)｝＞ 4.5V

3. 사용자 범위 설정3의 오프셋값, 게인값은 다음의 조건

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하십시오.

2.항의

(a) 설정 범위는 － 0.5 ~ 6V 입니다.

(b) ｛(게인값)－(오프셋값)｝＞ 3V

●전류 출력 특성

1. 각 출력의 디지털 입력 범위 및 아날로그 출력 범위 내에서 사

용하십시오. 이 범위를 초과하면 최대 분해능, 정밀도가 성능

사양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류 출력 특성의 점선 부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2. 항의 사용자 범위 설정1의 오프셋값, 게인값은 다음의 조건

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하십시오.

1.

(a) 설정 범위는 0 ~ 22mA 입니다.

(b) ｛(게인값)－(오프셋값)｝＞ 10mA

3.2 아날로그 모듈
3.2.5 채널 간 절연 D/Ａ 변환 모듈:
Q62DA-FG

디지털 입력값

(V) (mA)

디지털 입력값

사용자 범위

설정2

사용자 범위

설정3

사용자 범위

설정1

출력 범위 설정 오프셋값 게인값 디지털 입력값
최대

분해능

출력 범위 설정 오프셋값 게인값 디지털 입력값
최대

분해능

포인트

포인트



외부 배선

●전압 출력의 경우

*1 전선은 2심 트위스트 실드선을 사용하십시오.

●전류 출력의 경우

*1 전선은 2심 트위스트 실드선을 사용하십시오.

시스템 구성

＜Q62DA-FG 동봉품＞

＜별도 준비품＞

다음의 매뉴얼은 별도로 준비하십시오.

＜적용 모듈과 장착 가능 장수＞

Q62DA-FG를 장착할 수 있는 CPU 모듈 및 네트워크 모듈

(리모트 I/O국용)와 장착 가능 장수를 나타냅니다.

*1：본 매뉴얼 1장의 각 CPU 시스템에서 시스템 구성에 관한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

*2：2.5.2항의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구성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Q62DA-FG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다

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Q62DA-FG를 사용할 때는 GX Developer가 필요합니다.

3.2 아날로그 모듈
3.2.5 채널 간 절연 D/Ａ 변환 모듈:
Q62DA-FG

컨트롤
밸브 등

D/Ａ 변환

A/Ｄ 변환 증폭기

DC/DC
컨버터 필터

컨트롤
밸브 등

D/Ａ 변환

A/Ｄ 변환 증폭기

DC/DC
컨버터 필터

단자 번호 신호 명칭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적용 시스템

매뉴얼
Q62DA-FG형 채널 간 절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품명 내용

매뉴얼
채널 간 절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모듈 사용자

매뉴얼(상세편)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고

CPU 모듈 Q 모드에서만

장착 가능*1

네트워크

모듈

MELSECNET/H

리모트 I/O국*2

소프트웨어 버전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하는 경우

품명 내용

최대 16장

최대 2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1

*1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Version 8 이후

Version 4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7.10L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1.14Q 이후



3.2.6 D/Ａ 변환 모듈 설정ᆞ모니터 툴:
GX Configurator-DA

개요

GX Configurator-DA는 D/Ａ 변환 모듈 Q62DA, Q64DA,

Q68DAV, Q68DAI, Q62DA-FG를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초기 설정이나 D/A 변환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CPU 디바이

스 메모리에서 D/A 변환 모듈에 쓰기 위해 필요한 설정 등

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유틸리티 패키지로서 GX

Developer에 애드 인하여 사용합니다.

GX Configurator-DA를 사용하면 화면에서 인텔리전트 기

능 모듈 파라미터(초기 설정/자동 리프레시)를 설정할 수 있

으 *며, 설정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에서 FB 를

자동 생성하여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FB는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래더 블록을 부
품화(FB)하여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유용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잘못을 줄여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
다.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유틸리티

■초기 설정

D/A 변환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초기값을 화면에

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이 필요한 주요 항목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Ａ 변환 허가/금지 설정

(2) 단선 검출 설정(Q62DA-FG만)

(3) 경보 출력 설정(Q62DA-FG만)

초기 설정 된 데이터는 PLC CPU의 파라미터에 등록되며,

PLC CPU가 RUN될 때 자동으로 D/Ａ 변환 모듈에 쓰여집

니다.
*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모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
항은 각 모듈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초기 설정 화면 예

■자동 리프레시 설정

자동 리프레시할 D/A 변환 모듈의 버퍼메모리를 설정합니

다. 자동 리프레시를 설정할 수 있는 주요 항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디지털값

(2) 설정값 체크 코드

(3) 에러 코드

자동 리프레시가 설정된 D/A 변환 모듈 버퍼메모리의 저장

값은 PLC CPU의 END 명령 실행 시에 자동으로 지정된 디

바이스에 읽기ㆍ쓰기됩니다.
*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모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
항은 각 모듈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자동 리프레시 설정 화면 예

■모니터/테스트

●모니터/테스트

D/Ａ 변환 모듈의 버퍼메모리나 입출력 신호를 모니터/테스

트합니다.

모니터/테스트 화면 예

3.2 아날로그 모듈



●동작 조건 설정

운전 중에 D/Ａ 변환 허가/금지 설정 내용을 변경합니다.

동작 조건 설정 화면 예

●오프셋ᆞ게인 설정

사용자가 임의의 값(아날로그 출력 범위가 사용자 설정 범위)

으로 간단하게 화면상에서 오프셋ㆍ게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

다.

오프셋ㆍ게인 설정 화면 예

●대피 데이터

대피 데이터(대피 데이터 종류 설정, 공장 출하 설정 오프셋

ㆍ게인값, 사용자 범위 설정 오프셋ㆍ게인값)를 모니터하거

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피 데이터 화면 예

■FB 변환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파라미터(초기 설정/자동 리프레시)

에서 FB를 자동 생성합니다.

GX Configurator-DA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설정 개수

CPU 모듈 및 MELSECNET/H 네트워크 시스템의 리모트

I/O국은 GX Configurator에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용으로

서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설정 개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모트 I/O국에 복수의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장착한 경우, 모든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파라미터 설정

개수의 합이 리모트 I/O국의 최대 파라미터 설정 개수를 초

과하지 않도록 GX Configurator에서 설정하십시오.

파라미터 설정 개수의 합은 초기 설정과 자동 리프레시 설정

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GX Configurator-DA에서 1모듈 마다 설정할 수 있는 파라

미터 설정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3.2.6 D/Ａ 변환 모듈 설정ᆞ모니터 툴:
GX Configurator-DA

3.2 아날로그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장착 대상

최대 파라미터 설정 개수

초기 설정
자동 리프레시

설정

MELSECNET/H 리모트 I/O국

대상 모듈 초기 설정 자동 리프레시 설정

1 (개수) 5 (최대 설정 개수)

1 (개수)

1 (개수)

4 (개수)

9 (최대 설정 개수)

17 (최대 설정 개수)

9 (최대 설정 개수)



동작 환경

GX Configurator-DA를 사용하는 PC의 동작 환경에 대해 설명합니다.

*1：동일 언어의 GX Developer Version 4 이후에 GX Configurator-DA를 인스톨하십시오.
GX Developer(일본어판)와 GX Configurator-DA(영문판) 또는 GX Developer(영문판)와 GX Configurator-DA(일본어판)는 조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GX Configurator-DA는 GX Developer Version 3 이전의 제품에 애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FB 변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GX Developer Version8 이후가 필요합니다.

*3：PC-9800 시리즈(PC98-NX 제외)는 Windows Me, Windows 2000 Professional, Windows XP Professional 및 Windows XP

Home Edition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 ® ® ® ® ®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Windows XP의 새로운 기능®

MirosoftR Windows XP Professional Operating System, Mirosoft Windows XP home Edition Operating System을 사용하시는 경
우, 다음의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아래의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면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Windows 호환 모드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기동®

ㆍ사용자 간이 전환

ㆍ리모트 데스크톱

ㆍ큰 글꼴(화면 속성의 상세 설정)

3.2.6 D/Ａ 변환 모듈 설정ᆞ모니터 툴:
GX Configurator-DA

3.2 아날로그 모듈

항 목 주변기기

인스톨(애드 인) 위치 *1 GX Developer Version 4 이후에 애드 인*2

컴퓨터 본체 PC-9800 시리즈 또는 Windows 가 동작하는 PC® ®*3

CPU
아래 표의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참조

필요 메모리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 용량

인스톨 시

동작 시

디스플레이 해상도 800×600도트 이상

기본 소프트웨어

기본 소프트웨어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CPU 필요 메모리

이상

포인트

65MB 이상

20MB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3.3 온도 입력 모듈
3.3.1 열전대 입력 모듈, 채널 간 절연 열전대/미세 전압 입력 모듈:
Q64TD, Q64TDV-GH

개요

Q64TD는 PLC의 외부로부터의 열전대 입력값을 16비트 부

호 부착 바이너리 데이터의 온도 측정값 및 16비트 부호 부

착 바이너리 데이터의 스케일링값(비율)으로 변환하는 모듈

입니다.

Q64TDV-GH는 Q64TD의 온도 측정 기능에 미세 전압 신호

를 16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을

추가한 모듈입니다.

특징

■채널 간 절연

Q64TD, Q64TDV-GH 모두 채널 사이가 절연되어 있습니다.

■1개의 모듈에서 4채널의 온도 측정

1개의 Q64TD 모듈에서 4채널의 온도를 측정 할 수 있습니

다.

또한, 검출한 온도 측정값을 스케일링값(비율(%))으로 변환

할 수도 있습니다.

■1개의 모듈에서 4채널의 미세 전압 변환

(Q64TDV-GH만)

Q64TDV-GH 1개의 모듈에서 4채널을 미세 변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출한 미세 전압 변환값을 스케일링값(비율(%))으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전압으로

■변환 허가ᆞ금지 설정

채널 마다 변환 허가ㆍ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변환 금지로 설정하여 샘플링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채널의 단선 상태를 불필요하게 검출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금지를 설정할 수 있으며,

■JIS 규격에 준하는 열전대 사용

JIS 규격에 준하는 8종류의 열전대(K, E, J, T, B, R, S, N)

를 사용할 수 GX Developer에 의해 채널별로 열전

대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있으며,

■단선 검출

채널 마다 열전대, 보상 도선 또는 미세 전압 입력의 단선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샘플링 처리/시간 평균 처리/횟수 평균 처리 선

가능

택

변환 처리 방법으로 샘플링 처리, 시간 평균 처리, 횟수 평균

리를 각 채널 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처

■측온저항체 Pt100에 의한 냉접점 보상

측온저항체 Pt100이 접속되어 있으므로 자동으로 냉접점 보

상을 합니다.

■Pt100 냉접점 보상 허가/금지 설정

측온저항체 Pt100에 의한 냉접점 보상을 금지하면, 모듈 외

부에서 냉접점 보상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측온저항체 Pt100의 냉접점 보상 정밀도인 ±1℃의 오차를

무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 고정밀도의 Ice bath를 이

용하면 냉접점 보상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프셋/게인값 설정에 의한 오차 보정 가능

채널 마다 오프셋/게인값을 설정하여 오차를 보정할 수

사용자 설정값과 디폴트값 중에 선

택할 수 있습니다.

있

으며, 오프셋/게인값을

■경보 출력

설정된 측정 범위를 벗어나는 온도를 검출하면, 각 채널 마

다 경보를 출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도 모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전용 명령(G.OGLOAD, G.OGSTOR)을 사용하여 버퍼메모리

에 쓰거나 Y 신호를 ON하면, 「온라인 모듈 교환한 Q64TD/

Q64TDV-GH에 대한 오프셋ㆍ게인 설정값의 계승」, 「다른

슬롯에 장착되어 있는 다른 Q64TD/Q64TDV-GH에 대한 오프

셋ㆍ게인 설정값의 전송」이 가능해집니다.(다만 동일한 기종

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유틸리티 패키지에 의한 간편한 설정

별도로 판매하는 유틸리티 패키지(GX Configurator-TI)가 준

비되어 있습니다.

유틸리티 패키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

틸리티 패키지를 사용하면 초기 설정이나 자동 리프레시 설정

을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시퀀스 프로그램을 줄일 수

있으며 설정 상태나 동작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관

(1) Q64TD

(2) Q64TDV-GH

단위：mm



기능

*1：제품 정보 상위 5자리가 “07072" 이후인 제품에서 대응합니다.

3.3 온도 입력 모듈
3.3.1 열전대 입력 모듈, 채널 간 절연 열전대/미세 전압 입력 모듈:
Q64TD, Q64TDV-GH

항목 내용

온도 변환 기능
열전대를 접속하여 온도 데이터를 수신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온도 데이터는 16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

(-2700~18200)로 버퍼메모리에 저장됩니다.

미세 전압 변환 기능

(Q64TDV-GH만)

－100mV~＋100mV의 미세 전압을 변환하여 16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25000~25000)로 버퍼메모리에 저

장합니다.

변환 허가/금지 기능

채널별로 온도/미세 전압 변환의 허가/금지를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온도/미세 전압 변환의 허가/금지를 설정하

면, 필요하지 않은 채널의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채널의 단선 상태를 불필요하게 검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선 검출 기능 채널 마다 접속된 열전대/미세 전압 신호선의 단선을 검출하는 기능입니다.

입력 타입 선택 기능 채널 마다 입력 타입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경보 출력 기능 사용자가 임의로 온도/미세 전압 입력 가능 범위를 초과하였을 때 경보를 출력하는 기능입니다.설정한

온도 변환 방식(Q64TD)

(1) 샘플링 처리

채널 마다 온도 입력값을 차례로 변환하여, 그때마다 디지털 출력값을 출력합니다.

(2) 평균 처리

채널 마다 온도 변환을 횟수 또는 시간으로 평균 처리하여 평균값을 디지털 출력합니다.

온도/미세 전압 변환 방식

(Q64TDV-GH만)

(1) 샘플링 처리

채널 마다 온도 입력값/미세 전압 입력값을 차례로 변환하여 그때마다 디지털 출력값을 출력합니다.

(2) 평균 처리

채널 마다 온도 입력값/미세 전압 변환을 횟수 또는 시간으로 평균 처리하여 평균값을 디지털 출력합니다.

단선 검출 시 변환 설정 기능*1 단선 검출 시의 CH□ 온도 측정값/미세 전압 변환값에 대한 저장값을 「단선 직전의 값」, 「업 스케일(각 범위

상한값＋5%)」, 「다운 스케일(각 범위의 하한값-5%)」, 「임의의 값」 중에서 선택하는 기능입니다.의

스케일링 기능 온도 측정값/미세 전압 변환값을 설정한 폭의 비율(%)로 변환하여 버퍼메모리에로 보내는 기능입니다.

Pt100 냉접점 보상 여부 설정

기능

단자에 부속되어 있는 Pt100에 의한 냉접점 보상 여부를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Pt100의 냉접점 보상 정밀도

(±1℃)의 오차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고정밀의 온도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Pt100의 냉접점 보

상을 무효로 하고 외부에 고정밀도의 Ice bath를 구성함으로써 냉접점 보상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프셋ㆍ게인 설정 기능 온도 측정값의 오차를 미세 전압 변환값의 변환 특성을 변경하는 기능입니다.보정하거나

온라인 모듈 교환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도 모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Q64TD의 사양

(1) 성능 사양

(정밀도)=(변환 정밀도)＋(온도 특성)×(사용 주위 온도 변화)＋(냉접점 보상 정밀도)
사용 주위 온도 변화는 사용 주위 온도가 25±5℃의 범위에서 벗어난 값을 말합니다.
예) 사용 열전대 B, 사용 주위 온도 35℃, 측정 온도가 1000℃인 경우의 정밀도는

(±2.5℃)＋(±0.4℃)×(5℃)＋(±1℃)=±5.5℃
가 됩니다.

* ：변환 속도는 온도를 입력하고 나서 대응하는 디지털값으로 변환하여 버퍼메모리에 저장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복수 채널을 사용하는 경우, 변환 속도는 「40ms×변환 허가 채널수」가 됩니다.
*3：제품 정보 상위 5자리가 “07071” 이전의 제품일 때는 단선 검출 시에 단선 발생 직전의 온도 측정값을 유지합니다.

제품 정보 상위 5자리가 “07072" 이후인 경우, 단선 검출 시의 출력은 「단선 직전의 값」, 「업 스케일(각 범위의 상한값＋5%)」,
「다운 스케일(각 범위의 하한값 -5%)」, 「임의의 값」 중에서 선택합니다.

*4：기능 버전 C 이후의 제품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3.3 온도 입력 모듈
3.3.1 열전대 입력 모듈, 채널 간 절연 열전대/미세 전압 입력 모듈:
Q64TD, Q64TDV-GH

*1：정밀도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 명

채널수 4채널

출력
온도 변환값 16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2700~18200：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의 값×10배)

스케일링값 16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

열전대 준거 규격 JIS C1602-1995

사용 가능 열전대와 측정 온도 범위

정밀도
사용 가능 열전대와 측정 온도 범위 정밀도의 표 참조

냉접점 보상 정밀도

정밀도 *1의 계산식에 따름

분해능

변환 속도 40ms/1채널 *2

아날로그 입력 점수 4채널+Pt100 접속 채널/1 모듈

절연 방식

열전대 입력-접지 간：트랜스 절연

열전대 입력 채널 간：트랜스 절연

냉접점 보상 입력(Pt100)－접지 간：비절연

내전압 AC1780Vrms/3 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열전대 입력-접지 간：DC500V 절연 저항계에서 100MΩ 이상

열전대 입력 채널 간：DC500V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단선 검출 있음(각 채널 독립) *3

보호 등급 IP2X

E PROM 쓰기 횟수2 최대 10만회

접속 단자 18점 단자대

적합 전선 크기 0.3~0.75mm2

적합 압착 단자 1.25-3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 불가능)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4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DC5V 내부 소비 전류 0.50A

외형 치수

중량

항 목



(2) 사용 가능 열전대의 종류와 측정 온도 범위 정밀도

*1：측정 온도 범위 외의 값이 열전대에서 입력되었을 때는 측정 온도 범위의 최대값/최소값으로 취급됩니다.
*2：정밀도에 대해서는 JIS C1602-1995의 클래스 1~3(색칠한 부분)의 온도 범위만 적용됩니다.
*3：온도를 측정할 수는 있지만 정밀도는 보증할 수 없습니다.

3.3 온도 입력 모듈
3.3.1 열전대 입력 모듈, 채널 간 절연 열전대/미세 전압 입력 모듈:
Q64TD, Q64TDV-GH

사용 가능

열전대 종류
측정 온도 범위 *1 변환 정밀도

(사용 주위 온도 25±5℃ 시)

온도 특성

(사용 주위 온도 변화 1℃당)

주위 온도 55℃ 시의

최대 온도 오차

중에서 큰 수

또는 측정 온도의

또는 측정 온도의

또는 측정 온도의

또는 측정 온도의

또는 측정 온도의

또는 측정 온도의

또는 측정 온도의

또는 측정 온도의

또는 측정 온도의

또는 측정 온도의

또는 측정 온도의

또는 측정 온도의

또는 측정 온도의

또는 측정 온도의

또는 측정 온도의

또는 측정 온도의

또는 측정 온도의

또는 측정 온도의

중에서 큰 수

중에서 큰 수

중에서 큰 수

중에서 큰 수

중에서 큰 수

중에서 큰 수

중에서 큰 수

중에서 큰 수

중에서 큰 수

중에서 큰 수

중에서 큰 수

중에서 큰 수

중에서 큰 수

중에서 큰 수

중에서 큰 수

중에서 큰 수

중에서 큰 수



Q64TDV-GH의 사양

(1) 성능 사양

*1：정밀도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밀도)=(변환 정밀도)＋(온도 특성)×(사용 주위 온도 변화)＋(냉접점 보상 정밀도)
사용 주위 온도 변화는 사용 주위 온도가 25±5℃의 범위에서 벗어난 값을 말합니다.
예) 사용 열전대 B, 사용 주위 온도 35℃, 측정 온도가 1000℃인 경우의 정밀도는

(±3.5℃)＋(±0.4℃)×(5℃)＋(±1℃)=±6.5℃

가 됩니다.
*2：열전대 입력값/미세 전압 입력값을 온도 측정값/미세 전압 변환값으로 변환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3：열전대 입력값/미세 전압 입력값을 온도 측정값/미세 전압 변환값으로 변환하여 버퍼메모리에 저장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변환 속도는 샘플링 처리 시에 발생하는 지연 시간입니다. 평균 처리 시는 관계 없습니다.

예) 2채널을 변환 허가로 한 경우
(변환 속도)=(샘플링 주기)×3

=(20ms×2채널)×3

* 4：제품 정보 상위 5자리가 “07071” 이전의 제품일 때는 단선 검출 시에 단선 발생 직전의 온도 측정값/미세 전압 변환값을 유지합니다.
제품 정보 상위 5자리가 “07072" 이후인 경우, 단선 검출 시의 출력은 「단선 직전의 값」, 「업 스케일(각 범위의 상한값＋5%)」,
「다운 스케일(각 범위의 하한값 -5%)」, 「임의의 값」 중에서 선택합니다.

3.3 온도 입력 모듈
3.3.1 열전대 입력 모듈, 채널 간 절연 열전대/미세 전압 입력 모듈:
Q64TD, Q64TDV-GH

입력① 입력②

변환 처리

버퍼메모리 입력① 입력②

변환 속도

변환 속도

채널수 4채널

출력

온도 변환값 16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2700~18200：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의 값×10배)

미세 전압 변환값 16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25000~25000)

스케일링값 16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

열전대 준거 규격

사용 가능 열전대와 측정 온도 범위

정밀도
사용 가능 열전대와 측정 온도 범위 정밀도의 표 참조

냉접점 보상 정밀도

열전대 입력 정밀도 *1의 계산식에 따름

미세 전압 입력 가능 범위 -100mV~+100mV(입력 저항 2MΩ 이상)

미세 전압 입력 정밀도 미세 전압 입력 정밀도의 표 참조

분해능
열전대 입력

미세 전압 입력

샘플링 주기 20ms/채널 *2

변환 속도 샘플링 주기×3 *3

아날로그 입력 점수 4채널+Pt100 접속 채널/1 모듈

절대 최대 입력

절연 방식

열전대 입력/미세 전압 입력-접지 간：트랜스 절연

열전대 입력/미세 전압 입력 채널 간：트랜스 절연

냉접점 보상 입력(Pt100)－접지 간：비절연

내전압 AC1780Vrms/3 사이클(표고 2000m)

절연 저항
열전대 입력/미세 전압 입력-접지 간：DC500V 절연 저항계에서 100MΩ 이상

열전대 입력/미세 전압 입력 채널 간：DC500V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단선 검출 있음(각 채널 독립) *4

보호 등급 IP2X

E PROM 쓰기 횟수2 최대 10만회

접속 단자 18점 단자대

적합 전선 크기 0.3~0.75mm2

적합 압착 단자 1.25-3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 불가능)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형 치수

중량

항 목

형 명



(2) 사용 가능 열전대의 종류와 측정 온도 범위 정밀도

*2：정밀도에 대해서는 JIS C1602-1995의 클래스 1~3(색칠한 부분)의 온도 범위만 적용됩니다.
*3：온도를 측정할 수는 있지만 정밀도는 보증할 수 없습니다.

(3) 미세 전압 입력 가능 범위와 정밀도

3.3 온도 입력 모듈
3.3.1 열전대 입력 모듈, 채널 간 절연 열전대/미세 전압 입력 모듈:
Q64TD, Q64TDV-GH

미세 전압 입력 가능 범위와 .정밀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측정 온도 범위 외의 값이 열전대에서 입력되었을 때는 측정 온도 범위의 최대값/최소값으로 취급됩니다.

입력 타입 측정 가능 전압 범위
변환 정밀도

(사용 주위 온도 25±5℃ 시) (사용 주위 온도 0~55℃ 시)

미세 전압 입력

사용 가능

열전대 종류
측정 온도 범위 *1 변환 정밀도

(사용 주위 온도 25±5℃ 시)

온도 특성

(사용 주위 온도 변화 1℃당)

주위 온도 55℃ 시의

최대 온도 오차



외부 배선

●열전대의 경우

* 1 케이블은 반드시 실드된 도선을 사용하십시오.
실드선은 가능한 한 짧게 배선하십시오.

* 2 제어반의 접지 단자에 반드시 접지하십시오.

●미세 전압 신호의 경우

*1 케이블은 반드시 실드된 보상 도선을 사용하십시오.
실드선은 가능한 한 짧게 배선하십시오.

*2 제어반의 접지 단자에 반드시 접지하십시오.

기기 구성

＜Q64TD, Q64TDV-GH 동봉품＞

＜별도 준비품＞

다음의 매뉴얼은 별도로 준비하십시오.

■적용 시스템

＜적용 모듈과 장착 가능 장수＞

Q64TD/Q64TDV-GH를 장착할 수 있는 CPU 모듈 및 네트

워크 모듈(리모트 I/O국용)과 장착 가능 장수를 나타냅니다.

*2：2.5.2항의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구성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3.3 온도 입력 모듈
3.3.1 열전대 입력 모듈, 채널 간 절연 열전대/미세 전압 입력 모듈:
Q64TD, Q64TDV-GH

*1：본 매뉴얼 1장의 각 CPU 시스템에서 시스템 구성에 관한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

단자 번호
신호 명칭

빈 단자

품명 내용

매뉴얼
열전대 입력 모듈, 채널 간 절연 열전대/미세 전압 입

력 모듈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매뉴얼
열전대 입력 모듈, 채널 간 절연 열전대/미세 전압 입

력 모듈 사용자 매뉴얼(상세편)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고

CPU 모듈 Q 모드에서만

장착 가능*1

네트워크

모듈

MELSECNET/H

리모트 I/O국*2

빈 단자

빈 단자

품명 내용

최대 16장

*1

*1
최대 2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로드 셀

로드 셀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1) Q64TD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Q64TD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다음

과 같이 대응합니다.
Q64TD를 사용할 때는 GX Developer가 필요합니다.

*1：Version 1.14Q 이전 제품은 「일반 모드-오프셋ㆍ게인 설정
모드 이행」 및「대피 데이터」에 .
Version 1.15R 이후의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대응합니다

*3：Version 1.20W 이전 제품은 「단선 검출 시 변환 설정 기능」
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Version 1.21X 이후의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2) Q64TDV-GH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Q64TDV-GH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는
Q64TDV-GH를 사용할 때는 GX Developer가 필요합니

다.

*2：Version 1.14Q 이전 제품은 「대피 데이터」에 .대응합니다
Version 1.15R 이후의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3：Version 1.20W 이전 제품은 「단선 검출 시 변환 설정 기능」
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Version 1.21X 이후의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3.3 온도 입력 모듈
3.3.1 열전대 입력 모듈, 채널 간 절연 열전대/미세 전압 입력 모듈:
Q64TD, Q64TDV-GH

소프트웨어 버전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버전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하는 경우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Version 8 이후

Version 4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7.10L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1.13P 이후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Version 8 이후

Version 4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7.10L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1.00A 이후

Version 1.10L 이후

Version 1.13P 이후

Version 1.100A 이후



3.3.2 측온저항체 입력 모듈, 채널 간 절연 측온저항체 입력 모듈
Q64RD, Q64RD-G

개요

Q64RD는 백금측온저항체의 3도선식/4도선식 접속용 모듈

(단자를 단락하여 2도선식으로 접속하는 것도 가능)로서, 백

금측온저항체 Pt100 또는 JPt100(이하, Pt100 또는 JPt100

으로 줄여서 표현)에서 입력된 온도 데이터[℃]를

ㆍ16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 데이터(소수점 1자리까지의

값×10으로 저장)

ㆍ32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 데이터(소수점 3자리까지의

값×1000으로 저장)

의 온도 측정값 및 스케일링값(비율(%))으로 변환하는 모듈

입니다.

Q64RD-G는 측온저항체의 3도선식/4도선식 접속용 모듈

(단자를 단락하여 2도선식으로 접속하는 것도 가능)이며, 백

금측온저항체 Pt100 또는 JPt100(이하, Pt100 또는 JPt100

으로 줄여서 표현), 니켈측온저항체 Ni100Ω(이하, Ni100Ω

으로 줄여서 표현)에서 입력된 온도 데이터[℃]를

ㆍ16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 데이터(소수점 1자리까지의

값×10으로 저장)

ㆍ32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 데이터(소수점 3자리까지의

값×1000으로 저장)

의 온도 측정값 및 스케일링값(비율(%))으로 변환하는 모듈

입니다.

특징

■채널 간 절연(Q64RD-G)

Q64RD-G는 채널 사이가 절연되어 있습니다.

■1개의 모듈에서 4채널의 온도 측정 가능

Q64RD, Q64RD-G와 1개의 모듈에서 4채널의 온도를 측정

할 수 있습니다.

검출한 온도 측정값을 스케일링값(비율(%))으로 변환할 수

도 있습니다.

■변환 허가ᆞ금지 설정 가능

채널 마다 변환 허가ㆍ금지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변환 금지로 설정함으로써 샘플링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채널의 단선 상태를 불필요하게 검출하지 않

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규격에 준하는 측온저항체 사용 가능

(1) JIS 규격에 준하는 백금측온저항체 사용 가능(Q64RD)
JIS 규격에 준하는 2종류의 백금측온저항체(Pt100,

JPt10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GX Developer에 의해 채널별로 백금측온저항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JIS 규격에 준하는 백금측온저항체 또는 DIN 규격에 준

하는 니켈측온저항체 사용 가능(Q64RD-G)
JIS 규격에 준하는 2종류의 백금측온저항체(Pt100,

JPt100)를 사용할 수 있으며, DIN 규격에 준하는 니켈측

온저항체(Ni100Ω)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GX Developer에 의해 채널별로 측온저항체의 종

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도선식/4도선식 중에 어느 측온저항체도 접속 가능

채널마다 3도선식/ 4도선식의 측온저항체를 접속할 수 있으

며, 2도선식의 측온저항체도 단자를 단락하여 접속할 수 있

습니다.

■단선 검출 가능

채널 마다 측온저항체 또는 케이블의 단선을 검출할 수 있습

니다.

■ 선택 가능용도에 맞는 평균 처리

변환 처리 방법을 각 채널 마다 샘플링 처리, 시간 평균

처리, 횟수 평균 처리, 이동평균 처리, 1차 지연 필터 중

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전환 범위 선택 가능맞는

(1) －20~120℃／－180~600℃／－200~850℃의 선택

이 가능(Q64RD)

백금측온저항체 Pt100 또는 JPt100을 사용하였을 때,

－20 ~ 120 ℃／－ 180 ~ 600 ℃／－ 200 ~ 850 ℃의

범위를 채널 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0~200℃／－20~120℃／－180~600℃／－200~850

℃／－60~180℃의 선택 가능(Q64RD-G)

백금측온저항체 Pt100 또는 JPt100을 사용하였을 때, 0

~200℃／－20~120℃／－180~600℃／－200~850℃

의 범위를 채널 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니켈측온저항체 Ni100Ω를 사용하면, －60 ~180℃의 범

위를 채널 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프셋/게인값 설정에 의한 오차 보정 가능

채널 마다 오프셋/게인값을 설정하여 오차를 보정할 수 있습

니다.

오프셋/게인값은 사용자 범위 설정과 디폴트값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보 출력 가능

설정된 측정 범위를 제외한 온도를 검출한 경우, 각 채널 마

다 경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도 모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전용 명령(G.OGLOAD, G.OGSTOR)을 사용하여 버퍼메모

리에 쓰거나 Y 신호를 ON하면, 「온라인 모듈 교환한

Q64RD/Q64RD-G에 대한 오프셋ㆍ게인 설정값의 계승」,

「다른 슬롯에 장착되어 있는 다른 Q64RD/Q64RD-G에 대

한 오프셋ㆍ게인 설정값의 전송」이 가능해집니다.(다만 동

일한 기종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유틸리티 패키지에 의한 간편한 설정

별도로 판매하는 유틸리티 패키지(GX Configurator-TI)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틸리티 패키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

틸리티 패키지를 사용하면 초기 설정이나 자동 리프레시 설

정을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시퀀스 프로그램을 줄일

수 있으며 설정 상태나 동작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

다.

3.3 온도 입력 모듈



외관

(1) Q64RD

(2) Q64RD-G

단위：mm

기능

*1：Q64RD-G와 제품 정보 상위 5자리가 “07072" 이후인 Q64RD
에 대응합니다.

*2：제품 정보 상위 5자리가 “07072" 이후인 제품에 대응합니다.

3.3.2 측온저항체 입력 모듈, 채널 간 절연 측온저항체 입력 모듈
Q64RD, Q64RD-G

3.3 온도 입력 모듈

항목 내용

온도 변환 기능

측온저항체를 있는

기능입니다. 온도 데이터는 16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

리(－2000~8500)와 32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

(－200000~850000)로 버퍼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접속하여 온도 데이터를 수신할 수

변환 허가/

금지 기능

채널 마다 온도 변환의 허가/금지를 설정하는 기능입

니다.

온도 변환의 허가/금지를 설정하면 필요하지 않은 채

널의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채널

의 단선 상태를 불필요하게 검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

습니다.

단선 검출 기능
채널 마다 접속된 측온저항체의 단선을 검출하는 기능

입니다.

범위 전환 측정 온도 범위를 전환하는 기능입니다.

측온저항체

선택 기능
채널 마다 측온저항체의 종류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경보 출력 기능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된 온도 범위를 초과하였을 때

경보를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온도 변환 방식

(1) 샘플링 처리

채널 마다 온도 입력값을 차례로 온도 변환하여,

그때마다 디지털 출력값을 출력합니다.

(2) 평균 처리

(a) 시간 평균

채널 마다 온도 변환을 시간으로 평균 처리

하여 평균값을 디지털 출력합니다.

(b) 횟수 평균

채널 마다 온도 변환을 횟수로 평균 처리하

여 평균값을 디지털 출력합니다.

(c) 이동평균*1

샘플링 시간 마다 측정한 지정 횟수 만큼의

디지털 출력값을 평균 처리합니다.

(3) 일차 지연 필터*1

상수를 사용하여 디지털 출력값을 평활하게(고르

게) 합니다.

단선 검출 시

변환 설정 기능

*2

단선 검출 시의 CH□ 온도 측정값에 대한 저장값을

「단선 직전의 값」, 「업 스케일(각 범위의 상한값＋

5%)」, 「다운 스케일(각 범위의 하한값-5%)」,

「임의의 값」 중에서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스케일링

기능

온도 변환값을 설정한 폭의 비율(%)로 변환하여 버퍼

메모리에 보내는 기능입니다.

오프셋ㆍ

게인 설정 기능
온도 변환값의 오차를 보정하는 기능입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도 모듈을 교환할 수 있습니

다.



성능 사양

(1) 성능 사양

Q64RD의 사양

*3：제품 정보 상위 5자리가 “07071” 이전의 제품일 때는 단선 검출 시에 단선 발생 직전의 온도 변환값을 유지합니다.

「다운 스케일(각 범위의 하한값-5%)」, 「임의의 값」 중에서 선택합니다.
제품 정보 상위 5자리가 “07072" 이후인 경우, 단선 검출 시의 출력은 「단선 직전의 값」, 「업 스케일(각 범위의 상한값＋5%)」,

*4：기능 버전 C 이후의 제품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3.3.2 측온저항체 입력 모듈, 채널 간 절연 측온저항체 입력 모듈
Q64RD, Q64RD-G

3.3 온도 입력 모듈

* 1：선택 범위와 정밀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변환 속도는 온도를 입력하고 나서 대응하는 디지털값으로 변환하여 버퍼메모리에 저장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복수 채널을 사용하는 경우, 변환 속도는 「40ms×변환 허가 채널수」가 됩니다.

채널수 4채널

출력
온도 변환값

16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 데이터(－2000~8500：소수점 1자리까지의 값×10배)

32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 데이터(－200000~850000：소수점 3자리까지의 값×1000배)

스케일링값 16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 데이터

사용 가능 백금측온저항체

측정 온도

범위

범위

전환

정밀도 *1
주위 온도 0~55℃ ±0.25%(최대값에 대한 정밀도)

주위 온도 25±5℃ ±0.08%(최대값에 대한 정밀도)

분해능

변환 속도 40ms/1채널 *2

아날로그 입력 점수 4채널/1모듈

온도 검출용 출력 전류

절연

절연 위치 절연 방식 절연 내압 절연 저항

백금측온저항체 입력과

PLC 전원 간
포토커플러 절연

AC1780Vrms/3사이클

(표고 2000m) DC500V 절연 저항계에

서 10MΩ 이상백금측온저항체 입력

채널 간
비절연

단선 검출 있음(각 채널 독립) *3

보호 등급 IP2X

E PROM 쓰기 횟수2 최대 10만회

접속 단자 18점 단자대

적합 전선 크기

적합 압착 단자 1.25-3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 불가능)

Q64RD-백금측온저항체 간 케이블 합계 저항 2kΩ 이하((2) 측온저항체 접속 시의 사양 참조)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4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DC5V 내부 소비 전류 0.60A

외형 치수

중량

선택 범위

주위 온도

항 목

형 명

Pt100 및 JPt100:-20~120℃ Pt100:-200~850℃ JPt100:-180~600℃



3.3.2 측온저항체 입력 모듈, 채널 간 절연 측온저항체 입력 모듈
Q64RD, Q64RD-G

3.3 온도 입력 모듈

Q64RD-G의 사양

*1：선택 범위와 정밀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오프셋ㆍ게인 설정 시의 주위 온도와 도선 저항에서의 정밀도

예) 25℃에서 30℃로 변화한 경우의 정밀도
0.04%(기준 정밀도)+0.0070%/℃(온도 계수)×5℃(온도 차이)=0.075%

*4：변환 속도는 온도를 입력하고 나서 대응하는 디지털값으로 변환하여 버퍼메모리에 저장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복수 채널을 사용하는 경우, 변환 속도는 「40ms×변환 허가 채널수」가 됩니다.
*5：제품 정보 상위 5자리가 “07071” 이전의 제품일 때는 단선 검출 시에 단선 발생 직전의 온도 변환값을 유지합니다.

제품 정보 상위 5자리가 “07072" 이후인 경우, 단선 검출 시의 출력은 「단선 직전의 값」, 「업 스케일(각 범위의 상한값＋5%)」,
「다운 스케일(각 범위의 하한값-5%)」, 「임의의 값」 중에서 선택합니다.

*3：온도 변화 1℃당 정밀도

채널수 4채널

출력
온도 측정값

16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 데이터(－2000~8500：소수점 1자리까지의 값×10배)

32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 데이터(－200000~850000：소수점 3자리까지의 값×1000배)

스케일링값 16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 데이터

사용 가능 측온저항체

측정 온도

범위

범위

전환

정밀도 *1

(선택 범위

의 최대값

에 대한

정밀도)

기준 정밀도 *2 ±0.04% 이내

*3

분해능

변환 속도 40ms/1채널 *4

아날로그 입력 점수 4채널/1모듈

온도 검출용 출력 전류

절연

절연 위치 절연 방식 절연 내압 절연 저항

측온저항체 입력과 PLC

전원 간
포토커플러 절연

AC1780Vrms/3 사이클

(표고 2000m)

DC500V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측온저항체 입력 채널 간 트랜스 절연

단선 검출 있음(각 채널 독립) *5

보호 등급 IP2X

E PROM 쓰기 횟수2 최대 10만회

접속 단자 18점 단자대

적합 전선 크기

적합 압착 단자 1.25-3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 불가능)

Q64RD-G - 측온저항체 간 케이블 합계 저항 2kΩ 이하((2) 측온저항체 접속 시의 사양 참조)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형 치수

중량

항 목

형 명

선택 범위

주위 온도

Pt100 및 JPt100:

-20~120℃

Pt100:

-200~850℃

JPt100:

-180~600℃

Pt100 및 JPt100:

0~220℃

Ni100 :Ω

-60~180℃



(2) 측온저항체 접속 시의 사양

Q64RD/Q64RD-G와 측온저항체를 접속할 때의 사양에

대해 설명합니다.

(a) 3도선식의 경우

도선 저항값은 ①＋②≤2kΩ 이하가 되도록 하십시

오.

①과 ②의 도선 저항값의 차이는 10Ω 이하가 되도

록 하십시오.

(b) 4도선식의 경우

도선 저항값은 ①＋②≤2kΩ 이하가 되도록 하십시

오.

저항값은 온도 측정 시 오차가 발생하는 요인이 됩니다.

Q64RD/Q64RD-G와 측온저항체와의 사이 즉 도선 저항값

①＋②와 온도 측정값과의 오차는

Q64RD ：최대 0.007 ℃/2Ω

Q64RD-G ：최대 0.003 ℃/2Ω

가 됩니다. 이 오차는 오프셋ㆍ게인를 설정하면 보정할 수 있습

니다.

오프셋ㆍ게인은 실제 사용되는 도선 저항값으로 설정하십시오.

외부 배선

■4도선식

■3도선식

■2도선식

3.3.2 측온저항체 입력 모듈, 채널 간 절연 측온저항체 입력 모듈
Q64RD, Q64RD-G

3.3 온도 입력 모듈

도선

도선

동선용 압착 슬리브
(JIS C 2806 호환)

「SLD」단자에 상세
모듈 내에서 접속

* 1:케이블은 실드된 도선을 사용하십시오.
실드선은 가능한 한 짧게 배선하십시오.

* 2:제어반의 접지 단자에 접지하십시오.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스위치 설정의

스위치3에서 4 경우도선식을 선택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스위치 설정의

스위치3에서 3 경우도선식을 선택한

포인트



■외부 입출력 단자

시스템 구성

＜Q64RD, Q64RD-G 동봉품＞

다음의 매뉴얼은 별도로 준비하십시오.

■적용 시스템

＜적용 모듈과 장착 가능 장수＞

Q64RD/Q64RD-G를 장착할 수 있는 CPU 모듈 및 네트워

모듈(리모트 I/O국용)과 장착 가능 장수를 나타냅니다.크

*1：본 매뉴얼 1장의 각 CPU 시스템에서 시스템 구성에 관한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

*2：2.5.2항의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구성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1) Q64RD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Q64RD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다음

과 같이 대응합니다.

Q64RD를 사용할 때는 GX Developer가 필요합니다.

*1：Version 1.14Q 이전 제품은 「일반 모드-오프셋ㆍ게인 설정

모드 이행」 및「대피 데이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Version 1.15R 이후의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2：Version 1.20W 이전 제품은 「이동평균 처리」, 「일차 지연

필터」, 「단선 검출 시 변환 설정 기능」에 대응하고 있습니
다.
Version1.21X 이후의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2) Q64RD-G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Q64RD-G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Q64RD-G를 사용할 때는 GX Developer가 필요합니다.

*3：Version 1.20W 이전 제품은 「단선 검출 시 변환 설정 기능」
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Version1.21X 이후의 제품을 사용하십

시오.

3.3.2 측온저항체 입력 모듈, 채널 간 절연 측온저항체 입력 모듈
Q64RD, Q64RD-G

3.3 온도 입력 모듈

＜별도 준비품＞

단자 번호 신호 명칭

품명 내용

매뉴얼
측온저항체 입력 모듈, 채널 간 절연 측온저항체 입력

모듈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매뉴얼
측온저항체 입력 모듈, 채널 간 절연 측온저항체 입력

모듈 사용자 매뉴얼(상세편)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고

CPU 모듈 Q 모드에서만

장착 가능 *1

네트워크

모듈

MELSECNET/H

리모트 I/O국 *2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하는 경우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하는 경우

품명 내용

최대 16장

*1

*1
최대 2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소프트웨어 버전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Version 8 이후

Version 4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7.10L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1.17T 이후

소프트웨어 버전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Version 8 이후

Version 4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7.10L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1.00A 이후

Version 1.10L 이후

Version 1.13P 이후

Version 1.00A 이후



3.3.3 온도 입력 모듈 설정ᆞ모니터 툴 :
GX Configurator-TI

개요

GX Configurator-TI는 온도 입력 모듈 Q64TD, Q64TDVGH,

Q64RD, Q64RD-G를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초기 설정 및

온도 측정값 등을 자동으로 CPU 디바이스 메모리에서 읽는

데 필요한 설정을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유틸리

티 패키지로서 GX Developer에 애드 인하여 사용합니다.

GX Configurator-TI에서는 초기 설정이나 자동 리프레시 설

정을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시퀀스 프로그램을 줄일

수 있으며 설정 상태나 동작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유틸리티

■초기 설정

온도 입력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초기값을 화면에

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이 필요한 주요 항목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환 허가/금지 설정

(2) 샘플링 처리/평균 처리 지정

(3) 시간 평균/횟수 평균 지정

(4) 평균 시간/평균 횟수 설정

(5) 경보 출력 허가/금지 설정

(6) 설정 범위

초기 설정 된 데이터는 PLC CPU의 파라미터에 등록되며,

PLC CPU가 RUN될 때 자동으로 온도 입력 모듈에 쓰여집니

다.
*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모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
항은 각 모듈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초기 설정 화면 예

■자동 리프레시 설정

자동 리프레시 할 온도 입력 모듈의 버퍼메모리를 설정합니

다. 자동 리프레시를 설정할 수 있는 주요 항목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환 완료 플래그

(2) 온도 측정값

(3) 에러 코드

(4) 경보 출력 플래그

(5) 단선 검출 플래그

자동 리프레시가 설정된 온도 입력 모듈 버퍼메모리의 저장

값은 PLC CPU의 END 명령 실행 시에 자동으로 설정된 디

바이스에 읽기ㆍ쓰기됩니다.
*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모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
항은 각 모듈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자동 리프레시 설정 화면 예

■모니터/테스트

●모니터/테스트

온도 입력 모듈 버퍼메모리의 내용을 모니터/테스트합니다.

모니터/테스트 화면 예

3.3 온도 입력 모듈



●오프셋ᆞ게인 설정

사용자가 임의의 값(아날로그 입력 범위=사용자 설정 범위)

으로 화면상에서 간단하게 오프셋ㆍ게인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오프셋ㆍ게인 설정 화면 예

●XᆞY 모니터/테스트

온도 입력 모듈의 입출력 신호를 모니터/테스트합니다.

XㆍY 모니터/테스트 화면 예

●대피 데이터

대피 데이터(공장 출하 설정 오프셋ㆍ게인값, 사용자 범위

설정 오프셋ㆍ게인값)를 모니터하거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피 데이터 화면 예

GX Configurator-TI로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

터 설정 개수

CPU 모듈 및 MELSECNET/H 네트워크 시스템의 리모트

I/O국은 GX Configurator에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용으로

서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설정 개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모트 I/O국에 복수의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장착한 경우, 모든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파라미터 설정

개수의 합이 리모트 I/O국의 최대 파라미터 설정 개수를 초

과하지 않도록 GX Configurator에서 설정하십시오.

파라미터 설정 개수의 합은 초기 설정과 자동 리프레시 설정

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GX Configurator-TI에서 1모듈 마다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

터 설정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3.3.3 온도 입력 모듈 설정ᆞ모니터 툴 :
GX Configurator-TI

3.3 온도 입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장착 대상

최대 파라미터 설정 개수

초기 설정
자동 리프레시

설정

MELSECNET/H 리모트 I/O국

대상 모듈 초기 설정 자동 리프레시 설정

6 (고정) 13 (최대 설정 개수)

6 (고정)

5 (고정)

4 (고정)

13 (최대 설정 개수)

17 (최대 설정 개수)

18 (최대 설정 개수)



동작 환경

GX Configurator-TI를 사용하는 PC의 동작 환경에 대해 설명합니다.

GX Developer(일본어판)와 GX Configurator-TI(영문판) 또는 GX Developer(영문판)와 GX Configurator-TI(일본어판)는 조합해서 사
용할 수 없습니다.

*2：GX Configurator-TI는 GX Developer Version 3 이전의 제품에 애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3：PC-9800 시리즈(PC98-NX 제외)는 Windows Me, Windows 2000 Professional, Windows XP Professional 및 Windows XP
Home Edition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 ® ® ® ® ®

Windows XP의 새로운 기능®

MirosoftR Windows XP Professional Operating System, MirosoftR Windows XP home Edition Operating System을 사용하시는 경

우, 다음의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아래의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면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Windows 호환 모드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기동®

ㆍ사용자 간이 전환

ㆍ리모트 데스크톱

ㆍ큰 글꼴(화면 속성의 상세 설정)

3.3.3 온도 입력 모듈 설정ᆞ모니터 툴 :
GX Configurator-TI

3.3 온도 입력 모듈

*1：동일 언어의 GX Developer Version 4 이후에 GX Configurator-TI를 인스톨하십시오.

인스톨(애드 인) 위치 *1 GX Developer Version 4 이후에 애드 인*2

컴퓨터 본체 PC-9800 시리즈 , Windows 가 동작하는 PC® ®*3

CPU
아래 표의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참조

필요 메모리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

용량

인스톨 시 65MB 이상

동작 시 10MB 이상

디스플레이 해상도 800×600도트 이상

기본 소프트웨어

항 목 주변기기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기본 소프트웨어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CPU 필요 메모리

이상

포인트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3.4 온도 조절 모듈/루프 컨트롤 모듈
3.4.1 온도 조절 모듈:
Q64TCTT, Q64TCTTBW, Q64TCRT, Q64TCRTBW

개요

(1) Q64TCTT, Q64TCRT란

(a) Q64TCTT, Q64TCRT는 외부의 온도 센서로부터의

입력값을 16비트 부호 부착 BIN(바이너리) 데이터

로 목표 온도가 되도록 PID 연산을 하여,

트랜지스터 출력으로 외부에 출력하는 온도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모듈입니다.

변환 후

(b) Q64TCTT, Q64TCRT에서는 PID 연산을 실행하기

위한 비례대(P), 적분 시간(I), 미분 시간(D)을 오토

튜닝 기능에 의해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c) Q64TCTT에는 K, J, T, B, S, E, R, N, U, L, PLⅡ,

W5Re/W26Re 타입의 열전대를

Q64TCRT에는 Pt100, JPt100 타입의 백금측온저

항체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할 수 있으며,

(2) Q64TCTTBW, Q64TCRTBW란

Q64TCTTBW, Q64TCRTBW는 Q64TCTT, Q64TCRT에

외부의 전류 센서로부터의 입력을 활용하여 히터 단선을

검출하는 기능을 가진 모듈입니다.

각 모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징

■최적의 온도 조절 제어(PID 제어) 가능

(1) Q64TC는 PID 연산에 필요한 PID 상수(비례대(P), 적분

시간(I), 미분 시간(D))나 온도 설정값(목표값：SV)만을

Q64TC 설정하면 자동으로 온도 조절 제어를

PID 제어를 실행하기 위해 특별히 명령을 지정할 필요

가 없습니다.

에 하므로

(2) 오토 튜닝 기능을 사용하면 Q64TC에 의해 PID

PID 상수

를 신경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수를

자동으로 설정할수 있으므로, PID 연산식에서

■4루프를 1모듈에서 실행

최대 4루프를 동시에 온도 조절 제어할 수 있습니다.

■RFB 리미터 기능

기동하거나 온도 설정값(SV)을 올리는 경우 등에 발생하기

쉬운 오버슈트를 RFB(리셋ㆍ피드ㆍ백) 리미터 기능으로 억

제합니다.

■센서 보정 기능

온도 측정값(PV)과 실제 온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센서 보

정 기능의 센서 보정값을 설정하여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JIS, IEC, NBS, ASTM, DIN 규격에 대응하는 열전

대 접속 가능

(1) Q64TCTT(BW)에는 JIS, IEC, NBS, ASTM, DIN 규격에

대응하는 다음의 열전대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ㆍJIS 규격：R, K, J, S, B, E, T

ㆍIEC 규격 ：R, K, J, S, B, E, T, N

ㆍNBS 규격 ：PLⅡ

ㆍASTM 규격：W5re, W23re

ㆍDIN 규격 ：U, L

(2) Q64TCTT(BW)에서는 상기 열전대를 이용하여 사용 온

도에 따라 온도 측정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Pt100, JPt100의 백금측온저항체 접속 가능

Q64TCRT(BW)에서는 Pt100, JPt100 이용하여 사용 온도

에 따라 온도 측정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을

■ 온도 측정 단위로 풍부한 제어 온도 범위 선

택 가능

세밀한

온도 측정 단위를 1루프 마다 섭씨에서는 1℃, 0.1℃, 화씨

에서는 1˚F, 0.1˚F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제어에 분해

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제어 가능 온도 범위를 0.0~400.0

℃(K타입 열전대 사용 시), 0.0~3000.0℃(R타입 열전대 사

용 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

■E PROM에 의한 설정값의 백업2

■단선 검출이 가능

Q64TCTTBW, Q64TCRTBW 사용 시는 히터의 단선을 검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도 모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패키지에 의한 간편한 설정

별도로 판매하는 유틸리티 패키지(GX Configurator-TC)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틸리티 패키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

틸리티 패키지를 사용하면 초기 설정이나 자동 리프레시 설

정을 화면에서 설정하므로 시퀀스 프로그램을 줄일 수 있으

며, 간편하게 설정 상태나 동작 상태를 확인하거나 오토 튜

닝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버퍼메모리 내의 설정값을 E PROM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GX Developer의 테스트 기능을 사용하여 직접 버퍼메모리

에 데이터를 쓸 때는 "LD "＋"OUT Yn1"의 시퀀스 프로

그램만 있으면 됩니다.

2

* *

항 목

입력 센서

타입
열전대 열전대

백금측온저

항체

백금측온

저항체

히터 단선

검출 기능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외관

(1) Q64TCTT

(2) Q64TCTTBW

(3) Q64TCRT

(4) Q64TCRTBW

단위：mm

기능

3.4 온도 조절 모듈/루프 컨트롤 모듈
3.4.1 온도 조절 모듈:
Q64TCTT, Q64TCTTBW, Q64TCRT, Q64TCRTBW

항목 내용

오토 튜닝 기능
온도 조절 모듈이 자동으로 최적의 PID 상수를 설정

하는 기능입니다.

역동작/정동작

선택 기능

가열 제어(역동작)와 냉각 제어(정동작)를 선택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RFB 리미터

기능

목표값(SV) 변경, 제어 대상 변경 시에 발생하기 쉬운

조작량의 오버슈트를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센서 보정

기능

측정 상태 등의 원인으로 온도 측정값과 실제 온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측정값과 실제 온도의 차이를 0으

로 만드는 기능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채널 설정

온도 조절을 실행하지 않는 채널의 PID 연산을 비실

으로(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입니다.행

PID 제어 강제

정지

온도 조절하고 있는 채널의 PID 연산을 강제 정지시

키는 기능입니다.

히터 단선 검출

기능

Q64TCTTBW 및 Q64TCRTBW 사용 시, 히터의 주회

로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여 단선을 검출하는 기능

입니다.

출력 OFF 시

전류 이상 검출

기능

Q64TCTTBW 및 Q64TCRTBW 사용 시, 트랜지스터

출력이 OFF되어 있을 때 히터의 주회로에 전류가 흐

르고 있는지를 측정해 두었다가 출력 OFF 시에 비교

하여 전류 이상 여부를 체크하는 기능입니다.

루프 단선 검출

기능

부하(히터)의 단선, 외부 기기(마그넷(magnet) 릴레

이 등)의 이상, 온도 센서의 단선 등에 의한 제어계(제

어 루프)의 이상을 검출하는 기능입니다.

E PROM에 의

한 데이터 저장

2 버퍼메모리의 내용을 E PROM에 백업함으로써 프로

그램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경보 알람 측정값(PV)을 감시하여 경보를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CPU 정지

에러 발생 시의

제어 출력 설정

CPU 정지 에러 발생 시에 온도조절 제어 출력을 속행

/정지하는 기능입니다.

Q64TC의 제어

기능

Q64TC의 출력 신호 및 버퍼메모리의 설정에 의해

Q64TC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도 모듈을 교환할 수 있습니

다.



성능 사양

(정밀도)=(지시 정밀도)＋(냉접점 온도 보상 정밀도)
예) 입력 범위 설정 “38”, 사용 주위 온도 35℃, 온도 측정값 300℃일 때의 정밀도
｛400.0－(－200.0)｝【풀 스케일】×(±0.007)【±0.7%】＋(±1.0℃)【냉접점 온도 보상 정밀도】=±5.2℃

*2：전류 센서는 제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95페이지＜전류 센서＞를 참조하여 별도로 준비하십시오.URD, Ltd.
*3：Q64TCTTBW, Q64TCRTBW를 사용할 때는 왼쪽 슬롯의 빈 점수로 인해 입출력 신호의 디바이스 No.가 16점 증가합니다.

본 매뉴얼에는 입출력 신호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용하는 모듈에 따라 구분하십시오.
예) Yn1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Q64TCTT, Q64TCRT 사용 시：Y1  Q64TCTTBW, Q64TCRTBW 사용 시：Y11

*4：이 모듈을 사용한 PLC 시스템에서의 노이즈 내량, 내전압, 절연 저항 등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CPU 모듈의 전원 모듈 사양을 참조하
십시오.

*5：기능 버전 C 이후의 제품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6：기능 버전 B 이후의 제품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3.4 온도 조절 모듈/루프 컨트롤 모듈
3.4.1 온도 조절 모듈:
Q64TCTT, Q64TCTTBW, Q64TCRT, Q64TCRTBW

*1：정밀도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어 출력 트랜지스터 출력

온도 입력 점수 4채널/모듈

사용 가능 열전대/백금측온저항체 “사용 가능한 온도 센서의 종류와 측정 온도 범위, 데이터 분해능” 참조

정밀

도*1

지시

정밀도

주위 온도:25℃±5℃ 풀 스케일×(±0.3%)

주위 온도:0℃~55℃ 풀 스케일×(±0.7%)

냉접점

온도보상

정밀도

(주위온

도:0℃~

55℃)

온도 측정값

샘플링 주기 0.5s/4채널(사용 채널수에 관계없이 일정)

제어 출력 주기

입력 임피던스

입력 필터 0~100s(0: 입력 필터 OFF)

센서 보정값 설정

센서 입력 단선 시의 동작 업 스케일 처리

온도 제어 방식 PID ON/OFF 펄스 또는 2위치 제어

PID 상수 범위

PID 상수 설정 오토 튜닝에 의한 설정 가능

비례대(P) 0.0~1000.0%(0：2위치 제어)

적분 시간(I)

미분 시간(D) 0~3600s(PI 제어의 경우 0을 설정한다.)

목표값 설정 범위 사용하는 열전대/백금측온저항체로 설정된 온도 범위

불감대 설정 범위

트랜지스터

출력

출력 신호 ON/OFF 펄스

정격부하 전압

최대 부하 전류 0.1A/1점 0.4A/코먼

최대 돌입 전류

OFF 시 누설 전류 0.1mA 이하

ON 시 최대 전압강하

응답 시간 OFF→ON：2ms 이하  ON→OFF：2ms 이하

절연 방식 입력-접지 간：트랜스 절연 입력-채널 간：트랜스 절연

절연 내압 입력-접지 간：AC500V 1분간 입력-채널 간：AC500V 1분간

절연 저항 입력-접지 간：DC500V 20MΩ 이상 입력-채널 간：DC500V 20MΩ 이상

히터 단선 검출

사양

전류 센서 *2

URD, Ltd. 전류 센서

ㆍCTL-12-S36-8(0.0~100.0A)

ㆍCTL-6-P-H(0.00~20.00A)

입력 정밀도 입력 범위폭×(±1.0%)

경보 지연 횟수

보호 등급 IP2X

E PROM 쓰기 횟수2 최대 10만회

접속 단자 18점 단자대×218점 단자대

적합 전선 크기

적합 압착 단자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5

멀티 CPU 시스템 대응 *6

입출력 점유 점수 *3 16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16점)
32점 2슬롯

(디폴트 I/O 할당：빈16점＋인텔리전트 16점)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형 치수

중량

항 목

형 명

온도 측정값

온도 측정값

-100℃ 이상

-150℃~100℃

-200℃~150℃

±1.0℃ 이내

±2.0℃ 이내

±3.0℃ 이내

±1.0℃ 이내

±2.0℃ 이내

±3.0℃ 이내

1~100s

1MΩ

-50.00~50.00%

1~3600s

0.1~10.00%

DC10~30V

0.4A 10ms

DC1.0V(TYP) 0.1A DC2.5V(MAX) 0.1A



■사용 가능한 온도 센서의 종류와 측정 온도 범위, 데이터 분해능

(1) Q64TCTT, Q64TCTTBW 사용 시

(2) Q64TCRT, Q64TCRTBW 사용 시

3.4 온도 조절 모듈/루프 컨트롤 모듈
3.4.1 온도 조절 모듈:
Q64TCTT, Q64TCTTBW, Q64TCRT, Q64TCRTBW

열전대 종류
측정 온도 범위 데이터 분해능 측정 온도 범위 데이터 분해능

백금측온저항체
측정 온도 범위 데이터 분해능 측정 온도 범위 데이터 분해능



외부 배선

(1) Q64TCTT 사용 시

(2) Q64TCTTBW 사용 시

*：케이블은 반드시 실드선을 사용하십시오.

(3) Q64TCRT 사용 시

(4) Q64TCRTBW 사용 시

3.4 온도 조절 모듈/루프 컨트롤 모듈
3.4.1 온도 조절 모듈:
Q64TCTT, Q64TCTTBW, Q64TCRT, Q64TCRTBW

제어 대상

전류 센서
(CT)

커넥터

커넥터

CT 입력 회로

제어 대상

제어 대상

제어 대상

전류 센서
(CT)

커넥터
커넥터

CT 입력 회로

제어 대상



Q64TCRT, Q64TCRTBW 외부 입출력 단자

기기 구성

＜ Q64TCTT, Q64TCTTBW 동봉품＞

*1：본 매뉴얼 1장의 각 CPU 시스템에서 시스템 구성에 관한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

*2：2.5.2항의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구성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3.4 온도 조절 모듈/루프 컨트롤 모듈
3.4.1 온도 조절 모듈:
Q64TCTT, Q64TCTTBW, Q64TCRT, Q64TCRTBW

Q64TCTT, Q64TCTTBW 외부 입출력 단자

■적용 시스템

＜적용 CPU와 장착 가능 장수＞

Q64TC를 장착할 수 있는 CPU 모듈 및 네트워크 모듈(리모

트 I/O국용)과 장착 가능 장수를 나타냅니다.

＜Q64TCRT, Q64TCRTBW 동봉품＞

단자 번호
신호 명칭

사용하지 않음

단자 번호
신호 명칭

네트

워크

모듈

품명 내용

매뉴얼
Q64TCTT, Q64TCTTBW형 온도 조절 모듈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매뉴얼
Q64TCRT, Q64TCRTBW형 온도 조절 모듈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별도 준비품＞

매뉴얼 온도 조절 모듈 사용자 매뉴얼(상세편)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고

CPU

모듈

사용하지 않음

사용하지 않음

사용하지 않음

사용하지 않음

사용하지 않음

사용하지 않음

사용하지 않음

사용하지 않음

사용하지 않음

사용하지 않음

사용하지 않음

품명 내용

품명 내용

Q 모드에서만

장착 가능

MELSECNET

/H 리모트

I/O국

최대 16장

*1

*1
최대 2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1

*2

최대 8장

최대 12장

최대 324장

최대 32장

최대 32장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Q64TC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Q64TC를 사용할 때는 GX Developer가 필요합니다.

＜전류 센서＞

Q64TCTTBW, Q64TCRTBW에는 아래의 URD, Ltd. 전류 센

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입니다.

ㆍCTL-12-S36-8(0.0~100.0A)

ㆍCTL-6-P(-H)(0.0~20.00A)

＜시스템 구성 시의 주의 사항＞

Q64TC는 단자대의 온도를 기준으로 온도를

시스템 구성(특히 Q64TC를 2대 이상 연속해서 장착하

는 경우, 전원 모듈 또는 CPU 모듈에 가까이 장착하는 경우)

에 따라서는 모듈 상호간의 발열의 영향으로 단자대의 온도

가 균일하지 않게 되어 측정 온도 오차가 커지는 경우가 있

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음의 단자대 변환 모듈과 전용 케이블을 사용

하면 발열에 따른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측정하고 있으

므로

다음은 전용 케이블 및 단자대 변환 모듈입니다.

전용 케이블 및 단자대 변환 모듈에 대해서는 당사에 문의바

랍니다.

3.4 온도 조절 모듈/루프 컨트롤 모듈
3.4.1 온도 조절 모듈:
Q64TCTT, Q64TCTTBW, Q64TCRT, Q64TCRTBW

소프트웨어 버전

Version 1.10L 이후

(SW0D5C-QTCU

멀티 CPU 40E 이전

제품은 사용 불가능)

Version 1.13 P 이후

(SW0D5C-QTCU 멀티

CPU 40E 이전 제품은

사용 불가능)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하는 경우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Version 8 이후

Version 4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7.10L

이후

Version 6 이후

00A 이후

10B 이후

SW0D5C-QTCU

SW0D5C-QTCU

Q단자대 장착 온도 조절

전용 케이블

FA-CBLQ64TC* *

( ：케이블 길이)* * 미쓰비시전기

엔지니어링(주)온도 조절용 단자대 변환

모듈

품 명 형 명 제조회사

Q단자대 장착 온도 조절
전용 케이블

부속된 단자대를 빼고 전용 케이블의

단자대를 장착한다

온도 조절용 단자대
변환 모듈

열전대 또는 보상 도선



3.4.2 루프 컨트롤 모듈:
Q62HLC

개요

■Q62HLC

(1) Q62HLC는 연속 비례 제어용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입니

다.

Q62HLC는 외부의 각종 센서(온도, 습도, 압력, 유량 등)

로부터의 아날로그 입력을 측정값(16비트 부호 부착 바

이너리 데이터)으로 변환하고 설정된 목표값이 되도록

PID 연산을 하여 계산된 조작량을 전류 출력으로 외부 기

기에 출력합니다.

(2) Q62HLC는 5가지 제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ㆍ표준 제어 (표준 제어 모드)

ㆍ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 제어 모드)

ㆍ캐스케이드 제어

ㆍ수동 제어 (수동 제어 모드 1)

ㆍ수동 제어 (수동 제어 모드 2)

(3) Q62HLC에서는 PID 연산을 실행하기 위한 비례대(P),

적분 시간(I), 미분 시간(D)을 오토 튜닝 기능으로 자동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Q62HLC에는 K, J, T, B, S, E, R, N, PLⅡ, W5Re/

W26Re 타입의 열전대 및 미세 전압, 각종

입력 범위에 대응하는 센서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전압/전류의

특징

■고속의 PID 제어 가능

Q62HLC는 연속 비례 제어를 실행하는 인텔리전트 기능 모

듈입니다.

Q62HLC는 25ms의 고속 샘플링 주기, 고정밀도ㆍ고분해능

의 아날로그 입력(열전대, 미세 전압, 전압, 전류), 전류 출

력 등 고기능 사양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하는 온도 제어나 압력 제어, 유량 제어 등

응답이 빠른 제어에 적합합니다.

■최적의 PID 제어 가능

(1) Q62HLC는 PID 연산에 필요한 PID 상수(비례대(P), 적

분 시간(I), 미분 시간(D))이나 목표값(SV)을 Q62HLC로

설정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PID 제어를 합니다.

따라서 PID 제어를 하기 위해 특별한 명령을 사용할 필

요가 없습니다.

(2) Q62HLC는 제어 기능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표준 제어(표준 제어 모드)

： PID 연산으로 계산한 조작량을 제어 출력에 사

용하여 제어 대상을 제어합니다.

(b) 프로그램 제어(프로그램 제어 모드)

： 설정된 프로그램 패턴에 따라 목표값을 자동으

로 변경해 가면서 제어를 합니다. 제어 출력은

PID 연산으로 계산한 조작량을 사용합니다.

(c) 캐스케이드 제어

： 채널 1을 마스터, 채널 2를 슬레이브로 하여 캐

스케이드 제어를 합니다.

(d) 수동 제어(수동 제어 모드 1)

： 수동 출력 설정에 입력한 값(－5.0 ~ 105.0%)

을 제어 출력에 사용하여 제어 대상을 제어합니

다.

(e) 수동 제어(수동 제어 모드 2)

： 수동 출력 설정에 입력한 값(0 ~ 4000)을 제어

출력에 사용하여 제어 대상을 제어합니다. 간이

아날로그 입출력 기능에 사용되는 모드입니다.

(3) 표준 제어 모드 시에 오토 튜닝 기능을 사용하면

Q62HLC에서 PID 상수의 자동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번거로운 PID 연산식의 PID 상수를 신경쓸 필요

가 없습니다.

■JIS, IEC, NBS, ASTM 규격에 대응하는 열전대 접속

가능

JIS, IEC, NBS, ASTM 규격에 대응하는 아래의 열전대를 접

속할 수 있습니다.

ㆍJIS 규격 ： R, K, J, S, ㆍIEC 규격 ： R, K, J, S,

ㆍNBS 규격 ： PLⅡ ㆍASTM 규격 ： W5Re,

■미세 전압, 각종 입력 범위에 대응하

센서 접속 가능

는전압/전류의

미세 전압, 전압, 전류용 입력 센서를 사용하여 아래 범위의

아날로그 입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ㆍ미세 전압： 0~10mV, 0~100mV, -10~10mV, -100

ㆍ전압  ： 0~1V, 1~5V, 0~5V, 0~10V, -1~1V,

ㆍ전류  ： 4~20mA, 0~20mA

■RFB 리미터 기능

기동을 할 때나 목표값(SV)을 올렸을 때 등에 발생하기 쉬운

오버슈트가 RFB(리셋ㆍ피드ㆍ백) 리미터 기능에 의해 억제

됩니다.

■센서 보정 기능

측정값(PV)과 실제의 온도, 습도, 압력, 유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센서 보정값을 설정함으로써 차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

다.

■프로그램 제어 기능

프로그램 패턴이 설정되어 있으면, 시간 마다 목표값(SV)이

나 PID 상수(비례대(P), 적분 시간(I), 미분 시간(D))을 자동

으로 변경해 가면서 제어합니다.

■캐스케이드 제어 기능

채널 1을 마스터, 채널 2를 슬레이브로 하여 캐스케이드 제

어를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기능

측정값(PV)을 스케일링 한 결과를 자동으로 버퍼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간이 아날로그 입출력 기능

측정값을 모니터하거나 조작량을 수동으로 설정함으로써,

Q62HLC를 간이 열전대/미세 전압 입력 모듈, 아날로그-디

지털 변환 모듈,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모듈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4 온도 조절 모듈/루프 컨트롤 모듈

B,E,T B,E,T,N

W26Re

~100mV

-5~5V, -10~10V



■오토 튜닝 모드 설정 기능

AT(오토 튜닝) 대기 시간과 AT 삽입 추가 시간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제어 대상에 적합한 오토 튜닝의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기능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도 Q62HLC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FeRAM에 의한 설정값 백업

버퍼메모리 내의 설정값을 FeRAM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GX Developer의 테스트 기능을 사용하여 직접 버퍼메모리

에 데이터를 쓸 때는 “LD “＋”OUT Yn1”의 시퀀스 프로그

램만 있으면 됩니다.

**

■유틸리티 패키지에 의한 간편한 설정

별도로 판매하는 유틸리티 패키지(GX Configurator-TC)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틸리티 패키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틸리티 패키지를 사용하면, 초기 설정이나 자동 리프레시

설정을 화면에서 설정하므로 시퀀스 프로그램을 줄일 수 있

으며, 간단하게 설정 상태나 동작 상태를 확인하거나 오토

튜닝할 수 있습니다.

외관

기능

3.4.2 루프 컨트롤 모듈:
Q62HLC

3.4 온도 조절 모듈/루프 컨트롤 모듈

단위：mm

FG 단자용 L형

(부속품)

M3 나사(부속품)M3 나사(부속품)

항목 내용

오토 튜닝 기능

오토 튜닝 모드

설정 기능

역동작/정동작 선택 기능

RFB 리미터 기능

센서 보정 기능

사용하지 않는 채널 설정

기능

PID 제어 강제 정지 기능

루프 단선 검출 기능

FeRAM에 의한 데이터의

저장 기능

경보 기능

CPU 정지 에러 발생 시의

제어 출력 설정 기능

프로그램 제어 기능

캐스케이드 제어 기능

스케일링 기능

간이 아날로그 입출력 기능

온라인 모듈 교환 기능

Q62HLC 제어 기능

루프 컨트롤 모듈이 자동으로 최적의 PID 상수를 설정하는 기능.

AT(오토 튜닝) 동작 대기 시간과 AT 삽입 추가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사용하는 제어 대상에 맞게 오토 튜닝 모드를

설정하는 기능.

가열 제어(역동작)와 냉각 제어(정동작) 선택 가능.

목표값(SV) 변경 및 제어 대상 변경 시에 발생하기 쉬운 조작량의 오버슈트를 억제하는 기능.

측정 상태 등에 따라 측정값과 실제의 온도, 습도, 압력, 유량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를 보정하는 기능.

제어하지 않는 채널의 PID 연산을 비실행으로 하는 기능.

제어하고 있는 채널의 PID 연산을 강제 정지시키는 기능.

부하(히터)의 단선, 외부 기기(사이리스터 등)의 이상, 입력 센서의 단선 등에 의한 제어계(제어 루프)의 이상을 검

출하는 기능.

버퍼메모리의 내용을 FeRAM에 백업 함으로써, 시퀀스 프로그램에 의한 프로그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측정값(PV)을 감시하여 경보를 실행하는 기능.

CPU 정지 에러 발생 시에 제어 출력을 속행/정지하는 기능.

시간 스케줄에 따라 목표값을 변경해 가면서 제어하는 기능.

채널 1을 마스터, 채널 2를 슬레이브로 하여 캐스케이드 제어하는 기능.

측정값을 스케일링하여 버퍼메모리에 저장하는 기능.

측정값을 모니터하거나 조작량을 수동으로 설정함으로써, 간이 열전대/미세 전압 입력 모듈,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모듈,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모듈로서 사용하는 기능.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 모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Q62HLC의 출력 신호 및 버퍼메모리를 설정하여 Q62HLC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성능 사양

3.4.2 루프 컨트롤 모듈:
Q62HLC

3.4 온도 조절 모듈/루프 컨트롤 모듈

*1：정밀도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밀도)=(지시 정밀도)＋(냉접점 온도 보상 정밀도)
예) 입력 범위 설정 “2”, 사용 주위 온도 35℃, 온도 측정값 300℃일 때의 정밀도

｛400.0－(－200.0)｝【풀 스케일】×(±0.007)【±0.7%】＋(±1.0℃)【냉접점 온도 보상 정밀도】=±5.2℃

항목 사양

아날로그 입출력 점수 2채널/모듈

아날로그 입력 사양 아날로그 출력 사양

입력 점수 2점(2채널) 출력 점수 2점(2채널)

아날로그 입력
“사용 가능한 입력 센서의 종류와

측정 범위, 데이터 분해능” 참조

디지털 입력
16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

디지털 출력 16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 아날로그 출력 전류

사용 가능한 열전대

입력 특성 “사용 가능한 입력 센서의 종류와

측정 범위, 데이터 분해능” 참조

출력 특성

디지털 입력값：0~1000

(간이 아날로그 출력 사용 시：0~4000),

출력 범위：4~20mA

최대 분해능 최대 분해능

지시

정밀도

주위 온도：

23℃±2℃
“지시 정밀도” 참조

출력

정밀도

주위 온도：

23℃±2℃
풀 스케일×(±0.2%)

주위 온도：

0℃~55℃

주위 온도：

0℃~55℃
풀 스케일×(±0.4%)

냉접점

온도보상

주위 온도：

23℃±2℃

주위 온도：

0℃~55℃

변환 속도
25ms/2채널

(사용 채널 개수에 관계없이 일정)
변환 속도

25ms/2채널

(사용 채널 개수에 관계없이 일정)

샘플링 주기
25ms/2채널

(사용 채널 개수에 관계없이 일정)

절대 최대 입력

미세 전압：±12V

전압：±15V

전류：±30mA

허용 부하 저항 600Ω 이하

입력 임피던스
열전대, 미세 전압, 전압：1MΩ

전류：250Ω
출력 임피던스 5MΩ

노멀 모드 제거비 60 dB 이상(50/60Hz)

코먼 모드 제거비

입력 필터

(일차 지연 디지털 필터)

0.0~100.0s

(0：입력 필터 OFF)

센서 보정값 설정

열전대：-500.0~500.0℃

미세 전압, 전압, 전류：-50.00~

50.00%

입력 단선 시의 동작 “입력 단선 시의 동작” 참조

제어 방식 연속 비례 제어

PID 상수 범위

PID 상수 설정 오토 튜닝에 의한 설정 가능

비례대(P)
열전대：0.1~풀 스케일℃

미세 전압, 전압, 전류：0.1~1000.0%

적분 시간(I) 0.0~3276.7s

미분 시간(D) 0.0~3276.7s

목표값 설정 범위
열전대：사용하는 열전대의 입력 범위

미세 전압, 전압, 전류：설정된 입력 범위

불감대 설정 범위
열전대：0.0~100.0℃

미세 전압, 전압, 전류：0.00~10.00%

(다음 페이지에 계속)

*1

항목 사양

120 dB 이상(50/60Hz)

±0.5℃

±1.0℃



*2：본 모듈을 사용한 PLC 시스템에서의 노이즈 내량, 내전압, 절연 저항 등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전원 모듈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입력 센서의 종류와 측정 범위, 데이터 분해능

3.4.2 루프 컨트롤 모듈:
Q62HLC

3.4 온도 조절 모듈/루프 컨트롤 모듈

(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항목 사양

시간 정밀도

노이즈 내량

절연

절연 위치 절연 방식 절연 내압 절연 저항

입력과 접지 간
트랜스 절연 AC500V 1분간 DC500V 20MΩ 이상

입력 채널 간

보호 등급 1P2X

FeRAM 읽기/쓰기 횟수 최대 1010회

접속 단자 18점 단자대

적합 전선 크기

적합 압착 단자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16점)

외부 공급 전원

DC24V ＋20%, －15%

리플, 스파이크 500mVP-P 이하

돌입 전류：0.2 A, 4ms 이하

0.07A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형 치수

중량

입력 입력 범위 디지털값 분해능

열전대

미세 전압

전압

전류

0.27A



■지시 정밀도

(1) 주위 온도 23℃±2℃ 시

(2) 주위 온도 0℃~55℃ 시

■입력 단선 시의 동작

*1：“입력 범위 상한값+(풀 스케일×5%)”가 표시됩니다.

*2：“입력 범위 하한값-(풀 스케일×5%)”가 표시됩니다.

*3：이 때, 측정값이 입력 범위 안에 들어가므로, 센서가 접속되어 있지 않은 채널일지라도 경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4.2 루프 컨트롤 모듈:
Q62HLC

3.4 온도 조절 모듈/루프 컨트롤 모듈

입력 입력 범위 동작

열전대
전체 업 스케일*1

미세 전압

전압
1~5V 다운 스케일*2

0~1V, -1~1V, 0~5V, -5~5V, 0~10V, -10~10V 0V 부근의 값을 표시*3

전류
4~20mA 다운 스케일

0~20mA 0mA 부근의 값을 표시*3

항목 오차

열전대

±( X(0.1%)+1digit)지시값

미세 전압

풀 스케일×(±0.1%)전압

전류

열전대

미세 전압

풀 스케일×(±0.2%)전압

전류

항목 오차

-100℃ 미만

-100~500℃ 미만

500℃ 이상

-50~1000℃ 미만

1000℃ 이상

400℃ 미만

400~1000℃ 미만

1000℃ 이상

-100℃ 미만

-100~500℃ 미만

500℃ 이상

-50~1000℃ 미만

1000℃ 이상

400℃ 미만

400~1000℃ 미만

1000℃ 이상

±10℃

±0.5℃

±10℃

±10℃

±70.0℃

±( X(0.1%)+1digit)지시값

±( X(0.1%)+1digit)지시값

±( X(0.2%)+1digit)지시값

±2.0℃

±1.0℃

±2.0℃

±140.0℃

±( X(0.2%)+1digit)지시값

±( X(0.2%)+1digit)지시값

±2.0℃



외부 배선

(1) 입력

(a) 열전대 입력의 경우

3.4.2 루프 컨트롤 모듈:
Q62HLC

3.4 온도 조절 모듈/루프 컨트롤 모듈

(b) 미세 전압 입력의 경우

(c) 전압 입력의 경우

(d) 전류 입력의 경우

(2) 출력

(3) 외부 공급 전원

*1：케이블은 반드시 실드선을 사용하십시오.

신호
DC-100~100mV

신호
DC-10~10V

신호
DC0~20mA

제어 기기

0~600Ω

DC/DC
컨버터



＜단자 번호와 신호명＞

시스템 구성

＜Q62HLC 동봉품＞

＜별도 준비품＞

＜적용 CPU와 장착 가능 장수＞

Q62HLC를 장착할 수 있는 CPU 모듈 및 네트워크 모듈(리

모트 I/O국용)과 장착 가능 장수를 나타냅니다.

*1：본 매뉴얼 1장의 각 CPU 시스템에서 시스템 구성에 관한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

*2：2.5.2항의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구성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Q62HLC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Q62HLC를 사용할 때는 GX Developer가 필요합니다.

3.4.2 루프 컨트롤 모듈:
Q62HLC

3.4 온도 조절 모듈/루프 컨트롤 모듈

■적용 시스템

단자 번호 신호명 내용

전류 출력용 외부 공급 전원 DC24V+

전류 출력용 외부 공급 전원 DC24V-

전류 출력+

전류 입력+

열전대/미세 전압 입력+

전압/전류 입력-

냉접점 온도 보상 저항

전류 출력-

전류 출력+

전류 출력-

전압 입력+

열전대/미세 전압 입력-

전류 입력+

전압 입력+

열전대/미세 전압 입력+

전압/전류 입력-

열전대/미세 전압 입력-

냉접점 온도 보상 저항

품명 내용

매뉴얼 루프 컨트롤 모듈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매뉴얼 루프 컨트롤 모듈 사용자 매뉴얼(상세편)

품명 내용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 고

CPU

모듈
Q 모드에서만

장착 가능

( 1)*

네트워크

모듈

MELSECNET/H

리모트 I/O국

( 2)*

최대 16장

최대 2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 1)*

( 1)*

소프트웨어 버전

MELSECNET/H 리모트 I/O

국에 장착하는 경우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Version 8 이후

Version 4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7.10L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1.20W 이후



＜시스템 구성 시의 주의 사항＞

열전대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Q62HLC는 단자대의 온

도를 기준으로 하여 온도를 시스템 구성에 따라

서는 모듈 상호 간의 발열의 영향으로 단자대의 온도가 균일

하지 않게 되어 측정 온도의 오차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의 단자대 변환 모듈과 전용 케이블을 사

용하면 발열에 의한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측정하므로

전용 케이블 및 단자대 변환 모듈에 대해 나타냅니다.

전용 케이블 및 단자대 변환 모듈에 대해서는 당사에 문의하

십시오.

3.4.2 루프 컨트롤 모듈:
Q62HLC

3.4 온도 조절 모듈/루프 컨트롤 모듈

품 명 형 명 제조회사

Q단자대 장착

온도 조절 전용

케이블

FA-

CBLQ62HLC**

( ：케이블 길이)** 미쓰비시전기

엔지니어링(주)온도 조절용

단자대 변환

모듈

Q단자대 장착 온도 조절
전용 케이블

부속된 단자대를 빼고 전용 케이블의
단자대를 장착한다

온도 조절용 단자대
변환 모듈

열전대 또는 보상 도선



GX Configurator-TC

개요

GX Configurator-TC는 온도 조절 모듈 Q64TCTT(BW),

Q64TCRT(BW), 루프 컨트롤 모듈 Q62HLC를 사용하는 경

우에 필요한 초기 설정을 하거나, 온도 측정값 또는 조작량,

목표값 등을 자동으로 CPU 디바이스 메모리에서 읽거나 쓸

수 있도록 설정하는 유틸리티 패키지로서 GX Developer에

애드 인하여 사용합니다.

GX Configurator-TC에서는 초기 설정이나 자동 리프레시

설정을 화면에서 설정하므로 시퀀스 프로그램을 줄일 수 있

으며, 간단하게 설정 상태나 동작을 확인하거나 오토 튜닝

할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유틸리티

■초기 설정

온도 조절 모듈, 루프 컨트롤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

한 초기값을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이 필요한 주요 항목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력 범위

(2) 제어 파라미터 설정

(3) 경보 기능 설정

(4) CT 설정(Q64TCTTBW, Q64TCRTBW만)

(5) 오토 튜닝 설정(Q62HLC만)

(6) 프로그램 제어 설정(Q62HLC만)

(7) 캐스케이드 제어 설정(Q62HLC만)

(8) 기타 설정

초기 설정 된 데이터는 PLC CPU의 파라미터에 등록되며,

PLC CPU가 RUN될 때 자동으로 온도 조절 모듈, 루프 컨트

롤 모듈에 쓰입니다.
*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모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
항은 각 모듈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초기 설정 화면 예

■자동 리프레시 설정

자동 리프레시 할 온도 조절 모듈, 루프 컨트롤 모듈의 버퍼

메모리를 설정합니다. 자동 리프레시를 설정할 수 있는 주요

항목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쓰기 데이터 에러 코드

(2) 온도 측정값(PV)

(3) 조작량(MV)

(4) 목표값(SV)

(5) 트랜지스터 출력 플래그

(Q64TCTT(BW), Q64TCRT(BW)만)

(6) 경보 발생 내용

(7) 경보 설정값

(8) 히터 단선 경보 설정(Q64TCTTBW, Q64TCRTBW만)

(9) 히터 전류 측정값(Q64TCTTBW, Q64TCRTBW만)

(10) 비례대(P) 설정(Q62HLC만)

(11) 적분 시간(I) 설정(Q62HLC만)

(12) 미분 시간(D) 설정(Q62HLC만)

자동 리프레시가 설정된 온도 조절 모듈, 루프 컨트롤 모듈

버퍼메모리의 저장값은 PLC CPU의 END 명령 실행 시에 자

동으로 읽힙니다.

*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모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
항은 각 모듈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자동 리프레시 설정 화면 예

■모니터/테스트

●모니터/테스트

온도 조절 모듈, 루프 컨트롤 모듈의 버퍼메모리나 입출력

신호를 모니터/테스트합니다.

모니터/테스트 화면 예

3.4 온도 조절 모듈/루프 컨트롤 모듈
3.4.3 온도 조절 모듈/루프 컨트롤 모듈 설정ᆞ모니터 툴：



●오토 튜닝

온도 조절 모듈의 오토 튜닝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오토 튜닝 화면 예

GX Configurator-TC로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
터 설정 개수

CPU 모듈 및 MELSECNET/H 네트워크 시스템의 리모트

I/O국은 GX Configurator에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용으로

서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설정 개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모트 I/O국에 복수의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장착한 경우, 모든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파라미터 설정

개수의 합이 리모트 I/O국의 최대 파라미터 설정 개수를 초

과하지 않도록 GX Configurator에서 설정하십시오.

파라미터 설정 개수의 합은 초기 설정과 자동 리프레시 설정

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GX Configurator-TC에서 1모듈 마다 설정할 수 있는 파라

미터 설정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작 환경

GX Configurator-TC를 사용하는 PC의 동작 환경에 대해 설명합니다.

*1：동일 언어의 GX Developer Version 4 이후에 GX Configurator-TC를 인스톨하십시오.
GX Developer(일본어판)와 GX Configurator-TC(영문판) 또는 GX Developer(영문판)와 GX Configurator-TC(일본어판)는 조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GX Configurator-TC는 GX Developer Version 3 이전의 제품에 애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GX Configurator-TC

3.4 온도 조절 모듈/루프 컨트롤 모듈
3.4.3 온도 조절 모듈/루프 컨트롤 모듈 설정ᆞ모니터 툴：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장착 대상

최대 파라미터 설정 개수

초기 설정
자동 리프레시

설정

MELSECNET/H 리모트 I/O국

대상 모듈 초기 설정 자동 리프레시 설정

21 (고정) 61 (최대 설정 개수)

21 (고정)

22 (고정)

73 (최대 설정 개수)

52 (최대 설정 개수)

항 목 주변기기

인스톨(애드 인) 위치 *1 GX Developer Version 4 이후에 애드 인*2

컴퓨터 본체 Windows 가 동작하는 PC®

CPU
아래 표의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참조

필요 메모리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 용량

인스톨 시 65MB 이상

동작 시 10MB 이상

디스플레이 해상도 800×600도트 이상

기본 소프트웨어

기본 소프트웨어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CPU 필요 메모리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Windows XP의 새로운 기능®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Operating System, Microsoft Windows XP Home Edition Operating System을 사용하시는

경우, 다음의 새로운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아래의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면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Windows 호환 모드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기동®

ㆍ사용자 간이 전환

ㆍ리모트 데스크톱

ㆍ큰 글꼴(화면 속성의 상세 설정)

GX Configurator-TC

3.4 온도 조절 모듈/루프 컨트롤 모듈
3.4.3 온도 조절 모듈/루프 컨트롤 모듈 설정ᆞ모니터 툴：

포인트



3.5 위치결정 모듈
3.5.1 위치결정 제어의 개요

위치결정 제어의 목적과 용도

「위치결정」이란, 피가공물이나 공구 등의 이동체(이하 총칭하여 「워크」 )를 지정한 속도로 이동하여 목적으

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정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로로 표현

대표적인 용도를 나타냅니다.

ㆍ절연 재료나 가죽 등을 한가지 타입으로 천공하기 위해

2축(X축, Y축)의 서보를 사용하여 차례로 위치결정한다.

ㆍX축의 서보로 테이블을 위치결정한 다음, Y축의 서보로

프레스 헤드를 위치결정하여 프레스로 구멍을 뚫는다.

ㆍ재료의 종류나 타입이 바뀔 때는 프레스 헤드를 교환하

고 위치결정 패턴을 전환한다.

ㆍ1축의 서보를 사용하여 팔레타이저에 대해 높은 정밀

도로 위치결정한다.

ㆍ재료의 두께에 따라 팔레타이저의 하강 이동량을 기억

한다.

ㆍ소형 머신 센터 ATC 툴 매거진을 위치결정한다.

ㆍ매거진의 현재값과 과의 관계를 연산하여, 정회

전 또는 역회전 중에 짧은 액세스 방향으로 위치결정한

다.

목표값

■펀치 프레스(X, Y의 이송 위치결정)

Y축용
서보 모터 Y축

프레스 천공

서보 앰프

X축용
서보 모터

서보 엠프

■팔레타이저

컨베이어 제어
컨베이어

서보 모터
(브레이크 내장)

위치 검출기

서보 앰프 팔레타이저

배출기 제어

기어＋볼 나사

X축

Y축

프레스 헤드 X축
기어＋랙＆피니언

Y축

X축

감속기

볼 나사

(QD75에서)

■소형 머신 센터(ATC 매거진 위치결정)

서보 모터

커플링

감속기
ATC 툴
매거진

서보
앰프

위치결정 핀 툴

(12개, 20개)

11, 12, 1, 2,
3를 호출할 때의
회전 방향

17~20, 1~5를
호출할 때의
회전 방향

현재값
검색 위치

현재값
검색 위치

5, 6, 7, 8,
9, 10를 호출
할 때의 회전
방향

7~16을 호출할
때의 회전 방향

〈툴수 12개> 〈툴수 20개〉



3.5 위치결정 모듈
3.5.1 위치결정 제어의 개요

ㆍ브라운관의 에이징 공정에 있어서 브라운관을 랙에 보

관하기 위해 AC 서보를 사용하여 위치결정을 한다.

ㆍ1축의 서보를 사용하여 리프터를 상하로 위치결정하고,

2축의 서보를 사용하여 에이징 랙의 좌우로 위치결정한

다.

ㆍ1축의 서보를 사용하여 인덱스 테이블을 높은 정밀도로

위치결정한다.

ㆍ서보와 인버터를 사용하여 워크 내면의 연삭을 제어한

다.

ㆍ1축의 인버터로 워크의 회전을 제어하고 2축의 인버터

로 회전을 제어한다. 3축의 서보로 워크를 이송하여 연

삭한다.

■리프터(브라운관의 에이징 랙 보관)

언로드 장치

로드, 언로드 장치

B컨베이어 에이징 랙

리프터
C컨베이어

카운터
웨이트 A 컨베이어

서보 앰프

로드 장치
서보 모터

서보 모터

(브레이크 내장)

서보 앰프

감속기

■인덱스 테이블(각도의 고정밀도 분할)

디지털 스위치

서보 앰프

인덱스

테이블

웜 기어
검출기
서보 모터

■내면 연삭

a. 전체 이송량(μm)

b. 마무리 이송량(μm)
c. 보정량(μm)

d. 1차 연마 속도(μm/s)

e. 정련 속도(μm/s)

인버터

서보 모터
모터

워크

그라인드

모터

인버터

조작반

그라인드를 고정
하고 워크를 이송

하여 연삭한다.

서보 앰프



위치결정 제어의 구조

＜QD70의 경우＞

＜QD75의 경우＞

3.5 위치결정 모듈
3.5.1 위치결정 제어의 개요

QD70을 사용한 위치결정 제어는 「펄스 신호」를 사용합니

다.(QD70은 펄스를 출력하는 모듈입니다.)

QD70을 사용한 위치결정 제어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소프트

웨어나 외부 기기가 아래 그림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QD70은 각종 신호나 파라미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PLC

CPU로 제어함으로써 복잡한 위치결정 제어를 실현합니다.

QD75를 사용한 위치결정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나 외부 기기가 아래 그림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QD75는 각종 신호나 파라미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PLC

CPU로 제어함으로써 복잡한 위치결정 제어를 실현합니다.

주변기기

GX Developer에 의해
제어의 순서나 조건을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GX Configurator-PT를
애드 인하여 파라미터
ㆍ데이터를 초기 설정
한다.

작성된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저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QD70에
위치결정 기동 신호, 축 정지
신호 등을 출력한다.

QD70의 에러 등을 검출한다.

PLC
CPU

QD70
위치결정
모듈

드라이브
모듈

모터

워크

근점도그 신호, 속도ㆍ위치
전환 신호를 QD70에 .입력한다

기계계 입력
(스위치)

파라미터나 데이터를 저장한다.

PLC CPU의 지령에 의해 드라이브
모듈에 펄스를 출력한다.

QD70에서 펄스 지령을 받아 모터를
구동한다.

드라이브 모듈로부터의 지령에 의해
실제로 작업을 한다.

제어의 순서나 조건을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제어를 위한 파라미터나
위치결정 데이터를 설정
한다.
테스트 모드에 의한 테
스트 운전 기능을 이용
하여 JOG 운전 등의 기
동 명령을 내린다.
위치결정 동작을 모니터
한다.

작성된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저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QD75에
기동 신호, 정지 신호 등을 출력
한다.

QD75의 에러 등을 검출한다.

PLC
CPU

QD75

위치결정
모듈

서보
앰프

모터

워크

기동 신호, 정지 신호, 리미트
신호, 제어 전환 신호 등의 신
호를 QD75에 출력한다.

외부 신호 펄스를 발신하여
지령을 내린다.

수동 펄스
발생기

파라미터나 데이터를 저장한다.

PLC CPU, GX Configurator-QP, 외부
신호, 수동 펄스발생기의 지시에 의
해 서보에 데이터를 송신한다.

QD75에서 위치 지령, 제어 지령을 받
아 모터를 구동한다.
＜QD75P/D＞

드라이브 모듈 레디 신호나 영점 신호
를 QD75에 출력한다.
＜QD75M＞
SSCNET를 이용하여 모터 데이터 등의
위치 데이터를 QD75에 출력한다.

서보로부터의 지령에 의해 실제로 작업
을 한다.

* QD75M1, 2, 4에 대해서는 GX Configurator의 SW2D5C-QD75P
이후 버전의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위치 제어와 속도 제어의 동작 원리

■위치 제어

지정된 거리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총펄스수는 아래식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거
리를 이동
하는데 필
요한 총펄
스수

지정 거리

모터가 1회전
하였을 때의
기계(부하)측
이동거리

모터가 1회
전하는데
필요한 펄스
수

※모터가 1회전하는데 필요한 펄스수는 해당
사양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엔코더 분해능」 을

참조하십시오.

모터 카탈로
그의

이 총펄스수를 QD70, QD75에서 서보 앰프에 보내면 지정

거리를 이동하도록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서보 앰프에 1펄스를 보냈을 때 기계측이 이동하는 양을

「1펄스당 이동량」이라 하며, 이 값이 워크가 이동하는 최

소 단위로서 전기적인 위치결정 정밀도가 됩니다.

■속도 제어

상기의 「총펄스수」는 이동거리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디

이스지만 위치결정 제어나 속도 제어를 하는 경우에는 속

도도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속도」는 QD75에서 드라이브 모듈에 출력하는

「펄스 주파수」에 따라 제어됩니다.

QD70, QD75는 「총펄스수」로 위치를, 「펄스 주파수」로 속

도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위치결정 제어 시스템의 개략 설계

QD70P/D, QD75P/D를 사용한 위치결정 제어 시스템의 동

작과 설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QD70P/D를 사용한 위치결정 제어 시스템

■QD75P/D를 사용한 위치결정 제어 시스템

●QD70P/D, QD75P/D에 의한 위치결정 제어 동작

(1) QD70P/D, QD75P/D의 출력은 펄스열입니다.

QD70P/D, QD75P/D에서 펄스열이 출력되면, 드라이브

모듈의 편차 카운터에는 입력된 펄스가 적산됩니다. 이

펄스의 적산값(드룹 펄스)이 D/A 변환기에 의해 직류 아

날로그 전압으로 변경되어 서보 모터에 속도 지령을 내

립니다.

(2) 드라이브 모듈로부터의 속도 지령에 의해 서보 모터는

회전을 시작합니다.

서보 모터가 회전하면 서보 모터에 부속된 펄스 엔코더

(PLG)에 의해 회전수에 비례한 피드백 펄스가 발생합니

다.

발생한 피드백 펄스는 드라이브 모듈에 피드백되어 편차

카운터의 드룹 펄스를 감산합니다.

편차 카운터는 일정한 드룹 펄스를 유지하여 서보 모터

의 회전을 계속합니다.

(3) QD70P/D, QD75P/D에서의 지령 펄스 출력이 정지되면

편차 카운터의 드룹 펄스가 감소하여 속도가 늦어지고,

드룹 펄스가 「0」이 되면 서보 모터는 정지합니다.

즉, 서보 모터의 회전 속도는 지정 펄스 주파수에 비례

하며, 서보 모터의 회전 각도는 지령 펄스의 출력 펄스수

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1펄스당 이동량을 정해 두면, 펄스열의 펄스수에

비례한 위치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펄스 주파수는 서보 모터의 회전수(전송 속도)가 됩니다.

3.5 위치결정 모듈
3.5.1 위치결정 제어의 개요

위치결정
모듈

서보

앰프
서보
모터

검출기
(펄스
엔코더)

속도=펄스 주파수
이동거리=펄스수 귀환 펄스

귀환 펄스=검출기에서의 발생 펄스

펄스 주파수[pps] 이 면적이 지령
총펄스수가 된다

이동 시간 t=2

QD70P/D에 의한 위치결정 제어 시스템의 동작 개요

QD75P/D에 의한 위치결정 제어 시스템의 동작 개요

PLC
CPU

프로그램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인터페이스

읽기, 쓰기 등

모니터 데이터 읽기

초기 설정/자동 리프레시 설정/동작 모니터

QD70P/D

버퍼
메모리/
XY 디바이스

정회전 펄스열

역회전 펄스열

드라이브 모듈

편차
카운터

D/A
변환기

속도 지령

서보 앰프

인터페이스

피드백 펄스

서보 모터

PLC
CPU

프로그램

주변기기
인터
페이스

읽기, 쓰기 등

읽기, 쓰기 등

읽기, 쓰기 등

위치결정 모듈
QD75P/D

설정 데이터

정회전 펄스열

역회전 펄스열

드라이브 모듈

편차
카운터

D/A
변환기

속도 지령

서보 앰프

인터페이스

피드백 펄스

서보 모터

위치결정 모듈

포인트

파라미터



●QD70P/D, QD75P/D에서의 출력 펄스

(1) QD70P/D, QD75P/D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서보 모

터 가속 시에 펄스열이 가끔씩 나타나다가 지령 속도에

가까워짐에 따라 빈도가 많아집니다.

(2) 지령 속도(목표로 한 속도)가 되면 일정한 펄스열이 됩

니다.

(3) 서보 모터 감속 시 QD70P/D, QD75P/D는 펄스열이 점

차 줄어들어 마지막에는 「0」이 됩니다.

서보 모터는 지령 펄스에 비해서 조금 늦게 감속 정지합

니다.

QD70P/D, QD75P/D에서의 펄스 출력과 서보 모터의

감속 정지 시간의 차이는 정지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서 필요한 것으로서 “정지 정정 시간”이라고 합니다.

■볼 나사를 사용한 시스템의 이동량과 속도

위 시스템에서 1펄스당 이동량, 지령 펄스 주파수, 편차 카

운터의 드룹 펄스량은 아래 식으로 계산합니다.

●1펄스당 이동량

1펄스당 이동량은 이송 나사 읽기, 감속비, 펄스 엔코더

의 분해능으로 계산합니다.

이동량은 (출력 펄스수)×(1펄스당 이동량)이 됩니다.

●지령 펄스 주파수

지령 펄스 주파수는 가동부의 속도와 1펄스당 이동량으

로 계산합니다.

●편차 카운터의 드룹 펄스량

편차 카운터의 드룹 펄스량은 지령 펄스 주파수와 위치

루프 게인으로 계산합니다.

■QD75M을 사용한 위치결정 시스템

QD75M에 의한 위치결정 시스템의 동작 개요

●QD75M에 의한 위치결정 제어 동작

(1) QD75M은 SSCNET(Servo System Controller Network)

를 경유하여 서보 앰프와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MELSERVO(미쓰비시 서보 앰프：MR-H-BN,

MR-H-BN4, MR-J2-B, MR-J2S-B, MR-J2-Jr,

MR-J2M-B)와 SSCNET 케이블로 접속하므로 배선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절대 위치 대응 서보 앰프를 접속함으로써 절대 위치 시

스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3.5 위치결정 모듈
3.5.1 위치결정 제어의 개요

QD70P/D, QD75P/D에서의 출력 펄스

볼 나사를 사용한 시스템

V
펄스

드룹 펄스량 펄스 분배

서보 모터 속도

가속 감속 시간 t

정지 정정 시간

펄스열 희박 조밀 희박

펄스 엔코더(PLG)

워크

이송 나사

테이블

서보 모터

A：1펄스당 이동량(mm/pulse)

Vs：지령 펄스 주파수(pulse/s)

n：펄스 엔코더의 분해능(pulse/rev)

L：이송 나사 읽기(mm/rev)

R：감속비

V：가동부 속도(mm/s)

N：모터 회전수(r/min)

K：위치 루프 게인(1/s)

ε：편차 카운터의 드룹 펄스량

P0：원점(pulse)

P ：어드레스(pulse)

PLC
CPU

위치 지령

제어 지령
ㆍ위치 지령
ㆍ제어 지령
ㆍ모니터 데이터

위치
제어

속도
제어

전류
제어

수동 펄스발생기
A상/B상

외부 입력 신호(3.3.2항 참조)

ㆍFLS (상한 리미트 신호)
ㆍRLS (하한 리미트 신호)
ㆍCHG (외부 지령 신호/전환 신호)
ㆍSTOP (정지 신호)
ㆍDOG (근점도그 신호)

읽기
쓰기
등

모니터 데이터

인터
페이스

인버터

전류 피드백

속도 피드백

위치 피드백
인터
페이스

서보
모터



3.5 위치결정 모듈
3.5.2 QD70 입 위치결정 모듈:타
QD70P4, QD70P8, QD70D4, QD70D8

개요

QD70P4, QD70P8, QD70D4, QD70D8(이하, QD70)는 간

단하지만 축수가 많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위치결정 모듈

입니다.

MELSEC-A 시리즈 위치결정 모듈 AD70 타입과는 입출력

신호, 기능 등이 .호환되지 않습니다

(AD70 타입 위치결정 모듈은 아날로그 출력 타입이므로

QD70 타입 위치결정 모듈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특징

■출력 방식(2종류)

지령 신호로서 오픈 컬렉터 방식과 차동 드라이버 방식의 2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스테핑 모터 또는 서보 앰프를 제어합

니다.

QD70P4, QD70P8 : 오픈 컬렉터 방식

QD70D4, QD70D8 : 차동 드라이버 방식

■4, 8축 제품을 구비

모듈당 4, 8축을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D70P4, QD70D4 : 4축

QD70P8, QD70D8 : 8축

모듈 장착 장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8축 이상을 제어해야 하

는 경우 복수의 모듈을 장착하면 가능합니다.

■위치결정 제어 기능

(1) 임의의 위치로 이동시키는 위치결정 제어, 등속 제어 등

위치결정 제어 시스템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a) 위치결정 어드레스, 제어 방식, 운전 패턴 등을 포

함하여 1축당 최대 10개의 위치결정 데이터를 설정

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축 별로 위치

결정 제어를 합니다.

(b) 직선 제어(최대 8축 동시 실행 가능)를 축 별로 위치

결정 할 수 있습니다.

1개의 위치결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위치결정 종료

또는 복수의 위치결정 데이터의 연속 위치결정 제어

가 가능합니다.

(2) 위치 제어,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 현재값 변경 등을 각

위치결정 데이터로 지정하여 실행합니다.

(3) 목표 위치 변경 기능, 목표 속도 변경 기능을 사용하여

위치결정 제어 중에 목표 위치나 목표 속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D70D4, QD70D8만)

(4) 높은 신뢰성의 원점복귀 제어를 합니다.

(a) 근점도그식(1종류), 스토퍼(3종류), 카운트(2종류)

등 6가지 「기계 원점복귀 제어」의 원점복귀 방식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원점복귀 리트라이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의 위치에

서 기계 원점으로 원점복귀할 수 있습니다.

(5) 사다리꼴 가감속과 S자 가감속의 가감속 방식이 구비되

어 있습니다.(S자 가감속은 QD70D4, QD70D8만 가능)

속도 변경이 간편하므로 모터 제어에 적합합니다.

(6) 외부 기기의 사양에 맞추어 입출력 신호의 논리가 전환

되므로, A 접점, B 접점 중에 어느 입력 신호라도 사용

할 수 있으며 출력 신호도 드라이브 모듈의 사양에 맞출

수 있습니다.

■고속의 기동 처리 시간

0.1ms의 1축 기동 처리 시간으로 고속의 위치 제어가 가능

합니다.

복수의 축을 동시 기동(1스캔 내에서 위치결정 기동 신호를

동시에 ON)하더라도 축간의 기동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펄스 출력의 고속 처리 및 드라이브 모듈과의 거리

연장

차동 드라이버 타입의 QD70D4, QD70D8을 사용하면 펄스

출력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제어 거리도 늘릴 수 있습

니다.
ㆍQD70D4/QD70D8 사용 시 : 4mpulse/s, 최대 10m

ㆍQD70P4/QD70P8 사용 시 : 200kpulse/s, 최대 2m

■간편한 메인터넌스

QD70에서는 에러 내용을 세분화하여 처리하므로 더욱 간편

하게 메인터넌스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패키지에 의한 간편한 설정

별도로 판매하는 유틸리티 패키지(GX Configurator-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틸리티 패키지를 사용하면, 초기 설정

이나 자동 리프레시 설정을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시

퀀스 프로그램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설정 상태나 동작 상

태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관

(1) QD70P4

단위：mm

(QD70D4, QD70D8만)



(2) QD70P8

단위：mm

(3) QD70D4

단위：mm

(4) QD70D8

단위：mm

3.5 위치결정 모듈

QD70P4, QD70P8, QD70D4, QD70D8
3.5.2 QD70 입 위치결정 모듈:타



기능 일람

성능 사양

3.5 위치결정 모듈

QD70P4, QD70P8, QD70D4, QD70D8

주 기 능 내 용

원점

복귀

제어

기계 원점복귀 제어 근점도그나 스토퍼 등으로 기계적으로 위치결정 제어의 기준점을 .정하는 기능

고속 원점복귀 제어 기계 원점복귀 제어에 의해 QD70에 저장된 원점 어드레스(이송 현재값)에 위치결정 제어를 .하는 기능

원점복귀 리트라이 기능
임의의 위치에서 기계 원점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

워크의 위치가 원점을 넘어선 경우에도 자동으로 기계 원점복귀를 한다.(QD70D4, QD70D8 )만 사용 가능

위치

결정

제어

위치 제어(1축 직선 제어) 위치결정 데이터로 설정된 어드레스나 이동량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 위치결정 제어를 .하는 기능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
먼저 속도 제어를 실행하고, 이후에 「속도ㆍ위치 전환 신호」가 ON되면 계속해서 위치 제어(지정된 이동량

의 위치결정 제어)를 .하는 기능

현재값 변경 이송 현재값을 위치결정 데이터로 설정된 어드레스로 변경 .하는 기능

JOG 운전 JOG 기동 신호가 ON되어 있는 동안만 드라이브 모듈에 펄스를 출력 .하는 기능

보조

기능

속도 제한 기능 제어 중에 지령 속도가 “속도 제한값”을 초과하는 경우, 지령 속도를 “속도 제한값" 이내로 제한하는 기능.

속도 변경 기능
제어 중에 임의의 시점에서 속도를 변경하는 기능. 운전 패턴이 「위치결정 종료」의 위치 제어 중, 속도ㆍ

위치 전환 제어의 속도 제어 중, JOG 운전 중일 때 .사용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스트로크

리미트 기능

파라미터에 설정되어 있는 상한/하한 스트로크 리미트 범위를 벗어나는 지령을 때 해당하는 지령을

실행하지 않는 기능.

내렸을

목표 위치 변경 기능
제어 중에 임의의 시점에서 위치결정 어드레스 또는 이동량을 변경하는 기능.

운전 패턴이 「위치결정 종료」의 위치 제어 중일 때 사용 가능합니다.(QD70D4, QD70D8 )만 사용 가능

가감속 처리 기능 제어의 가감속을 조정하는 기능.

재기동 기능 축 정지 중에 정지한 위치에서 위치결정 제어를 재개하는 기능.

공통

기능

외부 입출력 신호 논리

전환 기능

외부에 접속된 기기에 맞추어 외부 입출력 신호의 논리를 전환하는 기능.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스위치를 설정하여 전환할 수 있다.

외부 입출력 신호 모니터

기능
GX Developer에서 외부 입출력 신호 상태를 모니터하는 기능.

항 목
기 종

제어 축수 4축 8축 4축 8축

보간 기능 없음

제어 방식 PTP(Point To Point) 제어, 궤적 제어(직선만),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

제어 단위 pulse

위치결정 데이터 *1 10데이터(위치결정 데이터 No.1~10)/축

(GX Configurator-PT,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설정 가능)

주변기기/유틸리티 패키지 GX Configurator-PT(별매)

데이터 백업 없음

위치결정 제어

위치결정 제어 방식

PTP 제어：인크리먼트 방식/앱솔루트 방식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인크리먼트 방식
궤적 제어：인크리먼트 방식/앱솔루트 방식

위치결정 제어 범위

앱솔루트 방식 시

ㆍ-2147483648~2147483647(pulse)

인크리먼트 방식 시

ㆍ-2147483648~2147483647(pulse)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 시

ㆍ0~2147483647(pulse)

속도 지령 0~200000(pulse/s) 0~4000000(pulse/s)

가감속 처리 사다리꼴 가감속 사다리꼴 가감속, S자 가감속*3

가감속 시간 0~32767(ms)

기동 시간 *2 위치 제어

1축 기동

위치 제어

1축 기동

0.2ms 4축 동시 기동 0.2ms4축 동시 기동

8축 동시 기동 0.4ms 8축 동시 기동 0.4ms

보호 등급 IP2X

외선 접속 방식 40핀 커넥터(핀 배열은 QD70P와 QD70D가 다릅니다)

적합 전선 크기
0.3mm (AWG#22) 이하(A6CON1, A6CON4 사용

시), AWG#24(A6CON2 사용 시)

2 0.3mm (A6CON1, A6CON4 사용 시),

AWG#24(A6CON2 사용 시)

2

외부 기기 접속용 커넥터(별매)

펄스 출력 방식 오픈 컬렉터 출력 차동 출력

최대 출력 펄스

드라이브 모듈 간 최대 접속 거리

온라인 모듈 교환 불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다음 페이지에 계속)

0.1ms 0.1ms

3.5.2 QD70 입 위치결정 모듈:타



외부 입출력 사양

■입력 사양

■출력 사양

3.5 위치결정 모듈

QD70P4, QD70P8, QD70D4, QD70D8

*1：위치결정 데이터는 No.1에서만 기동합니다.(QD70P4, QD70P8의 경우)

*2：다른 축의 동작 상황 및 기동 조건(제어 방식, 바이어스 속도, 가감속 시간 등)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운전 패턴이 연속 위치결정 제어 또는 연속 궤적 제어인 경우 S자 가감속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GX Developer의 I/O 할당을 설정하면, 32점만 점유(빈 0점+인텔리전트 32점)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48점 2슬롯(I/O 할당：빈16점＋인텔리전트 32점)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부 공급 전원
전압 DC24V(+20%/-15%)(리플율 5% 이내)

소비 전류

외형 치수

중량

항 목
기 종

*4

신호 명칭
정격 입력 전압/

전류
사용 전압 범위 ON 전압/전류 OFF 전압/전류 입력 저항 응답 시간

QD70P□의 경우

QD70D□의 경우

영점 신호(PG0)

근점도그 신호(DOG)

속도ㆍ위치 전환 신호(CHG)

DC5V/18mA

DC5V/13mA

DC24V/5mA

DC4.5~5.5V

DC4.75~5.5V

DC19.2~26.4V

5.5mA 이상

DC2.7V 이상/

DC3.5V 이상

/6mA 이상

3mA 이상

DC17.5V 이상/

3μs 이하 3μs 이하

0.5mA 이하

DC1.0V 이하/

DC1.0V 이하

/0.5mA 이하

0.9mA 이하

DC7V 이하/

0.1ms 이상

0.1ms 이하

0.1ms 이하

1ms 이하

약 270Ω

약 390Ω

약 6.8kΩ

펄스 출력 F

(PULSE F(+/-))

(CW/PULSE/A상 )*

펄스 출력 R

(PULSE R(+/-))

(CCW/SIGN/B상 )*

ㆍAm26C31 호환 차동 드라이버(QD70D□의 경우)

ㆍ“펄스 출력 모드”와 “펄스 출력 논리 선택”은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스위치 설정」(5.6절 참조)에서 설정합

니다.

ㆍ“펄스 출력 모드”와 “펄스 출력 논리 선택”에 의한 펄스 출력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펄스 출력

모드

펄스 출력 선택

정논리 부논리

정회전 역회전 정회전 역회전

*：QD70D4, QD70D8만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호 명칭
사용 부하 전압

범위

최대 부하 전류/

돌입 전류

ON 시 최대 전압

강하
OFF 시 누설 전류 응답 시간정격 부하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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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70P4, QD70P8, QD70D4, QD70D8

신호 명칭 정격 부하 전압
사용 부하 전압

범위

최대 부하 전류/

돌입 전류

ON 시 최대 전압

강하
OFF 시 누설 전류 응답 시간

QD70P□에서의 펄스상승/펄스하강 시간(단위 tr, tf：μs Duty：％)ᆞᆞᆞ주위 온도는 상온

부하 전압(V)

케이블 길이(m)

부하 전류(mA)
펄스

속도(kpps) (펄스상승) (펄스하강) (펄스상승) (펄스하강)
Duty Duty

부하 전압(V)

케이블 길이(m)

부하 전류(mA)
펄스

속도(kpps) (펄스상승) (펄스하강) (펄스상승) (펄스하강)
Duty Duty

(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펄스 출력 F

(PULSE F(+/-))

(CW/PULSE/A상 )*

펄스 출력 R

(PULSE R(+/-))

(CCW/SIGN/B상 )*

QD70P□의 경우, 시간과 듀티비는 다음과 같다.펄스상승/펄스하강

편차 카운터 클리어(CLEAR)

50mA/1 /

200mA 10ms

점

이하

(저항 부하)

0.1A/1 /

4A 10ms

점

이하

0.1mA 이하

0.1mA 이하
2ms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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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입출력 단자

■QD70P4, QD70P8

배선 여부：○：반드시 배선, △：필요 시 배선
*1：코먼(COM1-2)에는 ＋, － 모두 접속할 수 있습니다.
*2：CON1측만

■QD70D4, QD70D8

배선 여부：○：반드시 배선, △：필요 시 배선
*1：공통 입력 코먼(COM)에는 ＋, － 모두 접속할 수 있습니다.
*2：축 1~4 및 축 5~8의 공통 입력 코먼(COM)은 각각 내부에서

접속되어 있습니다.
*3：속도ㆍ위치 전환 신호/리트라이 스위치 신호(CHG/RTRY)에는

CHG용 스위치와 RTRY용 스위치를 모두 배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스위치가 동시에 ON되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3.5 위치결정 모듈

QD70P4, QD70P8, QD70D4, QD70D8

입출력

구분
외부 배선 신호 명칭 내부 회로

배선

여부

입출력

구분
외부 배선 신호 명칭 내부 회로

배선

여부

입력

근점도그

신호

속도ㆍ

위치 전환

신호

코먼

영점 신호

영점 신호

코먼

외부 전원

입력(ON)

외부 전원

입력(DC24V)

D/D 컨버터
회로

출력

펄스 출력

F(CW/PUL

SE)

펄스 출력

R(CCW/SI

GN)

펄스 출력

코먼

편차 카운터

클리어

편차 카운터

클리어 코먼

입력

근점도그

신호

공통 입력

코먼*2

영점 신호

영점 신호

코먼

출력

펄스 출력 F

펄스 출력 F

－

펄스 출력 F

코먼

펄스 출력

R＋

펄스 출력

R－

펄스 출력

R 코먼

편차 카운터

클리어

편차 카운터

클리어

속도ㆍ위치

전환 신호/리

트라이 스위

치 신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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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신호의 ON/OFF 상태

입력 신호의 ON/OFF 상태는 외부 배선 및 논리 설정에 따

라 정해집니다.

근점도그 신호(DOG)의 경우를 예로 설명합니다.

(입력 신호 역시 근점도그 신호(DOG)와 동일하게 동작합니

다.)

*：논리는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스위치 설정」에서 설정합니다.

●논리 설정과 내부 회로

QD70에서는 부논리 설정에서 내부 회로(포토커플러)가

OFF인 경우를 「입력 신호 OFF」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논리 설정에서는 내부 회로(포토커플러)가 OFF인

경우를 「입력 신호 ON」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포토커플러의 ON/OFF 상태＞

전압 차단 시 ：포토커플러 OFF

전압 인가 시 ：포토커플러 ON

3.5 위치결정 모듈

QD70P4, QD70P8, QD70D4, QD70D8

논리

설정*
외부 배선

QD70에서 본

근점도그 신호

(DOG)의

ON/OFF 상태

부논리

(초기값)

(전압 차단)

(전압 인가)

정논리

(전압 차단)

(전압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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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배열과 신호명(QD70P4, QD70P8)

*1：PG0□에 대한 코먼입니다.(□에는 축No.1~8이 들어갑니다)
*2：CLEAR□에 대한 코먼입니다.(□에는 축No.1~8이 들어갑니다)
*3：DOG□, CHG□에 대한 코먼입니다.(□에는 축No.1~8이 들어갑니다)
*4：PULSE F□, PULSE R□에 대한 코먼입니다.(□에는 축No.1~8이 들어갑니다)
*5：지령 펄스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 전원(DC24V)을 접속하십시오.(축 5~8의 지령 펄스를 출력하는 경우에도 축 1~4용 커넥

터 CON1의 A1, B1에 접속하십시오.)

3.5 위치결정 모듈

QD70P4, QD70P8, QD70D4, QD70D8

핀 배열

모듈 정면에서

본 경우

CON2(축 5~8용) CON1(축 1~4용)

빈 단자

핀 No. 신호명 핀 No. 신호명 핀 No. 신호명 핀 No. 신호명

빈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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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배열과 신호명(QD70D4, QD70D8)

3.5 위치결정 모듈

QD70P4, QD70P8, QD70D4, QD70D8

모듈 정면에
서 본 경우

핀 배열
핀 No. 신호명 핀 No. 신호명 핀 No. 신호명 핀 No. 신호명

핀 No. 신호명 핀 No. 신호명 핀 No. 신호명 핀 No. 신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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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동봉품＞

＜별도 구입품＞

*1：외부 배선용 커넥터 및 케이블은 동봉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
드시 따로 구입하십시오.

■적용 시스템

＜적용 모듈과 장착 가능 장수＞

QD70을 장착할 수 있는 CPU 모듈 및 네트워크 모듈(리모

트 I/O국용)과 장착 가능 장수를 나타냅니다.

*1：본 매뉴얼 1장의 각 CPU 시스템에서 시스템 구성에 관한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

*2：2.5.2항의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구성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QD70을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QD70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GX Developer가 필요합니다.

3.5 위치결정 모듈

QD70P4, QD70P8, QD70D4, QD70D8

품명 내용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 고

품명 내용

소프트웨어 버전

매뉴얼 QD70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매뉴얼
QD70 사용자 매뉴얼(상세편)

QD70D 사용자 매뉴얼(상세편)

커넥터*1 외부 배선용 커넥터 A6CON1, A6CON2,

A6CON4

접속

케이블*1

QD70과 드라이브 모듈, 기계 입력 신호를 접속하는

케이블.

지정 서보 앰프, 스테핑 모터용으로 특별히 외부 배선

커넥터(A6CON1, A6CON2, A6CON4)를 사용하여

제작한 케이블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6.1항의 FA

제품을 참조하십시오.

CPU

모듈
Q 모드에서만

장착 가능*1

네트워크

모듈

MELSECNET/H

리모트 I/O국*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하는 경우

최대 8장 최대 4장

최대 64

최대 12최대 24

장
*1

*1

최대 64

최대 64

최대 32

최대 32

최대 32

장

장장

장 장

장장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Version 8 이후

Version 4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7.10L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1.10L 이후

Version 1.00A 이후

Version 1.13P 이후

Version 1.00A 이후

Version

1.20W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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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QD70 타입 위치결정 모듈 설정ᆞ모니터 툴 :
GX Configurator-PT

개요

GX Configurator-PT는 QD70 타입 위치결정 모듈을 사용하

는 경우에 필요한 초기 설정이나 위치결정 데이터를 자동으

로 CPU 디바이스 메모리에서 읽도록 설정하기 위한 유틸리

티 패키지로서 GX Developer에 애드 인하여 사용합니다.

GX Configurator-PT에서는 초기 설정이나 자동 리프레시

설정을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시퀀스 프로그램을 줄

일 수 있으며 설정 상태나 동작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유틸리티

■초기 설정

QD70 타입 위치결정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초기

값을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이 필요한 항

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라미터

(2) 원점복귀 데이터

(3) 위치결정 데이터

초기 설정 된 데이터는 PLC CPU의 파라미터에 등록되며,

PLC CPU가 RUN 될 때 자동으로 위치결정 모듈에 쓰입니

다.

초기 설정 화면 예

■자동 리프레시 설정

자동 리프레시 할 QD70 타입 위치결정 모듈의 버퍼메모리

를 설정합니다. 자동 리프레시를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다

음과 같습니다.

(1) 에러 상태

(2) 경고 상태

(3) 이송 현재값

(4) 현재 속도

(5) 축 동작 상태

(6) 축 에러 코드

(7) 축 경고 코드

(8) 실행 중 위치결정 데이터 No.

자동 리프레시가 설정된 위치결정 모듈 버퍼메모리의 저장

값은 PLC CPU의 END 명령 실행 시에 자동으로 지정된 디

바이스에 읽기ㆍ쓰기됩니다.

자동 리프레시 설정 화면 예

■모니터/테스트

QD70 타입 위치결정 모듈의 버퍼메모리나 입출력 신호를

모니터/테스트합니다.

(1) 축 모니터/테스트

(2) 원점복귀 모니터

(3) X/Y 모니터

모니터/테스트 화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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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 Configurator-PT에서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설정 개수

CPU 모듈 및 MELSECNET/H 네트워크 시스템의 리모트 I/O국은 GX Configurator에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용으로서 설정

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설정 개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트 I/O국에 복수의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장착한 경우, 모든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파라미터 설정 개수의 합
이 리모트 I/O국의 최대 파라미터 설정 개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GX Configurator에서 설정하십시오.
파라미터 설정 개수의 합은 초기 설정과 자동 리프레시 설정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GX Configurator-PT에서 1모듈 마다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설정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작 환경

GX Configurator-PT를 사용하는 PC의 동작 환경을 설명합니다.

*1：동일 언어의 GX Developer Version 4 이후에 GX Configurator-PT를 인스톨하십시오.
GX Developer(일본어판)와 GX Configurator-PT(영문판) 또는 GX Developer(영문판)와 GX Configurator-PT(일본어판)는 조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GX Configurator-PT는 GX Developer Version 3 이전의 제품에 애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Windows XP의 새로운 기능®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Operating System, Microsoft Windows XP Home Edition Operating System을 사용하시는
경우, 다음의 새로운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아래의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면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Windows 호환 모드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기동®

ㆍ사용자 간이 전환
ㆍ리모트 데스크톱
ㆍ큰 글꼴(화면 속성의 상세 설정)

3.5.3 QD70 타입 위치결정 모듈 설정ᆞ모니터 툴 :
GX Configurator-PT

3.5 위치결정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장착 대상
최대 파라미터 설정 개수

초기 설정 자동 리프레시 설정

MELSECNET/H 리모트 I/O국

대상 모듈 초기 설정 자동 리프레시 설정

12 ( )고정 26 (최대 설정 개수)

항목 주변기기

인스톨(애드 인) 위치 *1 GX Developer Version 4 이후에 애드 인*2

컴퓨터 본체 Windows 가 동작하는 PC®

CPU

필요 메모리
아래 표의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참조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 용량

인스톨 시 65MB 이상

동작 시 10MB 이상

디스플레이 해상도 800×600도트 이상

기본 소프트웨어

기본 소프트웨어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CPU 필요 메모리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포인트

24 ( )고정 50 (최대 설정 개수)



3.5.4 QD75P/QD75D형 위치결정 모듈:
QD75P1, QD75P2, QD75P4, QD75D1, QD75D2, QD75D4

개요

QD75D4(이하, QD75로 총칭)는 스테핑 모터 또는 서보 앰

프와 조합하여 기계의 위치 제어 또는 속도 제어를 처리하는

모듈입니다.

특징

■2종류의 출력 방식

스테핑 모터 또는 서보 앰프에 대한 지령 신호로 오픈 컬렉

터 방식과 차동 드라이버 .

QD75P1, QD75P2, QD75P4: 오픈 컬렉터 방식

QD75D1, QD75D2, QD75D4: 차동 드라이버 방식

방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2, 4축 제품

모듈당 1, 2, 4축을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

다

니

.

QD75P1, QD75D1: 1축

QD75P2, QD75D2: 2축

QD75P4, QD75D4: 4축

모듈의 장착 장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4축 이상의 제어 축수

가 필요한 경우 복수의 모듈을 장착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위치결정 제어 기능

(1) 임의의 위치에 대한 위치결정 제어, 치수 이송 제어, 등

속 제어 등 위치결정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a) 위치결정 어드레스, 제어 방식, 운전 패턴 등을 포

함한 위치결정 데이터는 축당 최대 600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결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축 마다 위치결정

을 실행합니다.(2축~4축의 보간 제어나 복수 축의

동시 기동도 가능합니다.)

(b) 축 별로 위치결정을 할 때는 직선 제어(4축 동시 실

행)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1개의 위치결정 데이터로 단독 위치결정을 하거나

복수의 위치결정 데이터의 연속 실행에 의해 연속

으로 위치결정할 수 있습니다.

(c) 복수 축을 위치결정 할 때는 2축~4축으로 속도 제

어, 위치 제어를 사용한 직선 보간 제어 및 2축으로

원호 보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위치결정 데이터 1개로 단독 위치결정을 하

거나, 복수 데이터의 연속 실행으로 위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여러 위치결정 데이터로 지정하는 제어 방식에는 위치

제어, 속도 제어,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 위치ㆍ속도 전

환 제어 등이 있습니다.

(3) 위치결정 데이터로 사용자가 설정한 운전 패턴에 의해

복수의 위치결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속 위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복수의 위치결정 데이터를 1블록으로 복수 블록

의 연속 위치결정도 가능합니다.

한

(4) 원점복귀 제어에 충실합니다.

(a) 「기계 원점복귀」의 원점복귀 방식으로 근점도그식

(1종류), 스토퍼 정지 방식(3종류), 카운트식(2종류)

이 가능합니다.

(b) 임의의 위치에서 기계 원점으로 원점복귀 제어를 하

기 위해 원점복귀 리트라이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

다.

(기계 원점이란, 위치결정 제어 등을 실행할 때 제어

의 기준점이 되는 위치입니다. 기계 원점은 상기 (a)

의 기계 원점복귀에 의해 확립됩니다.)

(5) 가감속 방식으로 자동 사다리꼴 가감속과 S자 가감속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자동 사다리꼴 가감속과 S자 가감속 중에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스테핑 모터 사용 시, S자 가감속은 사용할 수 없습니

다.)

■고속의 기동 처리 시간

위치결정 기동 시간을 6ms~7ms로 단축하였으며, 동시 기

동 기능으로 운전 및 보간 운전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축 간

에 기동 지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축1, 축3을 대상으로 동시 기동 기능으로 기동：축1－

축3 사이에 기동 지연 없음

축2, 축4를 대상으로 보간 기동：축2－

축4 사이에 기동 지연 없음

운전 기능으로

■펄스 출력의 고속화와 드라이브 모듈과의 장거리화

차동 드라이버 타입의 QD75D1/QD75D2/QD75D4를 사용

하면 고속 처리 및 장거리 배선이 가능합니다.

ㆍQD75D1/QD75D2/QD75D4 사용 시：1mpulse/s, 최대 10m

ㆍQD75P1/QD75P2/QD75P4 사용 시：200kpulse/s, 최대 2m

■용이한 메인터넌스

QD75에서는 아래와 같이 메인터넌스

.

기능이 향상되었습니

다

(1) 위치결정 데이터, 파라미터 등의 각종 데이터는 QD75

내의 플래시 ROM에 저장할 수 배터리가 없어도 데

이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있어

(2) 에러 내용을 세분화하여 초기 진단 기능이 향상되었습니

다.

(3) 에러/경고 정보 등의 이력을 각각 16개 유지하고 있습니

다.

발생한 에러/경고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전용 명령 사용 가능

절대 위치 복원 명령, 위치결정 기동 명령, 티칭 명령 등의

전용 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용 명령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

니다.

3.5 위치결정 모듈



■GX Configurator-QP에 의한 설정, 모니터, 테스트

가능

GX Configurator-QP를 사용하면 QD75의 파라미터, 버퍼

메모리 어드레스를 신경쓰지 않고도 위치결정 데이터를 설

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결정 제어용 시퀀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GX

Configurator-QP의 테스트 기능을 이용하여 배선을 체크하

거나 설정된 파라미터와 위치결정 데이터로 QD75를 운전

하거나, 파라미터, 위치결정 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어 상태 모니터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디버그

할 수 있습니다.

■스테핑 모터 사용 시의 주의 사항

스테핑 모터 사용 시의 주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 스테핑 모터를 사용한 시스템에서는 S자 가감속을 실행

할 수 없습니다.

S자 가감속으로 가감속 처리를 할 때는 서보 모터를 사

용하십시오.

(2) 스테핑 모터를 사용한 시스템에서는 원호 보간 제어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원호 보간 제어를 하는 경우에는 2축 모두 서보 모터를

사용하십시오.

QD75용 전용 명령

QD75용 시퀀스 프로그램 작성 시 다음과 같은 QD75용 전

용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관

(1) QD75P1/QD75P2/QD75P4

단위：mm

(2) QD75D1/QD75D2/QD75D4

* 차동 드라이버 코먼 단자

단위：mm

3.5.4 QD75P/QD75D형 위치결정 모듈:
QD75P1, QD75P2, QD75P4, QD75D1, QD75D2, QD75D4

3.5 위치결정 모듈

명령명 내용

ABRST1, ABRST2,

ABRST3, ABRST4
QD75 지정축의 절대 위치를 복원한다.

PSTRT1, PSTRT2,

PSTRT3, PSTRT4
QD75 지정축의 위치결정 제어를 기동한다.

TEACH1, TEACH2,

TEACH3, TEACH4
QD75 지정축을 티칭한다.

PFWRT
버퍼메모리 파라미터, 위치결정 데이터, 블록

기동 데이터를 플래시 ROM에 쓴다.

PINIT
버퍼메모리와 플래시 ROM의 설정 데이터를

공장 출하 시의 값(초기값)으로 변경한다.



●주요 위치결정 제어

QD75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결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

어입니다.

위치 제어나 속도 제어 등은 「위치결정 데이터」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고 위치결정 데이터를 기동하면 실행됩니다.

「위치결정 데이터」에는 「운전 패턴」을 설정할 수 있으므

로 연속하는 위치결정 데이터(예：위치결정 데이터No.1,

No.2, No.3…)의 제어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위치결정 제어

QD75에 저장된「위치결정 데이터」를「블록 기동 데이터」

를 사용하여 제어합니다. 다음과 같이 「블록 기동 데이터」

를 응용하여 위치결정 제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ㆍ몇개의 연속한 위치결정 데이터를 「블록」으로 취급하여

임의의 블록을 지정한 순으로 제어한다.

ㆍ위치 제어나 속도 제어 등에 「조건 판정」을 추가한다.

ㆍ복수의 축으로 설정된 지정 No.의 위치결정 데이터를 동시

에 기동한다(동시에 여러 서보에 펄스를 출력한다).

ㆍ지정된 위치결정 데이터를 반복하여 실행한다.

등

●수동 제어

외부에서 QD75에 신호를 입력하면, QD75는 임의의 펄스열

을 출력합니다. 임의의 위치에 워크를 이동하거나(JOG 운전),

미세 조정(인칭 운전, 수동 펄스발생기 운전)을 할 때 수동 제

어를 사용합니다.

기능

■주기능

●원점복귀 제어

「원점복귀 제어」는 위치결정 제어를 할 때 기준점이 되는

위치를 정하여 그 기준점을 향해 위치결정하는 기능입니다.

전원 투입 시나 위치결정 정지 후 등 원점 이외의 위치에 있

는 워크를 원점으로 복귀시키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원점

복귀 제어」는 QD75에 「위치결정 기동 데이터No.9001(기

계 원점복귀)」, 「위치결정 기동 데이터No.9002(고속 원점

복귀)」에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3.5.4 QD75P/QD75D형 위치결정 모듈:
QD75P1, QD75P2, QD75P4, QD75D1, QD75D2, QD75D4

3.5 위치결정 모듈

기계 원점복귀 제어
근점도그나 스토퍼 등으로 기계적으로 위

치결정의 기준점을 정한다.(위치결정 기동

No.9001)

고속 원점복귀 제어

기계 원점복귀에 의해 QD75에 저장된 원

점 어드레스(이송 기계값)에 위치결정을

실행한다.(위치결정 기동 No.9002)

직선 제어

(1축 직선 제어)

(2축 직선 보간 제어)

(3축 직선 보간 제어)

(4축 직선 보간 제어)

위치결정 데이터로 설정된 어드레스나 이

동량으로 지정된 위치에 직선으로 위치결

정을 실행한다.

치수 이송 제어

(1축 치수 이송 제어)

(2축 치수 이송 제어)

(3축 치수 이송 제어)

(4축 치수 이송 제어)

위치결정 데이터로 설정된 이동량으로 지

정된 이동량을 위치결정한다.

(치수 이송 제어에서는 기동 시에 “이송 현

재값”을 「0」으로 한다. 2축, 3축, 4축 치

수 이송 제어에서는 보간 기능에 의해 직선

으로 치수 이송한다.)

2축 원호 보간 제어

위치결정 데이터로 설정된 어드레스, 이동

량, 보조점이나 중심점 등으로 지정된 위치

에 원호의 궤적으로 위치결정을 실행한다.

직선 제어
(1축 직선 제어)

(2축 직선 보간 제어)

(3축 직선 보간 제어)

(4축 직선 보간 제어)

위치결정 데이터로 설정된 지령 속도에 대

응하는 펄스를 연속해서 출력한다.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

처음에는 속도 제어를 하고 「속도ㆍ위치

전환 신호」를 ON하면 계속해서 위치 제어

(지정된 어드레스 또는 이동량의 위치결정)

를 실행한다.

위치ㆍ속도 전환 제어

처음에는 속도 제어를 하고 「위치ㆍ속도

전환 신호」를 ON하면 계속해서 속도 제어

(지정된 지령 속도에 대응하는 펄스를 연속

해서 출력한다)를 실행한다.

현재값 변경

이송 현재값을 위치결정 데이터로 설정된

어드레스로 변경한다.
다음 2가지 방법이 있다.(이송 기계값은 변

경 불가능)

ㆍ위치결정 데이터를 사용한 현재값 변경
ㆍ현재값 변경용 기동 번호(No.9003)를 사

용한 현재값 변경

NOP 명령
실행되지 않는 제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설정되어 있으면 다음 데이터로 이행하여

이 명령은 실행되지 않는다.

JUMP 명령
지정된 위치결정 데이터No.에 무조건 또는

조건부로 JUMP한다.

LOOP
반복 LOOP~LEND 명령을 사용하여 루프

제어를 한다.

LEND
반복 LOOP~LEND 명령을 사용하여 루프

제어의 처음으로 돌아간다.

블록 기동

(일반 기동)
한 번의 기동으로 임의 블록의 위치결정 데

이터를 설정 순으로 실행한다.

조건 기동

지정된 위치결정 데이터에 「조건 데이터」

에서 설정한 조건을 판정하여 「블록 기동

데이터」를 실행한다.

조건이 성립되면 「블록 기동 데이터」를

실행한다.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블록 기

동 데이터」를 무시하고 다음 포인트의

「블록 기동 데이터」를 실행한다.

대기 기동

지정된 위치결정 데이터에 「조건 데이터」

에서 설정한 조건을 판정하여 「블록 기동

데이터」를 실행한다.

조건이 성립되면 「블록 기동 데이터」를

실행한다. 성립되지 않으면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제어를 정지(대기)한다.

동시 기동

「조건 데이터」에서 지정한 축 No.의 위치

결정 데이터를 동시에 실행(같은 타이밍에

펄스를 출력)한다.

반복 기동

(FOR 루프)

「FOR 루프」를 설정한 블록 기동 데이터

부터 「NEXT」를 설정한 블록 기동 데이

터까지 설정된 횟수만 반복하여 실행한다.

반복 기동

(FOR 조건)

「FOR 조건」을 설정한 블록 기동 데이터

부터 「NEXT」를 설정한 블록 기동 데이

터까지 「조건 데이터」에서 설정한 조건

이 성립될 때까지 반복하여 실행한다.

복수 축 동시 기동 제어

복수 축을 펄스 출력 레벨로 동시에 기동

하는 기능입니다.(상기의 동시 기동과 동

급, 위치결정 기동 No.9004)

JOG 운전
JOG 기동 신호가 ON되어 있는 동안만 펄

스를 드라이브 모듈에 출력한다.

인칭 운전

수동 조작으로 미세 이동량 만큼의 펄스를

드라이브 모듈에 출력한다.(JOG 기동 신

호로 미세 조정을 실행한다)

수동 펄스발생기 운전

수동 펄스발생기를 사용하여 지령된 펄스

를 드라이브 모듈에 출력한다.(펄스 레벨

로 미세 조정 등을 실행한다.)

주 기 능 내 용

주 기 능 내 용



「주요 위치결정 제어」(「고도의 위치결정 제어」)에서는

위치결정 데이터를 연속해서 실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운

전 패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 패턴」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보조 기능

주기능 실행 시 제어를 기능을 부가합

니다.

보정 또는 제한하거나

3.5.4 QD75P/QD75D형 위치결정 모듈:
QD75P1, QD75P2, QD75P4, QD75D1, QD75D2, QD75D4

3.5 위치결정 모듈

운전 패턴

단독 위치결정 제어

(위치결정 종료)

기동된 위치결정 데이터의 운전 패턴에 「단독

위치결정 제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정된

위치결정 데이터만 실행하고 위치결정을 종료한

다.

연속 위치결정 제어

기동된 위치결정 데이터의 운전 패턴에 「연속

위치결정 제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정된

위치결정 데이터를 실행한 뒤, 일단 정지하고 연

속하는 다음 위치결정 데이터를 실행한다.

연속 궤적 제어

기동된 위치결정 데이터의 운전 패턴에 「연속

궤적 제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정된 위치

결정 데이터를 실행하고 감속 정지하지 않고 연

속하는 다음 위치결정 데이터를 실행한다.

내 용

보조 기능

기계원

점 복귀

고유의

보조

기능

원점복귀 리트

라이 기능

기계 원점복귀 중 상한/하한 리미트 스위치에

의해 기계 원점복귀를 리트라이하는 기능.

JOG 운전 등으로 근점도그 이전으로 되돌리

지 않아도 기계 원점복귀가 가능.

원점 시프트

기능

기계 원점복귀 후 기계 원점 위치에서 지정된

거리만 위치를 보정하여 그 위치를 원점 어드

레스로 하는 기능.

제어

보정

기능

백래시

보정 기능

기계계의 백래시량을 보정하는 기능. 이동 방

향이 바뀔 때 마다 설정되어 있는 백래시량만

전송하여 펄스를 출력한다.

전자 기어 기능

1펄스당 이동량 설정에 의해 지령 1펄스당 기

계 이동량을 자유롭게 바꾸는 기능.

1펄스당 이동량 설정에 의해 기계계에 적합한

위치결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근거리 통과

기능 *1

보간 제어 시의 연속 궤적 제어로, 속도 변경

시의 기계 진동을 기능.억제하는

제어

제한

기능

속도 제한 기능

제어 중에 지령 속도가 “속도 제한값”을 초과

하는 경우, 지령 속도를 “속도 제한값"의 설정

범위로 제한하는 기능.

토크 제한 기능
*2

제어 중에 서보 모터의 발생 토크가 “ 토크 제

한 설정값”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 토크를 “토

크 제한 설정값"의 설정 범위로 제한하는 기

능.

소프트웨어

스트로크

리미트 기능

파라미터에 설정되어 있는 상한/하한 스트로

크 리미트의 설정 범위를 벗어나서 지령이 주

어졌을 때, 그 지령에 대한 위치결정을 실행

하지 않는 기능.

하드웨어

스트로크

리미트 기능

QD75의 외부 기기 접속용 커넥터에 접속된

리미트 스위치에 의해 감속 정지하는 기능.

제어

내용

변경

기능

속도 변경 기능

위치결정 운전 중에 속도를 변경하는 기능.

속도 변경용 버퍼메모리(속도 변경값)의 데

이터 변경 후, 속도 변경 요구에 의해 속도를

변경한다.

오버라이드

기능

위치결정 운전 중에 속도를 1~300%의 비율

로 변경하는 기능. "위치결정 운전 속도 오버

라이드”를 사용하여 실행한다.

가감속 시간

변경 기능
속도 변경 시의 가감속 시간을 변경하는 기능.

토크 변경 기능 제어 중에 「토크 제한값」을 변경하는 기능.

절대 위치 복원 기능 *3 지정된 축의 절대 위치를 복원하는 기능.

내 용

기타

기능

스텝 기능

디버그 시 등 위치결정 운전의 동작을 확인하
기 위해 운전을 일단 정지시키는 기능.
「자동 감속」 또는 「위치결정 데이터」마다

스킵 기능

스킵 신호가 입력된 시점에서 실행 중인 위치
결정을 중단(감속 정지)하고, 다음 위치결정
을 실행하는 기능.

M코드 출력
기능

여러 위치결정 데이터에 설정할 수 있는 0~
65535까지의 번호로, M코드 번호에 대응하
는 보조 작업(클램프나 드릴의 정지, 공구 교
환 등)을 지시하는 기능.

티칭 기능
수동 제어에 의해 위치결정 된 어드레스를 지
정된 위치결정 데이터 No.의 위치결정 어드
스에 저장하는 기능.레

목표 위치 변경
기능

위치결정 실행 중에 목표 위치를 변경하는 기능.
위치를 변경하는 것과 동시에 속도도 변경 가능.

지령 인포지션
기능

자동 감속 마다 QD75가 위치결정 정지 위치
까지의 나머지 거리를 연산하여, 설정된 값
이하가 되었을 때 「지령 인포지션 플래그」
를 1로 하는 기능.
제어 종료 전 다른 보조 작업을 실행하는 경
보조 작업의 트리거로 사용.

우

가감속 처리 기능 제어의 가감속을 조정하는 기능.

연속 운전 중단
기능

연속 운전을 중단하는 기능. 요구 접수시 실
중인 위치결정 데이터가 완료된 시점에서
전을 중단.

행
운

예측 기동 기능 가상의 기동 시간을 단축하는 기능.

감속 시작

플래그 기능 *4

정지하는 타이밍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 패턴
이「위치결정 종료」로 위치 제어 시, 정속
또는 가속에서 감속으로 전환되면 플래그를
ON하는 기능.

감속 정지 시 정지
지령 처리 기능 *5

속도0으로 감속 정지 처리 중에 정지 요인이
발생한 경우 감속 커브를 선택하는 기능.

*1：근거리 통과 기능은 기본 내장되어 있으며 위치 제어 시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에서 무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토크 제한」을 처리하려면, 「D/Ａ 변환 모듈」 및 「아날
로그 전압에 의해 토크 제한 지령이 가능한 드라이브 모듈」
필요합니다.이

*3：「절대 위치 복원」을 처리하려면, 「16점 입력 모듈」, 「16
점 출력 모듈」 및 「절대 위치 검출 가능한 드
라이브 모듈」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구축이

*4：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3042」 이후인 제품에서 사
가능합니다.

용

*5：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5072」 이후인 제품에서 사
가능합니다.

용

■공통 기능

「파라미터의 초기화」나 「실행 데이터의 백업」 등 QD75
를 사용하는 경우의 공통 기능을 제어합니다.

공통 기능

파라미터
초기화 기능

QD75의 버퍼메모리와 플래시 ROM에 저장되어 있는
「파라미터」를 공장 출하 시의 되돌리는초기값으로

기능.

2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① 시퀀스 프로그램에 의한 방법

② GX Configurator-QP에 의한 방법

실행 데이터
백업 기능

현재 실행하고 있는 「설정 데이터」를 플래시 ROM에
저장(백업)하는 기능.

2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① 시퀀스 프로그램에 의한 방법

② GX Configurator-QP에 의한 방법

외부 입출력
신호 논리 전
환 기능

외부에 접속된 기기에 맞추어 입출력 신호의 논리를 전
환하는 기능.

드라이브 모듈 레디, 상한/하한 리미트 등 b접점으로 취
급되는 신호를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 파라미터를
정논리로 설정하여 대응.

외부 입출력
신호 모니터
기능

GX Developer 의 시스템 모니터에서 표시할 수 있는
모듈 상세 정보에 외부 입출력 신호 모니터 정보를 모니
터하는 기능.

*6

*6：GX Developer(SW6D5C-GPPW 이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보조 기능 내 용

내 용

정지 가능.



■주기능과 보조 기능의 조합

◎：반드시 조합, ○：조합 가능, △：조합에 제한 있음, ×：조합 불가능
*1：운전 패턴은 「위치결정 데이터」 설정 항목 중 하나입니다.
*2：근거리 통과 기능은 기본 내장되어 있습니다. 위치 제어의 연속 궤적 제어 설정 시만 사용 가능합니다.
*3：Creep 속도로 운전 중일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연속 궤적 제어 실행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인칭 운전은 가감속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6：기준 축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위치 제어 시에 감속을 시작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위치결정 기동 No.9003의 기동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5.4 QD75P/QD75D형 위치결정 모듈:
QD75P1, QD75P2, QD75P4, QD75D1, QD75D2, QD75D4

3.5 위치결정 모듈

주 기 능
운전 패턴*1

과의 조합

보조 기능

기계 원점복귀

고유 기능
제어 보정 기능

원점복귀 제어
기계 원점복귀 제어

고속 원점복귀 제어

주요 위치결정 제어

위치 제어

1축 직선 제어

2축, 3축, 4축

직선 보간 제어

1축 치수 이송 제어 (연속 궤적 제어 설정 불가능)

2축, 3축, 4축 치수

이송 제어(보간)
(연속 궤적 제어 설정 불가능)

2축 원호 보간 제어

속도 제어(1~4축) (단독 위치결정 제어만 설정 가능)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 (연속 궤적 제어 설정 불가능)

위치ㆍ속도 전환 제어 (단독 위치결정 제어만 설정 가능)

기타 제어

현재값 변경 (연속 궤적 제어 설정 불가능)

NOP 명령

JUMP 명령

LOOP~LEND

수동 제어
JOG 운전, 인칭 운전

수동 펄스발생기 운전



제어 제한 기능 제어 내용 변경 기능 기타 기능

S
/
W

H
/
W

M

3.5.4 QD75P/QD75D형 위치결정 모듈:
QD75P1, QD75P2, QD75P4, QD75D1, QD75D2, QD75D4

3.5 위치결정 모듈



성능 사양

3.5.4 QD75P/QD75D형 위치결정 모듈:
QD75P1, QD75P2, QD75P4, QD75D1, QD75D2, QD75D4

3.5 위치결정 모듈

제어 축수 1축 2축 4축

보간 기능 없음
2축 직선 보간

2축 원호 보간

2축, 3축, 4축 직선 보간

2축 원호 보간

제어 방식
PTP(Point To Point) 제어, 궤적 제어(직선, 원호 모두 설정 가능), 속도 제어,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

위치ㆍ속도 전환 제어

제어 단위

위치결정 데이터
600데이터(위치결정 데이터 No.1~600)/축

(주변기기,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설정 가능)

백업 파라미터, 위치결정 데이터, 블록 기동 데이터는 플래시 ROM에 저장 가능(배터리 불필요)

위치결정

위치결정 방식

PTP 제어 ：인크리먼트 방식/앱솔루트 방식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 ：인크리먼트 방식/앱솔루트 방식 *2

위치ㆍ속도 전환 제어 ：인크리먼트 방식

궤적 제어 ：인크리먼트 방식/앱솔루트 방식

위치결정 범위

앱솔루트 방식 시

인크리먼트 방식 시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INC 모드)/위치ㆍ속도 전환 제어 시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ABS 모드) 시 *2

속도 지령

가감속 처리 자동 사다리꼴 가감속, S자 가감속

가감속 시간
가속 시간, 감속 시간 모두 4패턴 설정 가능

비상 정지 감속

시간

기동 시간(ms) *3

1축 직선 제어

기동 시간이 늘어나는 요인

다음과 같을 때 해당 시간을 추가한다.

ㆍS자 가감속 선택 시 ：0.5

ㆍ다른 축 동작 시 ：1.5

ㆍ연속 위치결정 제어 시 ：0.2

ㆍ연속 궤적 제어 시 ：1.0

1축 속도 제어

2축 직선 보간 제어(합성 속도)

2축 직선 보간 제어(기준축 속도)

2축 원호 보간 제어

2축 속도 제어

3축 직선 보간 제어(합성 속도)

3축 직선 보간 제어(기준축 속도)

3축 속도 제어

4축 직선 보간 제어

4축 속도 제어

보호 등급

플래시 ROM 쓰기 횟수 최대 10만회

외선 접속 방식 40핀 커넥터

적합 전선 크기 0.3mm (AWG#22) 이하(A6CON1, A6CON4 사용 시), AWG#24(A6CON2 사용 시)2

외부 배선 적용 커넥터(별매)

(다음 페이지에 계속)

항 목

기 종



3.5.4 QD75P/QD75D형 위치결정 모듈:
QD75P1, QD75P2, QD75P4, QD75D1, QD75D2, QD75D4

3.5 위치결정 모듈

*1：QD75P□는 오픈 컬렉터 출력 타입, QD75D□는 차동 드라이버 출력 타입을 의미합니다.
*2：속도ㆍ위치 전환 제어(ABS 모드)에서는 제어 단위로 「degree」만 사용합니다.
*3：「예측 기동 기능」에 의해 가상 기동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4：기능 버전 B 이후의 제품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차동 드라이버 코먼 단자 사양(QD75D1, QD75D2, QD75D4 )만 사용 가능

외부 입출력 사양

■입력 사양

(이전 페이지에서)

최대 출력 펄스

서보 간 최대 접속 거리

온라인 모듈 교환 불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4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형 치수

중량

적합 전선 크기 12AWG

정격 복합 전선 접속 크기
단선 ：0.2~0.8mm ×2개2

트위스트 선：0.2~0.8mm ×2개2

나사 조임 토크 5ONㆍcm

항 목

기 종

신호 명칭
정격 입력 전압/

전류
사용 전압 범위 ON 전압/전류 OFF 전압/전류 입력 저항 응답 시간

드라이브 모듈 레디(READY)

정지 신호(STOP)

상한 리미트 신호(FLS)

하한 리미트 신호(RLS)

영점 신호(PG05/PG024)

(듀티비 50%)

영점 신호 차동 입력 Am26LS32 상당 차동 리시버(ON/OFF 레벨 ON：1.8V 이상, OFF：0.6V 이하)

① 펄스폭

② 위상차

A상

B상

A상이 B상보다 선행되어 있을 때는

위치결정 어드레스(현재값)가 증가.

근점도그 신호(DOG)

외부 지령 신호(CHG)

수동 펄스발생기 A상(PULSER A)

수동 펄스발생기 B상(PULSER B)

약 4.6kΩ

약 4.6kΩ

약 0.3kΩ

4ms 이하

1ms 이하

1ms 이하

DC 17.5V /

3.5mA

이상

이상

DC 2V /

2mA

이상

이상

DC 10V /

3mA

이상

이상

DC 7V /

1.7mA

이하

이하

DC 0.5V /

0.5mA

이하

이하

DC 3V /

0.2mA

이하

이하

1ms 이하
DC 2.5V /

2mA

이상

이상

DC 1V /

0.1mA

이하

이하
약 1.5kΩ

1ms 이하
DC 17.5V /

3.5mA

이상

이상

DC 7V /

1.7mA

이상

이상
약 4.3kΩ

3㎲ 이하

1ms 이하

3㎲ 이하

1ms 이상

2ms 이상 2ms 이상

4ms 이상



■출력 사양

*QD75P□에서의 펄스상승/펄스하강 시간(단위 tr, tf：μs Duty：％)ᆞᆞᆞ주위 온도 : 상온

QD75D□에서의 차동 출력 파형의 H/L폭 시간(케이블 길이 : 2m, 주위 온도 : 상온)

3.5.4 QD75P/QD75D형 위치결정 모듈:
QD75P1, QD75P2, QD75P4, QD75D1, QD75D2, QD75D4

3.5 위치결정 모듈

정격 부하 전압
사용 부하 전압

범위

최대 부하 전류/

돌입 전류

ON 시 최대

전압 강하
OFF 시 누설 전류 응답 시간신호 명칭

펄스 출력(CW/PULSE/A상)

펄스 부호(CCW/SIGN/B상)

Am26C31 상당 차동 드라이버(QD75D□의 경우)

ㆍCW/CCW 타입, PULSE/SIGN 타입, A상/B상 타입은 QD75와 드라이브 모듈의 파라미터

( 펄스 출력 모드)로 선택합니다.

ㆍ“ 펄스 출력 모드”와 “ 출력 신호 논리 선택”에 따른 펄스 출력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펄스 출력

모드

출력 신호 논리 선택(bit0)

정 논 리 부 논 리

정회전 역회전 정회전 역회전

QD75P□의 경우 펄스상승/펄스하강 시간과 듀티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편차 카운터 클리어(CLEAR)
(저항 부하)

부하 전압(V)

케이블 길이(m)

부하

전류

(mA)

펄스

속도

(kpps)
(펄스상승) (펄스하강)

Duty
(펄스상승) (펄스하강)

Duty
(펄스상승) (펄스하강)

Duty
(펄스상승) (펄스하강)

Duty

펄스 속도 H폭 L폭

50mA/1점/

200mA 10ms

이하

0.1mA 이하

0.1A/1점/

0.4A 10ms 이하

2ms 이하
0.1mA 이하



외부 입출력 단자

■입력 단자(QD75P1, QD75P2, QD75P4,

QD75D1, QD75D2, QD75D4)

*1：”배선 여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항목의

○：위치결정 시 배선 필요
△：필요 시 배선

*2：코먼(COM)에는 ＋, － 모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입력 신호의 ON/OFF 상태

입력 신호의 ON/OFF 상태는 외부 배선 및 논리 설정에 따

라 정해집니다.

근점도그 신호(DOG)의 경우를 예로 설명합니다.

(기타 입력 신호에 대해서도 근점도그 신호(DOG)와 동일하

게 동작합니다.)

*3：논리 설정은 “입력 신호 논리 선택”으로 설정합니다.
*4：상한 리미트 신호(FLS), 하한 리미트 신호(RLS)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부논리 설정에서 b접점으로 배선하십시오.

이 신호의 OFF 시에 위치결정 제어가 정지됩니다.

●논리 설정과 내부 회로

QD75에서는 부논리 설정의 내부 회로(포토커플러)가 OFF

인 경우를 「입력 신호 OFF」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논리 설정의 내부 회로(포토커플러)가 OFF인 경

우를 「입력 신호 ON」 정의하고 있습니다.이라고

＜포토커플러의 ON/OFF 상태＞

전압 차단 시：포토커플러 OFF

전압 인가 시：포토커플러 ON

3.5.4 QD75P/QD75D형 위치결정 모듈:
QD75P1, QD75P2, QD75P4, QD75D1, QD75D2, QD75D4

3.5 위치결정 모듈

외부 배선 신호 명칭 내부 회로
배선

여부
*1

논리 설정

* *3, 4
외부 배선*4

QD75에서

본 근점드그

신호(DOG)

의 ON/OFF

상태

상한 리미트 스
위치를 사용하
지 않는 경우

하한 리미트 스
위치를 사용하

지 않는 경우

수동 펄스발생기
(MR-HDP01)

근점도그 신호

상한 LS 신호

하한 LS 신호

정지 신호

외부 지령 신호

코먼

수동 펄스발생기

A상

수동 펄스발생기

B상

드라이브 모듈

레디

드라이브 모듈

레디 코먼

영점 신호

영점 신호 코먼

부논리

(초기값)

(전압 차단)

(전압 인가)

정논리

(전압 차단)

(전압 인가)



■출력 단자(QD75P1, QD75P2, QD75P4)

ㆍ○：위치결정 시 배선 필요

ㆍ△：필요 시 배선

■출력 단자(QD75D1, QD75D2, QD75D4)

*1：”배선 여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항목의

ㆍ○：위치결정 시 배선 필요
ㆍ△：필요 시 배선

*2：모듈 하부의 단자대입니다.

*1：1□□□로 표시되어 있는 핀 No.는 오른쪽 커넥터의 핀 No.를 나타내며, 2□□□로 표시되어 있는 핀 No.는 왼쪽 커넥터의 핀 No.를
나타냅니다.

*2：1축 모듈의 경우 됩니다.1B1~1B18은 「빈 단자」가
*3：상단은 QD75P1/QD75P2/QD75P4일 때의 신호명을, 하단은 QD75D1/QD75D2/QD75D4일 때의 신호명을 나타냅니다.

3.5.4 QD75P/QD75D형 위치결정 모듈:
QD75P1, QD75P2, QD75P4, QD75D1, QD75D2, QD75D4

3.5 위치결정 모듈

*1：”배선 여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항목의

편차 카운터 클리어

편차 카운터 클리어 코먼

CW/A상/PULSE

CCW/B상/SIGN

편차 카운터 클리어

편차 카운터 클리어

CW/A상/PULSE

CCW/B상/SIGN

차동 드라이버

코먼 단자

신호 명칭 내부 회로
배선

여부
*1

신호 명칭 내부 회로
배선

여부
*1

핀 배열
축4(AX4) 축3(AX3) 축2(AX2) 축1(AX1)

핀 No. 신호명 핀 No. 신호명 핀 No. 신호명 핀 No. 신호명

모듈 정면에서

보았을 때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시스템 구성

■적용 시스템

＜적용 모듈과 장착 가능 장수＞

QD75를 장착할 수 있는 CPU 모듈 및 네트워크 모듈(리모

트 I/O국용)과 장착 가능 장수를 나타냅니다.

*2：2.5.2항의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구성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QD75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다음과 같

이 대응합니다.

QD75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GX Developer가 필요합니다.

3.5.4 QD75P/QD75D형 위치결정 모듈:
QD75P1, QD75P2, QD75P4, QD75D1, QD75D2, QD75D4

3.5 위치결정 모듈

＜동봉품＞

*1：외부 배선용 커넥터는 동봉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

로 구입하십시오.

*1：본 매뉴얼 1장의 각 CPU 시스템에서 시스템 구성에 관한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

＜별도 구입품＞

품명 내용

매뉴얼
QD75P/QD75D형 위치결정 모듈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차동 드라이버

코먼 단자
1개

매뉴얼
QD75P/QD75D형 위치결정 모듈

사용자 매뉴얼(상세편)

커넥터
외부 배선용 커넥터

A6CON1, A6CON2, A6CON4*1

수동 펄스

발생기
권장：MR-HDP01(미쓰비시전기)

접속 케이블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 고

CPU 모듈

최대 8장

Q 모드에서만

장착 가능*1

네트워크

모듈

MELSECNET/H

리모트 I/O국*2

소프트웨어 버전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하는 경우

QD75와 드라이브 모듈, 수동 펄스 발생기, 기계계

입력 신호를 접속하는 케이블.

외부 배선 커넥터(A6CON1, A6CON2, A6CON4)에

지정 서보 앰프, 스테핑 모터용으로 배선되어 있는

케이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6.1항의 FA 제품을 참조하십시오.

품명 내용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Version 8 이후

Version 4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7.10L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2.10L 이후

Version 2.00A 이후

Version 2.13P 이후

Version 2.00A 이후

최대 2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1

*1



3.5.5 QD75M형 위치결정 모듈:
QD75M1, QD75M2, QD75M4

개요

QD75M1, QD75M2, QD75M4(이하, QD75M으로 총칭)는

SSCNET 대응 서보 앰프와 조합하여 기계의 위치 제어 또는

속도 제어를 실행하는 모듈입니다.

특징

■1, 2, 4축 제품 구성

모듈당 1/2/4축을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

다.

QD75M1: 1축 QD75M2: 2축 QD75M4: 4축

모듈의 장착 장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4축을 초과하는 제어

축수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만큼의 모듈을 장착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위치결정 제어 기능

(1) 임의의 위치에 위치결정 제어, 치수 이송 제어, 등속 제

어 등 위치결정 시스템에 필요한 많은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a) 위치결정 어드레스, 제어 방식, 운전 패턴 등을 포

함한 위치결정 데이터는 축당 최대 600데이터를 설

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결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축 마다 위치결정을 제

어합니다.(2축~4축의 보간 제어나 여러 축의 동시

기동도 가능합니다.)

(b) 축 별로 위치결정하는 경우에는 직선 제어(4축 동시

실행 가능)가 가능합니다.

1개의 위치결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단독으로 위치

결정을 하거나 복수의 위치결정 데이터를 연속 실행

하여 연속 위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c) 복수 축을 사용하여 위치결정하는 경우 2축~4축은

속도 제어, 2축~4축은 위치 제어를 함으로써 직선

보간 제어 및 2축으로 원호 보간 제어를 할 수 있습

니다.
이렇게 하면, 위치결정 데이터 1개로 단독으로 위치

결정하거나 복수 데이터를 연속 실행하여 위치결정

할 수 있습니다.

(2) 여러 위치결정 데이터를 지정하는 제어 방식에는 위치

제어, 속도 제어,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 위치ㆍ속도 전

환 제어 등이 있습니다.

(3) 위치결정 데이터로 사용자가 설정한 운전 패턴으로, 복

수의 위치결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속으로 위치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복수의 위치결정 데이터를 1블록으로 처리하여 복

수 블록 만큼의 연속 위치결정도 가능합니다.

(4) 충실한 원점복귀 제어를 실현합니다.

「기계 원점복귀」의 원점복귀 방식으로 근점도그식(1종

류), 카운트식(2종류), 데이터 세트 방식(1종류) 등 4종

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 가감속 방식으로 자동 사다리꼴 가감속과 S자 가감속의

2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가 자동 사다리꼴 가감속과 S자 가감속 중에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고속의 기동 처리 시간

위치결정 기동 시의 처리 시간을 6ms~7ms로 단축하였습니

다. 동시 기동 기능으로 운전하거나 보간 운전을 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축 사이에는 기동 지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축1, 축3을 대상으로 한 동시 기동 기능으로 기동：

축1－축3 사이에 기동 지연 없음

축2, 축4를 대상으로 한 보간 운전 기동：
축2－축4 사이에 기동 지연 없음

■SSCNET에 의한 서보 앰프와 접속 가능

(1) MELSERVO(미쓰비시 서보 앰프：MR-H-BN,

MR-H-BN4, MR-J2-B, MR-J2S-B, MR-J2-Jr,

MR-J2M-B)와 SSCNET으로 직접 서보 앰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QD75M과 서보 앰프 및 서보 앰프 사이에 SSCNET 케이

블로 접속하므로 배선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QD75M과 서보 앰프 및 서보 앰프 사이에 전체적

으로 30m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3) 서보용 파라미터를 QD75M에서 설정하여 SSCNET를 이

용하여 서보 앰프에 쓰거나 서보 앰프에서 서보 파라미

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4) 서보가 관리하고 있는 실제 현재값/에러 내용을 QD75M

의 버퍼메모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이한 절대 위치 시스템 대응

(1) 절대 위치 대응 서보 앰프를 접속하여 절대 위치 시스템

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원점 위치를 한 번 확립해 두면, 전원 기동 시 원점복귀

를 조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절대 위치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세트 방식 원점복귀 기

능으로 원점 위치를 확립 수 있어 근점도그 등의 배선이

.감축됩니다

(4) 설정 단위가 「degree」인 경우 무한 길이 이송 기능으

로 절대 위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계계 입력에 의한 제어 가능

외부 기동, 정지, 속도ㆍ위치 전환 등의 외부 입력에 의해 시

퀀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도 위치결정 제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용이한 메인터넌스

QD75M을 사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메인터넌스할 수 있습니

다.

(1) 위치결정 데이터, 파라미터 등의 각종 데이터를 QD75M

의 플래시 ROM에 저장할 수 있으므로, 배터리 없이도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에러 내용을 세분화하여 쉽게 초기 진단할 수 있습니다.

(3) 에러/경고 정보 등의 이력을 16개씩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에러/경고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전용 명령 사용 가능

위치결정 기동 명령, 티칭 명령 등의 전용 명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용 명령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3.5 위치결정 모듈



■GX Configurator-QP에 의한 설정 및 모니터/테

트 가능

스

GX Configurator-QP에 의해 QD75M의 파라미터, 위치결정

데이터를 버퍼메모리 어드레스와 관계없이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위치결정 제어용 시퀀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GX

Configurator-QP의 테스트 기능으로 배선을 체크하거나 설

정된 파라미터와 위치결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QD75M을 운

전하거나, 파라미터나 위치결정 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제어 상태를 모니터 하여 효과적으로 디버그할 수 있

습니다.

QD75M용 전용 명령

QD75M의 시퀀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아래 표의 QD75M

용 전용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관

SSCNET 케이블
단위：mm

SSCNET 케이블은 안전을 위해 QD75M 아래 부분을 다른

기기(패널)와 70mm 이상 떨어뜨리십시오.

기능 일람

■주기능

●원점복귀 제어

「원점복귀 제어」는 위치결정 제어 시 기준점이 되는 위

치를 확립하고 이 기준점으로 위치결정하는 기능입니다.

전원 투입 시나 위치결정 정지 후 등 원점 이외의 위치에

있는 워크를 원점으로 복귀시키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원점복귀 제어」는 QD75M에 「위치결정 기동 데이터

No.9001(기계 원점복귀)」, 「위치결정 기동 데이터

No.9002(고속 원점복귀)」에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위치결정 제어

QD75M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결정 데이터」를 사용

하여 제어합니다. 위치 제어나 속도 제어 등은 이 「위치

결정 데이터」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고 이 위치결정

데이터를 기동하여 실행합니다. 또한, 이 「위치결정 데

이터」에는 「운전 패턴」을 설정하여 연속하는 위치결

정 데이터(예：위치결정 데이터No. 1, No. 2, No. 3…)

의 제어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위치결정 제어

QD75M에 저장된 「위치결정 데이터」의 「블록 기동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어합니다. 다음과 같이 「블록

기동 데이터」를 응용하여 위치결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

다.

ㆍ몇개의 연속하는 위치결정 데이터를 「블록」으로 취

급하여, 임의의 블록을 지정한 순으로 실행한다.

ㆍ위치 제어나 속도 제어 등에 「조건 판정」을 추가한

다.

ㆍ복수의 축에 설정된 No.의 위치결정 데이터를 동시에

기동한다(복수의 서보에 동시에 지령을 출력한다).

ㆍ지정된 위치결정 데이터를 반복하여 실행한다.

등

●수동 제어

「수동 제어」는 위치결정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외

부로부터의 신호 입력에 대응하여 임의로 위치결정 동작

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임의의 위치에 워크를 동작시

키거나(JOG 운전), 위치결정의 미세 조정(인칭 운전, 수

동 펄스발생기 운전)을 하는 경우에 이 수동 제어를 사용

합니다.

3.5.5 QD75M형 위치결정 모듈:
QD75M1, QD75M2, QD75M4

3.5 위치결정 모듈

명령명 내용

PSTRT1, PSTRT2,

PSTRT3, PSTRT4
QD75M 지정 축의 위치결정 제어를 시작한다.

TEACH1, TEACH2,

TEACH3, TEACH4
QD75M 지정 축을 티칭한다.

PFWRT
버퍼메모리의 파라미터, 위치결정 데이터, 블록

기동 데이터를 플래시 ROM에 쓴다.

PINIT
버퍼메모리와 플래시 ROM의 설정 데이터를 공

장 출하 시의 값(초기값)으로 변경한다.



3.5.5 QD75M형 위치결정 모듈:
QD75M1, QD75M2, QD75M4

3.5 위치결정 모듈

기계 원점복귀 제어

근점도그에 의해 기계적으로 위치결정의

기준점을 정한다.

(위치결정 기동 No.9001)

고속 원점복귀 제어

기계 원점복귀에 의해 QD75M에 저장된

원점 어드레스(이송 기계값)에 위치결정

을 실행한다.(위치결정 기동 No.9002)

직선 제어

(1축 직선 제어)

(2축 직선 보간 제어)

(3축 직선 보간 제어)

(4축 직선 보간 제어)

위치결정 데이터로 설정된 어드레스나 이

동량으로 지정된 위치에 직선의 궤적으로

위치결정을 실행한다.

치수 이송 제어

(1축 치수 이송 제어)

(2축 치수 이송 제어)

(3축 치수 이송 제어)

(4축 치수 이송 제어)

위치결정 데이터로 설정된 이동량으로 지

정된 이동량의 위치결정을 실행한다.

(치수 이송 제어에서는 기동 시에 이송 현

재값을 「0」으로 하거나, 2축, 3축, 4축

치수 이송 제어 시에 보간 기능에 의해 직

선의 궤적으로 치수 이송한다.)

2축 원호 보간 제어

위치결정 데이터로 설정된 어드레스, 이

동량, 보조점이나 중심점 등으로 지정된

위치에 원호의 궤적으로 위치결정을 실행

한다.

직선 제어

(1축 직선 제어)

(2축 직선 보간 제어)

(3축 직선 보간 제어)

(4축 직선 보간 제어)

위치결정 데이터로 설정된 지령 속도에

대응하는 지령을 연속해서 출력한다.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

먼저 속도 제어를 실행하고 나서 「속도ㆍ

위치 전환 신호」를 ON하면, 계속해서 위

치 제어(지정된 어드레스 또는 이동량의

위치결정)를 실행한다.

위치ㆍ속도 전환 제어

먼저 위치 제어를 실행하고 나서 「위치ㆍ

속도 전환 신호」를 ON하면, 계속해서 속

도 제어(지정된 지령 속도에 대응하는 지

령을 연속해서 출력)를 실행한다.

현재값 변경

이송 현재값을 위치결정 데이터로 설정된

어드레스로 변경한다.

다음 2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이송 기계값은 변경 불가능)

ㆍ위치결정 데이터를 사용한 현재값 변경

ㆍ현재값 변경용 기동 번호(No.9003)를

사용한 현재값 변경

NOP 명령

실행하지 않는 제어 명령으로, 이 명령이

설정되어 있으면 실행하지 않고 다음 데

이터의 운전으로 이행한다.

JUMP 명령
지정된 위치결정 데이터No.에 무조건 또

는 조건부로 JUMP한다.

LOOP
반복 LOOP~LEND 명령으로 루프 제어를

실행한다.

LEND
반복 LOOP~LEND 명령으로 루프 제어의

선두로 돌아간다.

블록 기동

(일반 기동)

한번의 기동으로 임의 블록의 위치결정

데이터를 설정된 순으로 실행한다.

조건 기동

지정된 위치결정 데이터에 대해서 「조건

데이터」에서 설정한 조건을 판정하여

「블록 기동 데이터」를 실행한다.

조건이 성립되어 있으면 해당하는 포인터

의 「블록 기동 데이터」를 실행하고, 성

립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포인트의 「블

록 기동 데이터」를 실행한다.

대기 기동

지정된 위치결정 데이터에 대해서 「조건

데이터」에서 설정한 조건을 판정하여

「블록 기동 데이터」를 실행한다.

조건이 성립되어 있으면 「블록 기동 데

이터」를 실행하고, 성립되어 있지 않으

면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제어를 정지(대

기)한다.

동시 기동

「조건 데이터」에서 지정한 축 No.의 위

치결정 데이터를 동시에 실행(같은 시점에

지령을 출력)한다.

반복 기동

(FOR 루프)

「FOR 루프」를 설정한 블록 기동 데이터

부터 「NEXT」를 설정한 블록 기동 데이

터까지 설정된 횟수만 반복하여 실행한

다.

반복 기동

(FOR 조건)

「FOR 조건」을 설정한 블록 기동 데이터

부터 「NEXT」를 설정한 블록 기동 데이

터까지 「조건 데이터」에서 설정한 조

건이 성립될 때까지 반복하여 실행한다.

복수 축 동시 기동 제어

여러 축을 지령 출력 레벨로 동시에 기동

한다.

(상기의 동시 기동과 동일, 위치결정 기

동No.9004)

JOG 운전
JOG 기동 신호가 ON되어 있는 동안만 지

령을 서보 앰프에 출력한다.

인칭 운전

수동으로 미세 이동량 만큼의 지령을 출

력한다.

(JOG 기동 신호로 미세 조정한다)

수동 펄스발생기 운전

수동 펄스발생기로부터의 입력 펄스를 서

보 앰프에 출력한다.(지령 레벨로 미세 조

정한다)

「주요 위치결정 제어」(「고도의 위치결정 제어」)에서는 위치결정

데이터를 연속해서 실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운전 패턴」에서 설

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 패턴」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운전 패턴 내 용

단독 위치결정 제어

(위치결정 종료)

기동된 위치결정 데이터의 운전 패턴에 「단독 위

치결정 제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정된 위

치결정 데이터만 실행하고 위치결정 제어를 종료

한다.

연속 위치결정 제어

기동된 위치결정 데이터의 운전 패턴에 「연속 위

치결정 제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정된 위

치결정 데이터 실행 후 일단 정지한 다음 연속하

는 다음 위치결정 데이터를 실행한다.

연속 궤적 제어

기동된 위치결정 데이터의 운전 패턴에 「연속 궤

적 제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정된 위치결정

데이터를 실행한 다음 감속 정지하지 않고 연속하

는 다음 위치결정 데이터를 실행한다.

주 기 능 내 용 주 기 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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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기능

주기능을 실행할 때 제어를 보정하거나 제한합니다.

*1：근거리 통과 기능은 기본 내장되어 있으며 위치 제어 시만 사
용 가능합니다. 파라미터에서 무효화 할 수 없습니다.

*1：GX Developer(SW6D5C-GPPW 이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5022」 이후인 제품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3：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5032」 이후인 제품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공통 기능

「파라미터의 초기화」나 「실행 데이터의 백업」 등 QD75M

을 사용하는 경우 공통 항목을 제어합니다.

보조 기능 내 용

기계 원점

복귀 고유

의 보조

기능

원점복귀

리트라이

기능

원점복귀 중 상한/하한 리미트 스위치에 의해

원점복귀를 리트라이하는 기능. JOG 운전 등

으로 근점도그 이전에 되돌리지 않아도 기계

원점복귀가 가능하다.

원점 시프트

기능

기계 원점복귀 후 기계 원점 위치에서 지정된

거리만 위치를 보정하여, 그 위치를 원점 어드

레스로 하는 기능.

제어

보정

기능

백래시 보정

기능

기계계의 백래시량을 보정하는 기능. 이동 방

향이 바뀔 때 마다 설정되어 있는 백래시량 만

큼 이송 펄스를 출력한다.

전자 기어

기능

1펄스당 이동량을 설정하여 지령 1펄스당 기

계 이동량을 자유롭게 바꾸는 기능.

1펄스당 이동량을 설정하여 기계계에 적합한

위치결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근거리 통과

기능 *1

보간 제어 시의 연속 궤적 제어로, 속도 변경

시의 기계 진동을 억제하기 위한 기능.

제어

제한

기능

속도 제한

기능

제어 중에 지령 속도가 “속도 제한값”을 초과

하는 경우, 지령 속도를 “속도 제한값"의 설정

범위로 제한하는 기능.

토크 제한

기능

제어 중에 서보 모터의 발생 토크가 “토크 제

한 설정값”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 토크를 “토

크 제한 설정값"의 설정 범위로 제한하는 기

능.

소프트웨어

스트로크

리미트

기능

하드웨어

스트로크

리미트

기능

제어 내용

변경 기능

속도 변경

기능

위치결정 운전 중에 속도를 변경하는 기능.

속도 변경용 버퍼메모리(속도 변경값)로 변경

후에 속도를 설정하고 속도 변경 요구에 따라

속도를 변경한다.

오버라이드

기능

위치결정 운전 중에 속도를 1~300%의 비율

로 변경하는 기능. “위치결정 운전 속도 오버

라이드”를 사용하여 실행한다.

가감속 시간

변경 기능
속도 변경 시의 가감속 시간을 변경하는 기능.

토크 변경
기능

제어 중에 「토크 제한값」을 변경하는 기능.

절대 위치 시스템 절대 위치를 복원하는 기능.

기타 기능

스텝 기능

디버그 시 등 위치결정 운전의 동작을 확인하

기 위해 운전을 일시 정지시키는 기능.

지시킬 수 있다.

「자동 감속」 또는 「위치결정 데이터」로 정

스킵 기능
스킵 신호가 입력된 시점에서 실행 중인 위치

결정을 중단(감속 정지)하고 다음 위치결정을

실행하는 기능.

M코드 출력

기능

기타 기능

티칭 기능

수동 제어에 의해 위치결정 한 어드레스를 지

정된 위치결정 데이터 No. “ ”의 위치결

정 어드레스에 저장하는 기능.

* * *

목표 위치

변경 기능

위치결정 실행 중에 목표 위치를 변경하는 기

능.

위치와 속도를 모두 변경할 수 있다.

지령

인포지션

기능

QD75M이 자동 감속 시 마다 위치결정 정지

위치까지 나머지 거리를 연산하여, 설정된 값

이하가 되었을 때 「지령 인포지션 플래그」

를 1로 하는 기능.

제어 종료전에 다른 보조 작업을 실행하는 경

우, 보조 작업의 트리거로 사용한다.

가감속 처리

기능
제어의 가감속을 조정하는 기능.

연속 운전

중단 기능

연속 운전을 중단하는 기능. 요구 접수시 실행

중인 위치결정 데이터가 완료된 시점에서 운

전이 중단된다.

예측 기동

기능
가상 기동 시간을 단축하는 기능.

감속 시작

플래그

기능*2

정지하는 타이밍을 확인하기 위해 「위치결정

종료」의 운전 패턴으로 위치 제어 시, 정속

또는 가속에서 감속으로 전환되면 플래그를

ON하는 기능.

감속 정지

시 정지 지

령 처리 기

능*3

속도 0으로 감속 정지 처리 중에 정지 요인이

발생한 경우 감속 커브를 선택하는 기능.

폴로 업

(Follow up)

기능

서보 OFF 상태에서 모터 회전량을 모니터하

여, 모터의 회전량을 이송 현재값에 반영시키

는 기능.

공통 기능

파라미터 초기화 기능

QD75M의 버퍼메모리와 플래시 ROM에 저

장되어 있는 「파라미터」를 공장 출하 시의

초기값으로 되돌리는 기능.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① 시퀀스 프로그램에 의한 방법

② GX Configurator-QP에 의한 방법

실행 데이터 백업 기능

현재 실행하고 있는 「설정 데이터」를 플래

시 ROM에 저장(백업)하는 기능.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① 시퀀스 프로그램에 의한 방법

② GX Configurator-QP에 의한 방법

외부 입출력 신호 논리

전환 기능

외부에 접속된 기기에 맞추어 입출력 신호의

논리를 전환하는 기능.

상한/하한 리미트 등 b접점 신호를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에서 파라미터를 정논리로 설정

하면 대응 가능.

외부 입출력 신호 모니터

기능

GX Developer 의 시스템 모니터상에서 표

시할 수 있는 모듈 상세 정보에 외부 입출력

신호 모니터 정보를 모니터하는 기능.

*1

파라미터에 설정되어 있는 상한/하한 스트로

크 리미트의 설정 범위 외로 지령이 주어졌을

때, 그 지령에 대한 위치결정을 실행하지 않는

기능.

QD75M의 외부 기기 접속용 커넥터에 접속한

리미트 스위치에 의해 감속 정지하는 기능.

여러 위치결정 데이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

0~65535까지의 번호로, M코드 번호에 대응

하는 보조 작업(클램프나 드릴의 정지, 공구

교환 등)을 지령하는 기능.

보조 기능 내 용

내 용



■주기능과 보조 기능 조합표

◎：반드시 조합, ○：조합 가능, △：조합에 제한 있음, ×：조합 불가능
*1： 운전 패턴은 「위치결정 데이터」 설정 항목 중 하나입니다.
*2： 근거리 통과 기능은 기본 내장되어 있습니다. 위치 제어의 연속 궤적 제어 설정 시만 사용 가능합니다.
*3： Creep 속도 운전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연속 궤적 제어 실행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인칭 운전은 가감속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6： 기준 축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위치 제어 시에 감속을 시작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위치결정 기동 No.9003의 기동 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5.5 QD75M형 위치결정 모듈:
QD75M1, QD75M2, QD75M4

3.5 위치결정 모듈

기계

원점

복귀

고유

기능

제어

보정

기능

기타 기능

보조 기능

주기능

운전 패턴 *1

과의 조합

M

원점복귀

제어

기계 원점복귀 제어

고속 원점복귀 제어

주요 위치

결정 제어

위치

제어

1축 직선 제어

2축, 3축, 4축

직선 보간 제어

1축 치수 이송

제어

△(연속 궤적 제어

설정 불가능)

2축, 3축, 4축

치수

이송 제어(보간)

△(연속 궤적 제어

설정 불가능)

2축 원호 보간

제어

속도 제어(1~4축)
△(단독 위치결정

제어만 설정 가능)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
△(연속 궤적 제어

설정 불가능)

위치ㆍ속도 전환 제어
△(단독 위치결정

제어만 설정 가능)

기타

제어

현재값 변경
△(연속 궤적 제어

설정 불가능)

NOP 명령

JUMP 명령

LOOP~LEND

수동 제어

JOG 운전,

인칭 운전

수동 펄스발생기 운전

제어

제한

기능

제어

변경

기능



*1：속도ㆍ위치 전환 제어(ABS 모드)에서는 제어 단위로 「degree」만 사용합니다.

*2：「예측 기동 기능」에 의해 가상 기동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5.5 QD75M형 위치결정 모듈:
QD75M1, QD75M2, QD75M4

3.5 위치결정 모듈

성능 사양

제어 축수 1축 2축 4축

보간 기능 없음
2축 직선 보간

2축 원호 보간

2축, 3축, 4축 직선 보간

2축 원호 보간

제어 방식
PTP(Point To Point) 제어, 궤적 제어(직선, 원호 모두 설정 가능), 속도 제어,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 위치ㆍ속도 전환 제어

제어 단위

위치결정 데이터 600데이터(위치결정 데이터 No.1~600)/축(주변기기,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설정 가능)

백업 파라미터, 위치결정 데이터, 블록 기동 데이터는 플래시 ROM에 저장 가능(배터리 불필요)

위치결정

위치결정 방식

PTP 제어：인크리먼트 방식/앱솔루트 방식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인크리먼트 방식/앱솔루트 방식

위치ㆍ속도 전환 제어：인크리먼트 방식

궤적 제어：인크리먼트 방식/앱솔루트 방식

*1

위치결정 범위

앱솔루트 방식 시

인크리먼트 방식 시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INC 모드)/위치ㆍ속도 전환 제어 시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ABS 모드) 시 *1

속도 지령

가감속 처리 자동 사다리꼴 가감속, S자 가감속

가감속 시간 1~8388608(ms) 가속 시간, 감속 시간 모두 4가지 패턴 설정 가능

비상 정지 감속

시간

기동 시간(ms) *2

1축 직선 제어

기동 시간이 늘어나는 요인

다음과 같을 때 해당 시간이

추가된다.

ㆍS자 가감속 선택 시：0.5

ㆍ다른 축 동작 시：1.5

ㆍ연속 위치결정 제어 시：0.2

ㆍ연속 궤적 제어 시：1.0

1축 속도 제어

2축 직선 보간 제어(합성 속도)

2축 직선 보간 제어(기준축 속도)

2축 원호 보간 제어

2축 속도 제어

3축 직선 보간 제어(합성 속도)

3축 직선 보간 제어(기준축 속도)

3축 속도 제어

4축 직선 보간 제어

4축 속도 제어

보호 등급

플래시 ROM 쓰기 횟수 최대 10만회

외선 접속 방식 40핀 커넥터

적합 전선 크기
0.3mm (AWG#22) 이하(A6CON1, A6CON4 사용 시), AWG＃24~28(A6CON2 사용 시),2

AWG＃28(트위스트 선) /AWG＃30(단선)(A6CON3 사용 시)

외부 입력 배선 적용 커넥터(별매)

항 목

기 종

(다음 페이지에 계속)



3.5.5 QD75M형 위치결정 모듈:
QD75M1, QD75M2, QD75M4

3.5 위치결정 모듈

*3：SSCNET 케이블은 안전을 위해 QD75M 아래 부분을 다른 기기(패널)와 70mm 이상 떨어뜨리십시오.

외부 입출력 사양

■입력 사양

(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SSCNET 케이블 *3

(별매)

MR-J2HBUS□

M

ㆍQD75M□~MR-J2-B/MR-J2S-B/MR-J2-Jr/MR-J2M-B 접속용

ㆍMR-J2-B/MR-J2S-B/MR-J2-Jr/MR-J2M-B~

MR-J2-B/MRJ2S-B/MR-J2-Jr/MR-J2M-B 접속용(케이블 길이 0.5, 1, 5m)

ㆍMR-J2CN1：커넥터 세트(별매)

MR-J2HBUS□

M-A

ㆍQD75M□/MR-J2-B/MR-J2S-B/MR-J2-Jr/MR-J2M-B~MR-H-BN/MR-H-BN4 접속

용(케이블 길이 0.5, 1, 5m)

ㆍMR-J2CN1-A：커넥터 세트(별매)

MR-HBUS□M
ㆍMR-H-BN/MR-H-BN4~MR-H-BN/MR-H-BN4 접속용(케이블 길이 0.5, 1, 5m)

ㆍMR-HBCNS：커넥터 세트(별매)

SSCNET 최대 총연장 거리

온라인 모듈 교환 불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형 치수

중량

항 목

기 종

신호 명칭
정격 입력 전압/

전류
사용 전압 범위 ON 전압/전류 OFF 전압/전류 입력 저항 응답 시간

상한 리미트 신호(FLS)

하한 리미트 신호(RLS)

정지 신호(STOP)

수동 펄스발생기 A상(PULSER A)

수동 펄스발생기 B상(PULSER B)

① 펄스폭

(듀티비 50%)

② 위상차

A상

B상

A상이 B상보다 선행되어 있을 때는

위치결정 어드레스(현재값)가 증가.

근점도그 신호(DOG)

외부 지령 신호(CHG)

약 6.8kΩ

약 1.2kΩ

4ms 이하

1ms 이하

DC 17.5V /

3.5mA

이상

이상

DC 2.5V /

1mA

이상

이상

DC 7V /

1.0mA

이하

이하

DC 1V /

0.1mA

이하

이하

1ms 이하
DC 17.5V /

3.5mA

이상

이상

DC 7V /

1.0mA

이상

이상
약 6.8kΩ

1ms 이상

2ms 이상 2ms 이상

4ms 이상



외부 입출력 단자

■입력 단자

*1：”배선 여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항목의
○：위치결정 시 배선 필요
△：필요 시 배선

*2：코먼(COM)에는 ＋, － 모두 접속할 수 있습니다.

3.5.5 QD75M형 위치결정 모듈:
QD75M1, QD75M2, QD75M4

3.5 위치결정 모듈

*1：1□□□로 표시되어 있는 핀 No.는 오른쪽 커넥터의 핀 No.를,
2□□□로 표시되어 있는 핀 No.는 왼쪽 커넥터의 핀 No.는 다
음과 같습니다.

*2：1축 모듈의 경우, 됩니다.1B1~1B18은 「빈 단자」가
*3：1축, 2축 모듈에는 왼쪽의 AX3, 4 커넥터는 없습니다.

외부 배선 신호 명칭 내부 회로
배선

여부
*1

상한 리미트 스
위치를 사용하

지 않는 경우

하한 리미트 스
위치를 사용하
지 않는 경우

수동 펄스발생기
(MR-HDP01)

근점도그 신호

상한 LS 신호

하한 LS 신호

정지 신호

외부 지령 신호

코먼

수동 펄스발생기

A상

수동 펄스발생기

B상

핀 배열

축4(AX4) 축3(AX3) 축2(AX2) 축1(AX1)

핀No.
신호

명

모듈 정면에서

보았을 때

빈 단자

핀No.
신호

명
핀No.

신호

명
핀No.

신호

명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시스템 구성 적용 시스템

＜적용 모듈과 장착 가능 장수＞

QD75M을 장착할 수 있는 CPU 모듈 및 네트워크 모듈(리모

트 I/O국용)과 장착 가능 장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본 매뉴얼 1장의 각 CPU 시스템에서 시스템 구성에 관한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

*2：2.5.2항의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구성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QD75M을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QD75M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GX Developer가 필요합니다.

3.5.5 QD75M형 위치결정 모듈:
QD75M1, QD75M2, QD75M4

3.5 위치결정 모듈

＜부속품＞

＜별도 구입품＞

주) 외부 배선용 커넥터, SSCNET 케이블은 동봉되어 있지 않으므
로 반드시 별도로 구입하십시오.

품명 내용

매뉴얼
QD75M형 위치결정 모듈 사용자 매뉴얼

(하드웨어편)

매뉴얼
QD75M형 위치결정 모듈 사용자 매뉴얼

(상세편)

커넥터
외부 배선용 커넥터

A6CON1, A6CON2, A6CON3, A6CON4

수동 펄스 발생

기
권장；MR-HDP01(미쓰비시전기)

SSCNET

케이블

MR-J2HBUS□

M

ㆍQD75M□~MR-J2-B/MR-J2S-B

/MR-J2-Jr/MR-J2M-B 접속용

ㆍMR-J2-B/MR-J2S-B/MR-J2-Jr

/MR-J2M-B~MR-J2-B/MRJ2S-

B/MR-J2-Jr/MR-J2M-B 접속용

(케이블 길이 0.5, 1, 5m)

ㆍMR-J2CN1：커넥터 세트

(별매)

MR-J2HBUS

□M-A

ㆍQD75M□/MR-J2-B/MR-J2SB/

MR-J2-Jr/MR-J2M-B~MRH-BN

/MR-H-BN4 접속용(케이블 길이

0.5, 1, 5m)

ㆍMR-J2CN1-A：커넥터 세트

(별매)

MR-HBUS

□M

ㆍMR-H-BN/MR-H-BN4~

MR-H-BN/MR-H-BN4 접속용

(케이블 길이 0.5, 1, 5m)

ㆍMR-HBCNS：커넥터 세트

(별매)

외부 기기 접속

케이블
QD75M과 외부 기기를 접속하는 케이블

접속 대응 서보

앰프

품명 내용

CPU 모듈

네트워크

모듈

Q 모드에서만

장착 가능*1

MELSECNET/H

리모트 I/O국*2

소프트웨어 버전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하는 경우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 고

최대 16장

*1

*1
최대 2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Version 8 이후

Version 4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7.10L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2.10L 이후

Version 2.00A 이후

Version 2.00A 이후

Version 2.13P 이후



3.5.6 QD75MH형 위치결정 모듈:
QD75MH1, QD75MH2, QD75MH4

개요

QD75MH1, QD75MH2, QD75MH4(이하, QD75MH로 총칭)

는 SSCNETIII 대응 서보 앰프와 조합하여 기계의 위치 제어

또는 속도 제어를 실행하는 모듈입니다.

특징

■1, 2, 4축 제품

모듈당 1, 2, 4축을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

다.

QD75MH1: 1축 QD75MH2: 2축 QD75MH4: 4축

모듈의 장착 장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4축을 초과하는 제어

축수가 필요한 경우, 복수의 모듈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다양한 위치결정 제어 기능

(1) 임의의 위치에 대한 위치결정 제어, 치수 이송 제어, 등

속 제어 등 위치결정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이 많이 내장

되어 있습니다.

(a) 위치결정 어드레스, 제어 방식, 운전 패턴 등을 포

함한 위치결정 데이터는 축당 최대 600데이터를 설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결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축 단위로 위치결정

을 합니다.(2축~4축의 보간 제어나 복수 축의 동시

기동도 가능합니다.)

(b) 축 단위로 위치결정을 할 때는 직선 제어(4축 동시

실행 가능)가 가능합니다.

1개의 위치결정 데이터로

복수의 위치결정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실행하

여 연속 위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위치결정을 하

거나

(c) 복수 축을 위치결정할 때는 2축~4축의 속도 제어,

2축~4축의 위치 제어에 의한 직선 보간 제어 및 2

축으로 원호 보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위치결정 데이터 1개를 사용하여 단독으로 위

치결정을 하거나 복수 데이터를 연속으로 실행하여

연속 위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복수의 위치결정 데이터를 지정하는 제어 방식에는 위치

제어, 속도 제어,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 위치ㆍ속도 전

환 제어 등이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위치결정 데이터로 설정한 운전 패턴에 따라

복수의 위치결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속 위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여러 위치결정 데이터를 1블록으로 하여 복수 블

록 만큼 .연속 위치결정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4) 확실한 원점복귀 제어를 실현합니다.

「기계 원점복귀」의 원점복귀 방식으로, 근점도그식(1

종류), 카운트식(2종류), 데이터 세트 방식(1종류) 등 4

가지 방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 가감속 방식으로, 자동 사다리꼴 가감속과 S자 가감속의

2가지 방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동 사다리꼴 가감속과 S자 가감속 중에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고속의 기동 처리 시간

위치결정 기동 시의 처리 시간을 3.5ms~4.0ms로 단축하였

습니다. 동시 기동 기능으로 운전하거나 보간 운전을 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축 기동 지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간에

(예) 축1, 축3을 대상으로 한 동시 기동 기능으로 기동：
축1－축3 기동 지연 없음간에

축2, 축4를 대상으로 한 보간 운전 기동：

축2－축4 기동 지연 없음간에

■SSCNETIII에 의한 서보 앰프와의 접속

(1) MELSERVO(미쓰비시 서보 앰프：MR-J3-B)와

SSCNETIII로 직접 서보 앰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QD75MH와 서보 앰프 및 서보 앰프 사이에 SSCNETIII

케이블로 배선을 절감할 수 있으며, 동일 버

스상의 SSCNETIII 케이블의 모션 CPU ~ 서보 앰프/서

보 앰프 ~ 서보 앰프

.

접속하여

사이의 거리를 50m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SSCNETIII 케이블(광통신)을 사용함으로써 서보 앰프

등이 전자 노이즈 등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4) 서보용 파라미터를

서보 앰프에 쓰거나 서보 앰프에서 서보 파라미터

를 읽을 수 있습니다.

QD75MH에 설정하여 SSCNETIII 경

유로

(5) 서보가 관리하고 있는 실제 현재값/에러 내용을

QD75MH의 버퍼메모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이한 절대 위치 시스템 대응

(1) 절대 위치 대응 서보 앰프를 접속하여 절대 위치 시스템

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원점 위치를 한 번 확립해 두면, 전원 기동 시 원점복귀

를 조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절대 위치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세트 방식 원점복귀 기

능으로 원점 위치를 확립 수 있어 근점도그 등의 배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설정 단위가 「degree」인 경우 무한 길이 이송 기능으

로 절대 위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계계 입력에 의한 제어 가능

외부 기동, 정지, 속도ㆍ위치 전환 등의 외부 입력에 의해 시

퀀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도 위치결정을 실행할 수 있

습니다.

■용이한 메인터넌스

QD75MH을 사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메인터넌스할 수 있습

니다.

(1) 위치결정 데이터, 파라미터 등의 각종 데이터를

QD75MH의 플래시 ROM에 저장할 수 있으므로, 배터리

없이도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에러 내용을 세분화하여 쉽게 초기 진단할 수 있습니다.

(3) 에러/경고 정보 등의 이력을 16개씩 기억하고 있어 발생

한 에러/경고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 위치결정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전용 명령 사용 가능

위치결정 기동 명령, 티칭 명령 등의 전용 명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용 명령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GX Configurator-QP에 의한 설정, 모니터, 테스

가능

트

GX Configurator-QP에 의해 QD75MH의 파라미터, 위치결
정 데이터를 버퍼메모리 어드레스와 관계없이 설정할 수 있
습니다.
위치결정 제어용 시퀀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GX
Configurator-QP의 테스트 기능에 의해
설정된 파라미터와 위치결정 데이터로 QD75MH를 운전하
여 파라미터, 위치결정 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어 상태 모니터 등으로 효과적으로 디버그할 수 있
습니다.

배선을 체크하거나

■비상 정지 기능

외부 기기 접속용 커넥터에 비상 정지 입력 신호를 추가함으
로써 서보 앰프의 모든 축을 일괄로 수 있습
니다.
"비상 정지 입력 신호"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파라미터에
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상 정지시킬

QD75MH용 전용 명령

QD75MH용 시퀀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다음의 QD75MH
용 전용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관

SSCNET 케이블

단위：mm

SSCNETIII 케이블은 안전을 위해 QD75MH 아래 부분을 다

른 기기(패널)와 70mm 이상 떨어뜨리십시오.

기능 일람

■주기능

●원점복귀 제어

「원점복귀 제어」는 위치결정 제어 시 기준점이 되는 위

치를 확립하고 이 기준점으로 위치결정하는 기능입니다.

전원 투입 시나 위치결정 정지 후 등 원점 이외의 위치에

있는 워크를 원점으로 복귀시키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원점복귀 제어」는 QD75MH에 「위치결정 기동 데이

터No.9001(기계 원점복귀)」, 「위치결정 기동 데이터

No.9002(고속 원점복귀)」에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위치결정 제어

QD75MH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결정 데이터」를 사용

하여 제어합니다. 위치 제어나 속도 제어 등은 이 「위치

결정 데이터」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고 이 위치결정

데이터를 기동하여 실행합니다.

이 「위치결정 데이터」에는 「운전 패턴」을 설정하여

연속하는 위치결정 데이터(예：위치결정 데이터No. 1,

No. 2, No. 3…)의 제어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위치결정 제어

QD75MH에 저장된 「위치결정 데이터」의 「블록 기동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어합니다. 다음과 같이 「블록

기동 데이터」를 응용하여 위치결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

다.

ㆍ몇개의 연속하는 위치결정 데이터를 「블록」으로 취

급하여, 임의의 블록을 지정한 순으로 실행한다.

ㆍ위치 제어나 속도 제어 등에 「조건 판정」을 추가한다.

3.5.6 QD75MH형 위치결정 모듈:
QD75MH1, QD75MH2, QD75MH4

3.5 위치결정 모듈

명령명 내용

PSTRT1, PSTRT2,

PSTRT3, PSTRT4
QD75MH 지정 축의 위치결정 제어를 기동한다.

TEACH1, TEACH2,

TEACH3, TEACH4
QD75MH 지정 축을 티칭한다.

PFWRT
버퍼메모리의 파라미터, 위치결정 데이터, 블록

기동 데이터를 플래시 ROM에 쓴다.

PINIT
버퍼메모리와 플래시 ROM의 설정 데이터를 공

장 출하 시의 값(초기값)으로 변경한다.



ㆍ복수의 축에 설정된 No.의 위치결정 데이터를 동시에

기동한다(복수의 서보에 동시에 지령을 출력한다).

ㆍ지정된 위치결정 데이터를 반복하여 실행한다.

등

●수동 제어

「수동 제어」는 위치결정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외

부로부터의 신호 입력에 대응하여 임의로 위치결정 동작

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임의의 위치에 워크를 동작시

키거나(JOG 운전), 위치결정의 미세 조정(인칭 운전, 수

동 펄스발생기 운전)을 하는 경우에 이 수동 제어를 사용

합니다.

3.5.6 QD75MH형 위치결정 모듈:
QD75MH1, QD75MH2, QD75MH4

3.5 위치결정 모듈

기계 원점복귀 제어
근점도그에 의해 기계적으로 위치결정의

기준점을 정한다.

(위치결정 기동 No.9001)

고속 원점복귀 제어

기계 원점복귀에 의해 QD75MH에 저장된

원점 어드레스(이송 기계값)에 위치결정

을 실행한다.(위치결정 기동 No.9002)

직선 제어

(1축 직선 제어)

(2축 직선 보간 제어)

(3축 직선 보간 제어)

(4축 직선 보간 제어)

위치결정 데이터로 설정된 어드레스나 이

동량으로 지정된 위치에 직선의 궤적으로

위치결정을 실행한다.

치수 이송 제어

(1축 치수 이송 제어)

(2축 치수 이송 제어)

(3축 치수 이송 제어)

(4축 치수 이송 제어)

위치결정 데이터로 설정된 이동량으로 지

정된 이동량의 위치결정을 실행한다.

(치수 이송 제어에서는 기동 시에 이송 현

재값을 「0」으로 하거나, 2축, 3축, 4축

치수 이송 제어 시에 보간 기능에 의해 직

선의 궤적으로 치수 이송한다.)

2축 원호 보간 제어

위치결정 데이터로 설정된 어드레스, 이동

량, 보조점이나 중심점 등으로 지정된 위치

에 원호의 궤적으로 위치결정을 실행한다.

직선 제어

(1축 직선 제어)

(2축 직선 보간 제어)

(3축 직선 보간 제어)

(4축 직선 보간 제어)

위치결정 데이터로 설정된 지령 속도에 대

응하는 지령을 연속해서 출력한다.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

먼저 속도 제어를 실행하고 나서 「속도ㆍ

위치 전환 신호」를 ON하면, 계속해서 위

치 제어(지정된 어드레스 또는 이동량의

위치결정)를 실행한다.

위치ㆍ속도 전환 제어

먼저 위치 제어를 실행하고 나서 「위치ㆍ

속도 전환 신호」를 ON하면, 계속해서 속

도 제어(지정된 지령 속도에 대응하는 지

령을 연속해서 출력)를 실행한다.

현재값 변경

이송 현재값을 위치결정 데이터로 설정된

어드레스로 변경한다.

다음 2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이송 기계값은 변경 불가능)

ㆍ위치결정 데이터를 사용한 현재값 변경

ㆍ현재값 변경용 기동 번호(No.9003)를

사용한 현재값 변경

NOP 명령

실행하지 않는 제어 명령으로, 이 명령이

설정되어 있으면 실행하지 않고 다음 데

이터의 운전으로 이행한다.

JUMP 명령
지정된 위치결정 데이터No.에 무조건 또

는 조건부로 JUMP한다.

LOOP
반복 LOOP~LEND 명령으로 루프 제어를

실행한다.

LEND
반복 LOOP~LEND 명령으로 루프 제어의

선두로 돌아간다.

주 기 능 내 용

블록 기동

(일반 기동)

한번의 기동으로 임의 블록의 위치결정

데이터를 설정된 순으로 실행한다.

조건 기동

지정된 위치결정 데이터에 대해서 「조건

데이터」에서 설정한 조건을 판정하여

「블록 기동 데이터」를 실행한다.

조건이 성립되어 있으면 해당하는 포인터

의 「블록 기동 데이터」를 실행하고, 성

립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포인트의 「블

록 기동 데이터」를 실행한다.

대기 기동

지정된 위치결정 데이터에 대해서 「조건

데이터」에서 설정한 조건을 판정하여

「블록 기동 데이터」를 실행한다.

조건이 성립되어 있으면 「블록 기동 데

이터」를 실행하고, 성립되어 있지 않으

면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제어를 정지(대

기)한다.

동시 기동

「조건 데이터」에서 지정한 축 No.의 위

치결정 데이터를 동시에 실행(같은 시점

에 지령을 출력)한다.

반복 기동

(FOR 루프)

「FOR 루프」를 설정한 블록 기동 데이터

부터 「NEXT」를 설정한 블록 기동 데이

터까지 설정된 횟수만 반복하여 실행한

다.

반복 기동

(FOR 조건)

「FOR 조건」을 설정한 블록 기동 데이터

부터 「NEXT」를 설정한 블록 기동 데이

터까지 「조건 데이터」에서 설정한 조건

이 성립될 때까지 반복하여 실행한다.

복수 축 동시 기동 제어

여러 축을 지령 출력 레벨로 동시에 기동

한다.

(상기의 동시 기동과 동일, 위치결정 기동

No.9004)

JOG 운전
JOG 기동 신호가 ON되어 있는 동안만 지

령을 서보 앰프에 출력한다.

인칭 운전

수동으로 미세 이동량 만큼의 지령을 출력

한다.

(JOG 기동 신호로 미세 조정한다)

수동 펄스발생기 운전

수동 펄스발생기로부터의 입력 펄스를 서

보 앰프에 출력한다.(지령 레벨로 미세 조

정한다)

「주요 위치결정 제어」(「고도의 위치결정 제어」)에서는

위치결정 데이터를 연속해서 실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운

전 패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 패턴」의 개요

를 설명합니다.

운전 패턴 내 용

단독 위치결정 제어

(위치결정 종료)

기동된 위치결정 데이터의 운전 패턴에 「단

독 위치결정 제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정된 위치결정 데이터만 실행하고 위치결

정 제어를 종료한다.

연속 위치결정 제어

기동된 위치결정 데이터의 운전 패턴에 「연

속 위치결정 제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정된 위치결정 데이터 실행 후 일단 정지한

다음 연속하는 다음 위치결정 데이터를 실행

한다.

연속 궤적 제어

기동된 위치결정 데이터의 운전 패턴에 「연

속 궤적 제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정

된 위치결정 데이터를 실행한 다음 감속 정지

하지 않고 연속하는 다음 위치결정 데이터를

실행한다.

주 기 능 내 용



■보조 기능

주기능을 실행할 때 제어를 보정하거나 제한합니다.

3.5.6 QD75MH형 위치결정 모듈:
QD75MH1, QD75MH2, QD75MH4

3.5 위치결정 모듈

■공통 기능

「파라미터의 초기화」나 「실행 데이터의 백업」 등

QD75MH를 사용하는 경우 공통 항목을 제어합니다.

*1：근거리 통과 기능은 기본 내장되어 있으며 위치 제어 시만
용 가능합니다. 파라미터에서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사

보조 기능 내 용

기계 원점

복귀 고유

의 보조

기능

원점복귀

리트라이

기능

원점복귀 중 상한/하한 리미트 스위치에 의해

원점복귀를 리트라이하는 기능. JOG 운전 등

으로 근점도그 이전으로 되돌리지 않아도 기

계 원점복귀가 가능하다.

기계 원점복귀 후 기계 원점 위치에서 지정된

거리만 위치를 보정하여 그 위치를 원점 어드

레스로 하는 기능.

원점 시프트

기능

제어

보정

기능

백래시 보정

기능

기계계의 백래시량을 보정하는 기능. 이동 방

향이 바뀔 때 마다 설정되어 있는 백래시량 만

큼 이송 펄스를 출력한다.

전자 기어

기능

1펄스당 이동량을 설정하여 지령 1펄스당 기

계 이동량을 자유롭게 바꾸는 기능.

1펄스당 이동량을 설정하여 기계계에 적합한

위치결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근거리 통과

기능 *1

보간 제어 시의 연속 궤적 제어로, 속도 변경

시의 기계 진동을 억제하기 위한 기능.

제어

제한

기능

속도 제한

기능

제어 중에 지령 속도가 “속도 제한값”을 초과

하는 경우, 지령 속도를 “속도 제한값"의 설정

범위로 제한하는 기능.

토크 제한

기능

제어 중에 서보 모터의 발생 토크가 “토크 제

한 설정값”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 토크를 “토

크 제한 설정값"의 설정 범위로 제한하는 기

능.

소프트웨어

스트로크

리미트

기능

파라미터에 설정되어 있는 상한/하한 스트로

크 리미트의 설정 범위 외로 지령이 주어졌을

때, 그 지령에 대한 위치결정을 실행하지 않는

기능.

하드웨어

스트로크

리미트

기능

QD75MH의 외부 기기 접속용 커넥터에 접속

한 리미트 스위치에 의해 감속 정지하는 기능.

비상 정지

기능

QD75MH의 외부 기기 접속용 커넥터에 접속

한 비상 정지 입력 신호에 의해 서보 앰프의

모든 축을 일괄로 정지시키는 기능.

제

변경

기능

어

속도 변경

기능

위치결정 운전 중에 속도를 변경하는 기능.

속도 변경용 버퍼메모리(속도 변경값)로 변경

후 속도를 설정하고 속도 변경 요구에 따라

속도를 변경한다.

오버라이드

기능

위치결정 운전 중에 속도를 1~300%의 비율

로 변경하는 기능. “위치결정 운전 속도 오버

라이드”를 사용하여 실행한다.

가감속 시간

변경 기능
속도 변경 시의 가감속 시간을 변경하는 기능.

토크 변경

기능
제어 중에 「토크 제한값」을 변경하는 기능.

절대 위치 시스템 절대 위치를 복원하는 기능.

기타 기능

스텝 기능

디버그 시 등 위치결정 운전의 동작을 확인하

기 위해 운전을 일시 정지시키는 기능.

「자동 감속」 또는 「위치결정 데이터」로 정

지시킬 수 있다.

스킵 기능
스킵 신호가 입력된 시점에서 실행 중인 위치

결정을 중단(감속 정지)하고 다음 위치결정을

실행하는 기능.

기타 기능

티칭 기능
수동 제어에 의해 위치결정 한 어드레스를 지

정한 위치결정 데이터 No. “ ”의 위치결

정 어드레스에 저장하는 기능.

* * *

M코드 출력

기능

여러 위치결정 데이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

0~65535까지의 번호로, M코드 번호에 대응

하는 보조 작업(클램프나 드릴의 정지, 공구

교환 등)을 지령하는 기능.

목표 위치

변경 기능

위치결정 실행 중에 목표 위치를 변경하는 기

능.

위치와 속도를 모두 변경할 수 있다.

지령

인포지션

기능

자동 감속 시마다 QD75MH가 위치결정 정지

위치까지의 나머지 거리를 연산하여, 설정된

값 이하가 되었을 때 「지령 인포지션 플래그」

를 1로 하는 기능.

제어 종료 전에 다른 보조 작업을 실행하는 경

우, 보조 작업의 트리거로 사용한다.

가감속 처리

기능
제어의 가감속을 조정하는 기능.

연속 운전

중단 기능

연속 운전을 중단하는 기능. 요구 접수시 실행

중인 위치결정 데이터가 완료된 시점에서 운

전이 중단된다.

예측 기동

기능
가상 기동 시간을 단축하는 기능.

감속 시작

플래그 기능

정지하는 타이밍을 확인하기 위해 「위치결정

종료」의 운전 패턴으로 위치 제어 시, 정속

또는 가속에서 감속으로 전환되면 플래그를

ON하는 기능.

감속 정지

시 정지 지령

처리 기능

속도 0으로 감속 정지 처리 중에 정지 요인이

발생한 경우 감속 커브를 선택하는 기능.

폴로업

(Follow up)

기능

서보 OFF 상태에서 모터 회전량을 모니터하

여, 모터의 회전량을 이송 현재값에 반영시키

는 기능.

degree축

속도 10배

지정 기능

단위 설정이 degree축일 때 지령 속도 및 속도

제한값의 10배의 속도로 위치결정 제어하는

기능.

원점복귀 미

완료 시 동

작 지정 기능

원점복귀 요구 플래그 ON 시 위치결정 실행

여부를 선택하는 기능.

공통 기능

파라미터 초기화 기능

QD75MH의 버퍼메모리와 플래시 ROM에

저장되어 있는 「파라미터」를 공장 출하 시

의 초기값으로 되돌리는 기능.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① 시퀀스 프로그램에 의한 방법

② GX Configurator-QP에 의한 방법

실행 데이터 백업 기능

현재 실행되고 있는 「설정 데이터」를 플래

시 ROM에 저장(백업)하는 기능.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① 시퀀스 프로그램에 의한 방법

② GX Configurator-QP에 의한 방법

외부 신호 선택 기능

상한/하한 리미트 신호와 근점도그 신호를

QD75MH 또는 서보 앰프의 외부 입력 신호

중 어느 쪽에 접속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

능.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보조 기능 내 용

내 용



*1：GX Developer(SW6D5C-GPPW 이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3.5.6 QD75MH형 위치결정 모듈:
QD75MH1, QD75MH2, QD75MH4

3.5 위치결정 모듈

(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외부 입출력 신호 논리

전환 기능

외부에 접속된 기기에 맞추어 입출력 신호의

논리를 전환하는 기능.

상한/하한 리미트 등 b접점 신호를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에서 파라미터를 정논리로 설정

하면 대응 가능.

공통 기능 내 용



■주기능과 보조 기능 조합표

◎：반드시 조합, ○：조합 가능, △：조합에 제한 있음, ×：조합 불가능
*1： 운전 패턴은 「위치결정 데이터」 설정 항목 중 하나입니다.
*2： 근거리 통과 기능은 기본 내장되어 있습니다. 위치 제어의 연속 궤적 제어 설정 시만 사용 가능합니다.
*3： Creep 속도 운전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연속 궤적 제어 실행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인칭 운전은 가감속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6： 기준 축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위치 제어 시에 감속을 시작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위치결정 기동 No.9003의 기동 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이송 속도”, "축 이송 속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위치결정 기동 No.9003에 의한 기동은 가능하며, 위치결정 데이터(No.1~600)에 의해서는 기동할 수 없습니다.

3.5.6 QD75MH형 위치결정 모듈:
QD75MH1, QD75MH2, QD75MH4

3.5 위치결정 모듈

기계

원점

복귀

고유

기능

제어

보정

기능

제어

제한

기능

제어

변경

기능

기타 기능

주기능

운전 패턴*1

과의 조합

보조 기능

M

10

원점복귀

제어

기계 원점복귀 제어

고속 원점복귀 제어

주요

위치결정

제어

위치

제어

1축 직선 제어

2축, 3축, 4축

직선 보간 제어

1축 치수 이송

제어

△(연속 궤적 제어
설정 불가능)

2축, 3축, 4축 치수

이송 제어(보간)

△(연속 궤적 제어

설정 불가능)

2축 원호 보간 제어

속도 제어(1~4축)
△(단독 위치결정

제어만 설정 가능)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
△(연속 궤적 제어

설정 불가능)

위치ㆍ속도 전환 제어
△(단독 위치결정

제어만 설정 가능)

기타

제어

현재값 변경
△(연속 궤적 제어

설정 불가능)

NOP 명령

JUMP 명령

LOOP~LEND

수동

제어

JOG 운전,

인칭 운전

수동 펄스발생기 운전



성능 사양

*1：속도ㆍ위치 전환 제어(ABS 모드)에서는 제어 단위로 「degree」만 사용합니다.

*2：「예측 기동 기능」에 의해 가상 기동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degree축 속도 10배 지정 기능」을 사용할 경우, 0.01~20000000.00(degree/MIN)이 됩니다.

3.5.6 QD75MH형 위치결정 모듈:
QD75MH1, QD75MH2, QD75MH4

3.5 위치결정 모듈

제어 축수 1축 2축 4축

보간 기능 없음
2축 직선 보간

2축 원호 보간

2축, 3축, 4축 직선 보간

2축 원호 보간

제어 방식

제어 단위

위치결정 데이터 600데이터(위치결정 데이터 No.1~600)/축(주변기기,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설정 가능)

백업 파라미터, 위치결정 데이터, 블록 기동 데이터는 플래시 ROM에 저장 가능(배터리 불필요)

위치결정

위치결정 방식

PTP 제어：인크리먼트 방식/앱솔루트 방식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인크리먼트 방식/앱솔루트 방식 1*

위치ㆍ속도 전환 제어：인크리먼트 방식

궤적 제어：인크리먼트 방식/앱솔루트 방식

위치결정 범위

앱솔루트 방식 시

인크리먼트 방식 시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INC 모드)/위치ㆍ속도 전환 제어 시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ABS 모드) 시 1*

속도 지령

가감속 처리 자동 사다리꼴 가감속, S자 가감속

가감속 시간 1~8388608(ms) 가속 시간, 감속 시간 모두 4가지 패턴 설정 가능

비상 정지 감속

시간

기동 시간(ms) *2

1축 직선 제어

기동 시간 연장 요인

다음과 같을 때 해당 시간를

추가한다.

ㆍS자 가감속 선택 시：0.5

ㆍ다른 축 동작 시：1.5

ㆍ연속 위치결정 제어 시：0.2

ㆍ연속 궤적 제어 시：1.0

1축 속도 제어

2축 직선 보간 제어(합성 속도)

2축 직선 보간 제어(기준축 속도)

2축 원호 보간 제어

2축 속도 제어

3축 직선 보간 제어(합성 속도)

3축 직선 보간 제어(기준축 속도)

3축 속도 제어

4축 직선 보간 제어

4축 속도 제어

보호 등급

플래시 ROM 쓰기 횟수 최대 10만회

외선 접속 방식 40핀 커넥터

적합 전선 크기
0.3mm (AWG#22) 이하(A6CON1, A6CON4 사용 시), AWG＃24~28(A6CON2 사용 시),2

AWG＃28(트위스트 선) /AWG＃30(단선)(A6CON3 사용 시)

외부 입력 배선 적용 커넥터(별매)

PTP(Point To Point) 제어, 궤적 제어(직선, 원호 모두 설정 가능), 속도 제어,

속도ㆍ위치 전환 제어, 위치ㆍ속도 전환 제어

(다음 페이지에 계속)

항 목

기 종

1~8388608(ms)



3.5.6 QD75MH형 위치결정 모듈:
QD75MH1, QD75MH2, QD75MH4

3.5 위치결정 모듈

(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SSCNETIII 케이블 *4

(별매)

MR-J3BUS□M

ㆍQD75MH~MR-J3-□B 접속용

ㆍMR-J3-□B~MR-J3-□B 접속용

ㆍ제어반 내 표준 코드

ㆍ0.15m, 0.3m, 0.5m, 1m, 3m

MR-J3BUS□

M-A

ㆍQD75MH~MR-J3-□B 접속용

ㆍMR-J3-□B~MR-J3-□B 접속용

ㆍ제어반 외 표준 케이블

ㆍ5m, 10m, 20m

MR-J3BUS□

M-B

ㆍQD75MH~MR-J3-□B 접속용

ㆍMR-J3-□B~MR-J3-□B 접속용

ㆍ장거리 케이블

ㆍ30m, 40m, 50m

SSCNETIII 최대 총연장 거리

온라인 모듈 교환 불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형 치수

중량

*4：SSCNETIII 케이블은 안전을 위해 QD75MH 아래 부분을 다른 기기(패널)와 70mm 이상 떨어뜨리십시오.

외부 입출력 사양

■입력 사양

신호 명칭
정격 입력 전압/

전류
사용 전압 범위 ON 전압/전류 OFF 전압/전류 입력 저항 응답 시간

비상 정지 입력 신호(EMI)

상한 리미트 신호(FLS)

하한 리미트 신호(RLS)

정지 신호(STOP)

수동 펄스발생기 A상(PULSER A)

수동 펄스발생기 B상(PULSER B)

① 펄스폭

(듀티비 50%)

② 위상차

A상

B상

A상이 B상보다 선행되어 있을 때는

위치결정 어드레스(현재값)가 증가.

근점도그 신호(DOG)

외부 지령 신호(CHG)

항 목

기 종

약 6.8kΩ

약 1.2kΩ

4ms 이하

1ms 이하

DC 17.5V /

3.5mA

이상

이상

DC 2.5V /

QmA

이상

이상

DC 7V /

1.0mA

이하

이하

DC 1V /

0.1mA

이하

이하

1ms 이상

2ms 이상 2ms 이상

4ms 이상

약 6.8kΩ 1ms 이하
DC 17.5V /

3.5mA

이상

이상

DC 7V /

1.0mA

이하

이하



외부 입출력 단자

■입력 단자

*1：”배선 여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항목의
○：위치결정 시 배선 필요
△：필요 시 배선

*2：코먼(COM)에는 ＋, － 모두 접속할 수 있습니다.
*3：수동 펄스발생기 전원으로 별도의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QD75MH측의 전원 5V(P5)는 접속하지 마십시오. 별도의 전
은 5V 안정화 전원을 설치하십시오.

원

P5와 SG 간에 다른 전압의 전원을 사용하면 고장의 원인이
니다.

됩

*4：서보 앰프의 외부 입력 신호 사용 시는 "외부 신호 선택"에서
「1」을 설정하십시오.

*5：P5와 SG를 수동 펄스발생기 전원 이외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1：1□□□로 표시되어 있는 핀 No.는 오른쪽 커넥터의 핀 No.를,

2□□□로 표시되어 있는 핀 No.는 왼쪽 커넥터의 핀 No.는

음과 같습니다.

다

*2：1축 모듈의 경우, 됩니다.1B1~1B7은 「빈 단자」가
*3：1축, 2축 모듈에는 왼쪽의 AX3, 4 커넥터는 없습니다.

3.5.6 QD75MH형 위치결정 모듈:
QD75MH1, QD75MH2, QD75MH4

3.5 위치결정 모듈

외부 배선 신호 명칭 내부 회로
배선

여부

상한 리미트 스

위치를 사용하

지 않는 경우

하한 리미트 스

위치를 사용하

지 않는 경우

수동 펄스발생기
(MR-HDP01)

근점도그 신호*4

상한 LS 신호*4

하한 LS 신호*4

정지 신호

외부 지령 신호

코먼

비상 정지 입력

신호

수동 펄스발생기

A상

수동 펄스발생기

수동 펄스발생기

전원 ,* *3 5

(DC＋5V)

수동 펄스발생기

전원 (GND)*5

DC5V
전원

*1

핀 배열

축4(AX4) 축3(AX3) 축2(AX2) 축1(AX1)

핀No.
신호

명

모듈 정면에서

보았을 때

빈 단자

핀No.
신호

명
핀No.

신호

명
핀No.

신호

명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빈 단자



시스템 구성

＜별도 구입품＞

주) 외부 배선용 커넥터, SSCNETIII 케이블은 동봉되어 있지 않으
므로, 반드시 별도로 구입하십시오.

적용 시스템

＜적용 모듈과 장착 가능 장수＞

QD75MH를 장착할 수 있는 CPU 모듈 및 네트워크 모듈(리

모트 I/O국용)과 장착 가능 장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본 매뉴얼 1장의 각 CPU 시스템에서 시스템 구성에 관한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

*2：2.5.2항의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구성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QD75MH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다음

과 같이 대응합니다.

QD75MH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GX Developer가 필요합니

다.

3.5.6 QD75MH형 위치결정 모듈:
QD75MH1, QD75MH2, QD75MH4

3.5 위치결정 모듈

＜부속품＞

품명 내용

매뉴얼
QD75MH형 위치결정 모듈 사용자 매뉴얼

(하드웨어편)

매뉴얼
QD75MH형 위치결정 모듈 사용자 매뉴얼

(상세편)

커넥터
외부 배선용 커넥터

A6CON1, A6CON2, A6CON3, A6CON4

수동 펄스 발생

기
권장；MR-HDP01(미쓰비시전기)

SSCNETIII 케이

블

MR-J3BUS□

M

ㆍQD75MH~MR-J3-□B 접속용

ㆍMR-J3-□B~MR-J3-□B 접속용

ㆍ제어반 내 표준 코드

ㆍ0.15m, 0.3m, 0.5m, 1m, 3m

MR-J3BUS□

M-A

ㆍQD75MH~MR-J3-□B 접속용

ㆍMR-J3-□B~MR-J3-□B 접속용

ㆍ제어반 외 표준 케이블

ㆍ5m, 10m, 20m

MR-J3BUS□

M-B

ㆍQD75MH~MR-J3-□B 접속용

ㆍMR-J3-□B~MR-J3-□B 접속용

ㆍ장거리 케이블

ㆍ30m, 40m, 50m

외부 기기 접속

케이블
QD75MH와 외부 기기를 접속하는 케이블

접속 대응 서보

앰프

품명 내용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 고

CPU 모듈 Q 모드에서만

장착 가능 *1

네트워크

모듈

MELSECNET/H

리모트 I/O국 *2

소프트웨어 버전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하는 경우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Version 8 이후

Version 4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7.10L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2.20W 이후

최대 16장

*1

*1
최대 2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3.5.7 QD75 타입 위치결정 모듈 설정ㆍ모니터 툴:
GX Configurator-QP

개요

GX Configurator-QP는 QCPU, Q 대응 시리얼 커뮤니케이

션 모듈 또는 Q 대응 MELSECNET/H 네트워크 리모트 I/O

모듈을 경유하여 다음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ㆍ위치결정 데이터, 파라미터 설정

ㆍ위치결정 데이터에 의한 시뮬레이션

ㆍ위치결정 모듈에서 데이터 읽기, 쓰기

ㆍ위치결정 제어 상태 모니터

ㆍ위치결정 제어의 테스트 운전

ㆍQCPU 디바이스와 QD75 버퍼메모리 간의 자동 리프레시

설정

GX Configurator-QP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결정 모듈은 다

음과 같습니다.

GX Configurator-QP에서 QD75에 액세스하는 경우에 경유

할 수 있는 모듈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모트 I/O 모듈에 직접 접속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특징

■복수 프로젝트의 동시 편집 가능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열 수 있으므로 유용하고자 하는 위

치결정 데이터, 블록 기동 데이터를 복사＆붙여넣기하여 간

단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복수 모듈의 디버그

GX Configurator-QP와 QD75는 QCPU, Q 대응 시리얼 커

뮤니케이션 모듈 또는 Q 대응 MELSECNET/H 네트워크 리

모트 I/O 모듈 을 경유하여 액세스하므로, 기본 베이스 모듈

/증설 베이스 모듈의 QD75에는 케이블을 접속할 필요가 없

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마다 접속 상대 QD75를 설정하므로, 복수의

모듈에 한꺼번에 쓰거나 모니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복수의 QD75를 이용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기동 대기 시

간이나 물리적인 작업시간이 줄어들어 디버그 효율이 높아

집니다.

*

*：리모트 I/O 모듈에 직접 접속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QCPU에서 복수의 QD75에

일괄 쓰기 및 모니터

가능

■자동 리프레시 설정에 의한 시퀀스 프로그램 감축

자동 리프레시 설정은 다음과 같은 QD75의 버퍼메모리 저

장값을 QCPU의 디바이스에 자동으로 읽기 위해 사용합니

다.
ㆍ이송 현재값

ㆍ이송 기계값

ㆍ이송 속도

ㆍ에러 번호

ㆍ경고 번호

ㆍ유효 M코드

자동 리프레시를 설정하면, FROM 명령(버퍼메모리 저장값

을 읽는데 명령)을 줄일 수 있어 시퀀스 프로그램

작성 및 디버그가 간편해집니다.

사용하는

3.5 위치결정 모듈

위치결정 모듈 타입 형 명

오픈 컬렉터 출력 타입

차동 드라이버 출력 타입

SSCNET 접속 타입

SSCNETIII 접속 타입

모듈 종류

Q 대응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Q 대응 MELSECNET/H 네트

워크 리포트 I/O 모듈*

형 명

복사＆붙여넣기



■네비게이션 기능에 의한 간편한 조작

GX Configurator-QP에는 데이터 설정은 물론 QD75에 대

한 쓰기, 모니터, 테스트, 데이터 저장 등의 기능을 일련의

순서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네비게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로 기본 설정을 하거나 디버그할 수 있으므로,

본 소프트웨어나 위치결정 제어에 필요한 조작 내용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도 최적의 위치결정 데이

터 설정 가능

보조 원호 설정과 축 속도 자동 설정 기능에 의해 위치결정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 원호 설정에서는 지정된 2개의 직선 보간 제어 데이터

에서 각을 원호(커브)의 궤적으로 하는 원호 보간 제어용 데

이터를 생성합니다.

축 속도 자동 설정에서는 운전 시간, 이동량, 가속/감속 시

간, 모터 사양 등을 이용하여 축 속도(지령 속도)를 계산합

니다.

〔보조 원호〕

〔축 속도 자동 설정〕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여 하지

않아도 최적의 위치결정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계산 및 사전 측정을

■용이한 AD75에서의 데이터 유용

A 시리즈용 SW1RX/IVD/NX-AD75P 및 GX Configurator-

AP로 작성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작성된 데이터를 QD75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 CPU 시스템에 대응

교신할 QD75 관리 CPU의 형명과 호기 번호를 GX

Configurator-QP의 접속 상대 지정에서 설정하여 임의의

QD75와 교신할 수 있습니다.

(예) 1호기에서 관리되는 QD75와 교신하는 경우의 접속
상대 지정

CPU 형명：1호기의 형명, 멀티 CPU 지정：1호기

3.5.7 QD75 타입 위치결정 모듈 설정ㆍ모니터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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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위치결정 모듈

타형식의 파일을 연다

SW1□-AD75P를
사용하여 작성한
기존 데이터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관리 CPU의
호기 번호

접속 상대 지정에서 교신할

QD75 관리 CPU의 형명과 호기

번호를 설정

파라미터 설정

위치결정 데이터 설정

QD75에 쓰기

테스트 운전에 의한 디버그



기능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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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위치결정 모듈

기 능 내 용

사용하는 QD75

편집

파라미터 설정
기본 파라미터1, 기본 파라미터2, 상세 파라미터1, 상세 파라미터2, 원점복귀 기본

파라미터, 원점복귀 상세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서보 파라미터 설정 서보 기본 파라미터, 서보 조정 파라미터, 서보 확장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위치결정 데이터 설정 축 단위로 패턴, 제어 방식, 가감속 시간, 어드레스 등의 위치결정 데이터를 설정한다.

M코드 코멘트 설정 축 단위로 위치결정 데이터에 할당한 M코드에 코멘트를 설정한다.

보조 원호
연속된 2축 직선 보간의 코너를 원호 보간 기능에 의해 원활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위

치결정 데이터를 자동 생성한다.

축 속도 자동 설정
위치결정 시작 위치부터 목표 위치까지 걸리는 시간을 설정하여 정속으로 이동하는

부분의 축 속도를 자동 계산한다.

블록 기동 데이터 설정 축 단위로 포인트로 지정된 위치결정 데이터의 기동 형식 등을 설정한다.

조건 데이터 설정 축 단위로 특수 기동 조건이 되는 데이터를 블록 기동 데이터로 설정한다.

시뮬레이션

설정된 위치결정 데이터에서 축의 동작을 시뮬레이션한다.

1축 제어 시는 파형 데이터를 표시한다.

2축 보간 제어 시는 궤적 데이터를 표시한다.

모니터

위치결정 모니터
위치결정 데이터 편집 윈도우에서 모니터 모드로 운전 중인 위치결정 데이터를 모니

터한다.

블록 기동 모니터
블록 기동 데이터 편집 윈도우에서 모니터 모드로 운전 중인 블록 기동 데이터를 모니

터한다.

운전 모니터
모든 축의 이송 현재값 축 이송 속도, 축 상태, 실행 중인 위치결정 데이터 No. 등의

운전 상태를 모니터한다.

이력 모니터 모든 축의 에러, 경고, 기동 이력을 모니터한다.

신호 모니터 모든 축의 X/Y 디바이스, 외부 신호, 스테이터스 신호를 모니터한다.

동작 모니터 모든 축의 제어 상태나 QD75로 설정된 파라미터 등을 모니터한다.

서보 모니터 모든 축의 서보 앰프, 서보 모터 상태를 모니터한다.

샘플링 모니

터

신호 지정된 신호를 샘플링 하면서 모니터한다.

버퍼메모리 지정된 버퍼메모리를 샘플링 하면서 모니터한다.

시스템 모니터 자국의 시스템 구성 및 지정된 QD75의 I/O 어드레스와 기종(형명)을 표시한다.

테스트

배선 없음 모드 서보앰프와 모터를 배선하지 않고 QD75P, QD75D 단독으로 테스트 한다.

위치결정 데이터 테스트 편집 설정된 파라미터, 위치결정 데이터, 블록 기동 테스트 증에 쓴다.데이터를

동작 테스트

위치결정 기동
위치결정 데이터 No., 블록 기동 데이터의 포인트 No.를 지정하여 테스트 운전을 한

다.

현재값 변경 이송 현재값 변경 내용을 테스트한다.

속도 변경 위치결정 기동 테스트 중에 축에 속도 변경 내용을 테스트한다.

원점복귀 원점복귀를 테스트한다.

JOG 운전 JOG 운전을 테스트한다.

인칭 운전 한번 조작할 때마다 지정된 거리를 .이동한다

수동 펄스발생기 수동 펄스발생기에 의한 테스트 운전을 한다.

접속

진단
접속 확인 외부 기기로부터의 신호를 표시하거나, JOG 운전으로 초기 동작을 테스트한다.

트레이

스

파형 트레이스 속도 지령을 일정한 시간 동안 트레이스하여 시간 축에 파형 데이터를 표시한다.

궤적 트레이스
위치 지령 또는 실제 현재값을 일정한 시간 동안 트레이스하여 축의 궤적 데이터를

표시한다.

확장

자동 리프레시 설정
QD75와 QCPU 간에 자동 리프레시하기 위한 QD75의 버퍼메모리와 QCPU의 디바

이스를 할당한다.

네비게이션에 따라 파라미터, 위치결정 데이터 설정에서 테스트 운전을 하고 설정 데

이터를 저장한다.
네비게이션



동작 환경

GX Configurator-QP의 동작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PC-9800 시리즈(PC98-NX 제외)는 Windows Me, Windows 2000 Professional, Windows XP Professional, 및 Windows XP

Home Edition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 ® ® ® ® ®

*2：Windows XP Professional 및 Windows XP Home Edition 사용 시는 큰 글꼴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3.5.7 QD75 타입 위치결정 모듈 설정ㆍ모니터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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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위치결정 모듈

주변기기
PC PC-9800® 시리즈 또는 Windows 가 동작하는 PC*1 ®

PC CPU 모듈 (주)콘텍의 MELSEC-Q 시리즈 대응 PC CPU 모듈

컴퓨터 본체

아래 표의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참조CPU

필요 메모리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 용량 65MB 이상

디스크 드라이버 CD-ROM 디스크 드라이버

디스플레이 해상도 800×600도트 이상*2

기본 소프트웨어

기본 소프트웨어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CPU 필요 메모리

이상

내 용항 목

「XP호환 모드」 및 「사용자 간이

전환」 기능은 지원되지 않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QD75와의 접속

설정 데이터를 QD75에 다운로드하거나 동작 상태를 모니터

할 때, GX Configurator-QP를 QD75에 직접 접속하지 않습

니다.

GX Configurator-QP와 QD75는 Q 모드 CPU 모듈을 경유

하여 교신하므로, GX Configurator-QP가 설치된 PC는 RS

-232 또는 USB로 Q 모드 CPU 모듈에 접속합니다.

■접속 케이블

●QC30R2를 사용한 QCPU 또는 Q 대응 MELSECNET/H

네트워크 리모트 I/O 모듈 접속

115.2/57.6kbps의 보드레이트를 설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주변기기가 115.2/57.6kbps의 통신 속도에 대응하지 않으

면 통신할 수 없습니다.

통신 에러가 발생하면 보드레이트 설정 내용을 낮추어 다시

통신을 시도하십시오.

●USB 케이블을 사용한 QCPU 접속

ㆍ아래의 기본 소프트웨어상에 USB 드라이버가 인스톨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Windows 98 Operating System® ®

Microsoft Windows Millennium Edition Operating

System

® ®

Microsoft Windows 2000 Professional Operating

System

® ®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Operating

System

® ®

Microsoft Windows XP Home Edition Operating

System

® ®

ㆍUSB 케이블 사용 시는 PLC CPU에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ㆍ당사가 동작을 확인한 USB 케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

●Q 대응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접속

RS-232 케이블의 커넥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ㆍCD 신호(1번 핀)를 ON/OFF할 수 있는 접속 예

ㆍCD 신호(1번 핀)를 ON/OFF할 수 없는 접속 예

DC 코드 제어 또는 DTR/DSR 제어하는 경우의 접속 예

별도 준비품

주) GX Configurator-QP의 CD-ROM에는 상기 PDF 매뉴얼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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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위치결정 모듈

핀

번호
신호명 신호 명칭

신호 방향

Q 대응 시리얼 커

외부 기기

뮤니케이션 모듈

수신 캐리어 검출

수신 데이터

송신 데이터

데이터 터미널 레디

송신 접지

데이터 세트 레디

송신 요구

송신 가능

피호 표시

제품명 형명

매뉴얼 GX Configurator-QP 오퍼레이팅 매뉴얼

접속 케이블 QD75와의 접속 방법에 따름

QJ71C24N(-R2)측

신호명
핀

번호

상대 기기

신호명

QJ71C24N(-R2)측

신호명
핀

번호

상대 기기

신호명

USB2-30 ELECOM CO., LTD.

AU2-30 ARVEL CORP.

형명 제조회사



3.6 카운터 모듈
3.6.1 고속 카운터 모듈:
QD62, QD62E, QD62D

개요

QD62, QD62E, QD62D는 고속 펄스열을 카운트하기 위한

고속 카운터 모듈입니다. 외부의 엔코더와 조합하여 위치결

정 등을 제어할 수 있으며 3종류의 모듈이 구비되어 있으니

용도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QD62(E/D)는 1상/2상 펄스 입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력

방식이 있습니다.

ㆍ1상 펄스 입력 1체배 ㆍ1상 펄스 입력 2체배

ㆍCW/CCW ㆍ2상 펄스 입력 1체배

ㆍ2상 펄스 입력 2체배 ㆍ2상 펄스 입력 4체배

특징

■－2147483648 ~ 2147483647의 광범위한 계수

표현 가능

카운트값을 2채널의 부호 부착 32비트 바이너리로 저장합니

다.

■최고 계수 속도 전환 가능

QD62D에서는 500k/200k/100k/10k, 에서는

200k/100k/10k의 속도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완만한 펄스

상승/펄스하강도 정확하게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QD62/QD62E

■펄스의 입력 선택 가능

펄스 입력은 1상 1체배/1상 2체배/2상 1체배/2상 2체배/2

상 4체배/CW/CCW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 형식 선택 가능

다음의 카운터 형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니어 카운터 형식

－2147483648~2147483647까지 카운트가 가능하며, 카

운트 범위를 초과하면 오버플로를 검출합니다.

●링 카운터 형식

링 카운터 상한값, 하한값을 반복하여 카운트합니다.

■일치 출력 가능

임의 채널의 일치 출력 포인트를 미리 설정해 두고 카운터의

현재값과 비교하여 ON/OFF 신호를 출력하거나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기동시킬 수 있습니다.

■카운터 기능 선택 가능

다음 4가지 카운터 기능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래치 카운터 기능

신호가 입력되었을 때의 카운터 현재값을 래치하는 기능입

니다.

●샘플링 카운터 기능

신호 입력 시 미리 설정해 둔 시간 내에 입력된 펄스를 카운

트하는 기능입니다.

●주기 펄스 카운터 기능

신호가 입력되어 있는 동안 미리 설정해 둔 시간 마다 카운

터 현재값 및 이전 입력값을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카운트 금지 기능

카운트 허가 지령 ON 중에 신호를 입력하여 펄스의 카운트

를 정지하는 기능입니다.

■외부 제어 신호에 의한 프리셋 기능/카운터 선택

가능

외부 단자의 프리셋 단자/펑션ㆍ스타트 단자에 전압을 인가

하여 프리셋 기능/카운터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 목

입출력 타입
DC 입력

싱크 출력

DC 입력

소스 출력

차동 입력

싱크 출력

최고 계수 속도 200kPPS500kPPS

채널수 2채널

QD62(E/D)는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① QD62(E/D)에 입력되는 펄스를 카운트합니다.

② 외부 제어 신호에 의해 프리셋, 카운터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카운트의 현재값과 일치 출력 포인트 설정값을 비교

하여 일치 신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④ 시퀀스 프로그램에 의해 QD62(E/D)의 입출력 신호,

버퍼메모리 상태 및 카운트의 시작/정지, 프리셋, 카

운터 기능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펄스 발생기

엔코더

제어기

펄스 발생기

엔코더

제어기

펄스

외부 제어 신호

프리셋
카운터 기능 선택

펄스

외부 제어 신호

프리셋
카운터 기능 선택

④ 입출력 신호

버퍼메모리
읽기/쓰기

PLC CPU

QCPU(Q 모드)

③ 일치 신호 출력(2점)

③ 일치 신호 출력(2점)



■유틸리티 패키지에 의한 간편한 설정

별도로 판매하는 유틸리티 패키지(GX Configurator-C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틸리티 패키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틸리티 패키지를 사용하면 초기 설정이나 자동 리프레시

설정을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시퀀스 프로그램을 줄

일 수 있으며 설정 상태나 동작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외부 출력의 퓨즈 단선 검출 가능

외부 출력의 퓨즈 단선을 검출하여 입력 신호 X 및 모듈의

표시 LED에 전송합니다.

외관

(커넥터 단자 번호)

( ) 안은 A6CON1이 장착된 경우의 참고값입니다.
단위：mm

기능

각 기능은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니어 카운터 기
링 카운터 기능 중 , 4가지 카운터 선택 기능 중

하나의 만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능,

기능
하나의 기능과

*1：기능 버전 A의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6 카운터 모듈
3.6.1 고속 카운터 모듈:
QD62, QD62E, QD62D

명 칭 내 용

리니어 카운터 기능

－2147483648~2147483647까지 카

운트가 가능하여, 카운트 범위를 초과

하면 오버플로를 검출하는 기능

링 카운터 기능
링 카운터 상한값, 하한값을 반복하여

카운트하는 기능

일치 출력 기능

임의 채널의 일치 검출 포인트를 미리

설정해 두고 카운터의 현재값과 비교하

여 ON/OFF 신호를 출력하는 기능

일치 검출

인터럽트 기능

일치를 검출하였을 때 PLC CPU에 인터

럽트 신호를 전송하여 인터럽트 프로그

램을 기동시키는 기능 *1

프리셋 기능

카운터의 현재값을 임의의 값으로 변경

하는 기능

프리셋은 시퀀스 프로그램 또는 외부 프

리셋 입력으로 실행 가능

카운터

선택 기능

카운트

금지

기능

카운터 기능 선택 시작 지령의 ON 중에

카운트 동작을 정지시키는 기능

래치

카운터 기능

카운터 기능 선택 시작 지령의 신호가

입력되었을 때의 카운터 현재값을 버퍼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능

샘플링

카운터 기능

카운터 기능 선택 시작 지령이 입력되고

나서 미리 설정된 샘플링 시간 동안 입

력된 펄스를 카운트하여 버퍼메모리에

저장하는 기능

주기 펄스

카운터 기능

카운터 기능 선택 시작 지령의 신호가

입력되어 있는 동안 미리 설정된 주기

마다 현재값을 버퍼메모리에 저장하는

기능



성능 사양

*1：일본 Texas Instrument Ltd. Am26LS31 대응 제품.

*2：EIA 규격 RS-422-A 차동형 라인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외부 공급 전원 차단 시는 퓨즈 단선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4：A6CON2, A6CON3을 사용하는 경우, 3.8.1항을 참조하십시오.

3.6 카운터 모듈
3.6.1 고속 카운터 모듈:
QD62, QD62E, QD62D

항 목

계수 속도 전환 설정

200k(100k~200kPPS)

100k(10k~100kPPS)

10k(10kPPS 이하)

500k(200k~500kPPS)

200k(100k~200kPPS)

100k(10k~100kPPS)

10k(10kPPS 이하)

채널수 2채널

카운트 입력

신호

상 1상 1체배/1상 2체배/2상 1체배/2상 2체배/2상 4체배/CW/CCW

신호 레벨

(φA, φB)
DC5/12/24V 2~5mA(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코먼)

EIA 규격 RS-422-A

차동형 라인 드라이버 레벨*1

카운터

계수 속도 별표 참조

계수 범위 32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2147483648~2147483647)

형식 UP/DOWN 프리셋 카운터＋링 카운터 기능

최소 카운트

펄스폭(μs)

(듀티비 50%)

별표 참조

일치 출력

비교 범위 32비트 부호 부착 바이너리

비교 결과

설정값＜카운트값

설정값=카운트값

설정값＞카운트값

외부 입력

프리셋
DC5/12/24V 2~5mA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코먼)
DC5/12/24V 2~5mA*2펑션

스타트

외부 출력

(일치 출력)

점수 2점/채널 2점/채널 2점/채널

정격 출력

트랜지스터(싱크 타입) 출력

DC12/24V 0.5A/1점

2A/1코먼

트랜지스터(소스 타입) 출력

DC12/24V 0.1A/1점

0.4A/1코먼

트랜지스터(싱크 타입) 출력

DC12/24V 0.5A/1점

2A/1코먼

퓨즈 있음

퓨즈 단선 표시 있음 (퓨즈 단선 시 LED 표시, CPU에 대해 신호 출력)*3

보호 등급 IP2X

외선 접속 방식 40핀 커넥터

적합 전선 크기 0.3mm (AWG#22) 이하(A6CON1, A6CON4의 경우)2 *4

외부 배선 적용 커넥터(별매) A6CON1, A6CON2, A6CON3, A6CON4

적합 커넥터/

단자대 변환 모듈
A6TBXY36

온라인 모듈 교환 불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형 치수

중량



별표

＜QD62E＞

＜QD62D＞

주) 펄스상승/펄스하강 시간의 파형을 입력하면 잘못 입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용 펄스상승/펄스하강 시간 이내의 파형을 입력하
시오.

십긴

3.6 카운터 모듈
3.6.1 고속 카운터 모듈:
QD62, QD62E, QD62D

＜QD62＞

계수 속도 전환 설정 200kPPS 100kPPS 10kPPS

펄스상승/펄스하강 시간 1.2상 입력 공통

이하

최소 카운트 펄스폭(μs)

(듀티비 50%)

(2상 입력 시 최소 위상차

1.25μs)

(2상 입력 시 최소 위상차

2.5μs)

(2상 입력 시 최소 위상차

25μs)

최소 카운트 펄스폭(μs)

(듀티비 50%)

(2상 입력 시 최소 위상차

1.25μs)

(2상 입력 시 최소 위상차

2.5μs)

(2상 입력 시 최소 위상차

25μs)

최소 카운트 펄스폭(μs)

(듀티비 50%)

(2상 입력 시

최소 위상차 0.5μs)

(2상 입력 시

최소 위상차 1.25μs)

(2상 입력 시

최소 위상차 2.5μs)

(2상 입력 시

최소 위상차 25μs)

계수 속도 전환 설정 200kPPS 100kPPS 10kPPS

펄스상승/펄스하강 시간 1.2상 입력 공통

계수 속도 전환 설정 500kPPS 100kPPS 10kPPS

펄스상승/펄스하강 시간 1.2상 입력 공통

200kPPS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펄스 입력 방식의 종류

펄스 입력 방식에는 1상 펄스 입력(1, 2체배), CW/CCW 펄스 입력, 2상 펄스 입력(1, 2, 4체배)의 6종류가 있습니다.

펄스 입력 방식과 카운트 타이밍은 다음과 같습니다.

3.6 카운터 모듈
3.6.1 고속 카운터 모듈:
QD62, QD62E, QD62D

펄스 입력 방식 카운트 타이밍

1상 펄스 입력

1상 펄스 입력 시는 1체배, 2체배의 카운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상 펄스 입력과 뺄셈 카운트 지령은 다음

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엔코더
펄스 입력

뺄셈 카운트 지령

｛또는 Y03(Y0B)의 ON｝

1상 1체배

덧셈

카운트 시

φA의 펄스상승(↑) 시 카운트

φB, Y03(Y0B)은 OFF

뺄셈

카운트 시

φA의 펄스하강(↓) 시 카운트

φB, Y03(Y0B)은 ON

1상 2체배

덧셈

카운트 시

φA의 펄스상승(↑)과 펄스하강(↓) 시 카운트

φB, Y03(Y0B)은 OFF

뺄셈

카운트 시

φA의 펄스상승(↑)과 펄스하강(↓) 시 카운트

φB, Y03(Y0B)은 ON

CW/CCW 펄스 입력

CW/CCW 펄스 입력 시는 A상의 펄스 입력

으로 덧셈, B상의 펄스 입력으로 뺄셈의 카

운트를 실행합니다.

A상 펄스 입력과 B상 펄스 입력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덧셈 펄스 입력
엔코더

뺄셈 펄스 입력

CW/

CCW

덧셈

카운트 시

φA의 펄스상승(↑) 시 카운트

φB는 OFF

뺄셈

카운트 시

φA는 OFF

φB의 펄스상승(↑) 시 카운트

2상 펄스 입력

2상 펄스 입력 시는 1체배, 2체배, 4체배의

카운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상 펄스와 B상 펄스의 위상차로 덧셈 카

운트나 뺄셈 카운트가 정해집니다.

A상 펄스 입력과 B상 펄스 입력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상 펄스 입력

엔코더

B상 펄스 입력

2상 1체배

덧셈

카운트 시
φB OFF 시, φA의 펄스상승(↑) 시 카운트

뺄셈

카운트 시
φB OFF 시, φA의 펄스하강(↓) 시 카운트

2상 2체배

덧셈

카운트 시

φB OFF 시, φA의 펄스상승(↑) 시 카운트

φB ON 시, φA의 펄스하강(↓) 시 카운트

뺄셈

카운트 시

φB ON 시, φA의 펄스상승(↑) 시 카운트

φB OFF 시, φA의 펄스하강(↓) 시 카운트

2상 4체배

덧셈

카운트 시

φB OFF 시, φA의 펄스상승(↑) 시 카운트

φB ON 시, φA의 펄스하강(↓) 시 카운트

φA ON 시, φB의 펄스상승(↑) 시 카운트

φA OFF 시, φB의 펄스하강(↓) 시 카운트

뺄셈

카운트 시

φB ON 시, φA의 펄스상승(↑) 시 카운트

φB OFF 시, φA의 펄스하강(↓) 시 카운트

φA OFF 시, φB의 펄스상승(↑) 시 카운트

φA ON 시, φB의 펄스하강(↓) 시 카운트

엔코더



3.6 카운터 모듈
3.6.1 고속 카운터 모듈:
QD62, QD62E, QD62D

외부 배선

■모듈과 펄스 발생기 사이의 배선 예

●오픈 컬렉터 출력 타입의 펄스 발생기(DC24V의 경우)와

배선 예

QD62, QD62E와 엔코더는 전원 공급선과 신호선을 따로 배선하

십시오.

아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배선 예〕

●전압 출력 타입의 펄스 발생기(DC5V의 경우)와 배선 예

( ) 안은 채널2의 단자 번호를 나타낸다

●라인 드라이버(Am26LS31 호환)의 펄스 발생기와 배선

예

( ) 안은 채널2의 단자 번호를 나타낸다

( ) 안은 채널2의 단자 번호를 나타낸다

■제어기와 외부 입력 단자와 배선 예

●DC12V 제어기(싱크 입력 타입)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배선 예〕

( ) 안은 채널2의 단자 번호를 나타낸다

트위스트 실드선
펄스 발생기

실드

외부 전원

엔코더

트위스트 페어선
에 흐르는 전류가
같은 방향이므로
방지 효과가 없어
져 전자 유도를
받기 .쉽습니다

제어기

프리셋

펑션ㆍ스타트

트위스트 실드선

펄스 발생기

실드

외부 전원

외부 전원

펄스 발생기

외부 전원

외부 전원

트위스트 실드선

실드

실드

트위스트 실드선

펑션ㆍ스타트

프리셋 트위스트 실드선

실드

A상

B상

트위스트 실드선

실드

A상

A상

엔코더

A상

B상

트위스트 실드선

실드

A상

B상

트위스트 실드선

실드

트위스트 실드선

실드

제어기

실드

트위스트 실드선

포인트



●DC5V 제어기(소스 입력 타입)의 경우

( ) 안은 채널2의 단자 번호를 나타낸다

●라인 드라이버 제어기의 경우

( ) 안은 채널2의 단자 번호를 나타낸다

■외부 출력 단자와의 배선 예

일치 출력(EQU 단자)을 사용하는 경우, 내부의 포토커플러

를 작동시키기 위해 DC10. 2~30V의 외부 전원이 필요합니

다. 다음의 배선 예를 참조하십시오.

●QD62, QD62D(싱크 출력 타입)의 경우

●QD62E(소스 출력 타입)의 경우

( ) 안은 채널2의 단자 번호를 나타낸다

3.6 카운터 모듈
3.6.1 고속 카운터 모듈:
QD62, QD62E, QD62D

FUSE 단선

검출 회로로

트위스트 실드선

실드

제어기

프리셋

펑션ㆍ스타트

트위스트 실드선

실드

트위스트 실드선

실드

제어기

프리셋

펑션ㆍ스타트

트위스트 실드선

실드

트위스트 실드선

실드

제어기
프리셋

펑션ㆍ스타트

트위스트 실드선

실드

FUSE 단선

검출 회로로



■외부 입출력 단자

●QD62(DC 입력 싱크 출력 타입)

*1：단자 번호 A03, A04, B03, B04는 사용하지 않음.

3.6 카운터 모듈
3.6.1 고속 카운터 모듈:
QD62, QD62E, QD62D

입출력

구분
내부 회로

단자 번호*1

신호 명칭 동작
입력 전압

(보증값)

동작 전류

(보증값)

입력

A상 펄스 입력

응답 시간

출력

FUSE 단선
검출 회로로

(일치 출력 포인트 No.1)

사용 전압 10.2~30V

최대 부하 전류 0.5A/점,

2A/1코먼

ON 시 최대 전압강하 1.5V

응답 시간 OFF→ON 0.1ms 이하

ON→OFF 0.1ms 이하

(정격 부하, 저항 부하)

입력 전압 10.2~30V

소비 전류 8mA(TYP DC24V)

프리셋 입력

펑션ㆍ스타트 입력

응답 시간

ON 시

ON 시

ON 시

ON 시

ON 시

ON 시

ON 시

ON 시

ON 시

ON 시

ON 시

ON 시

OFF 시

OFF 시

OFF 시

OFF 시

OFF 시

OFF 시

OFF 시

OFF 시

OFF 시

OFF 시

OFF 시

OFF 시

(일치 출력 포인트 No.2)

A상 펄스 입력

A상 펄스 입력

B상 펄스 입력

B상 펄스 입력

B상 펄스 입력

프리셋 입력

프리셋 입력

펑션ㆍ스타트 입력

펑션ㆍ스타트 입력

21.6~26.4V 2~5mA

5V 이하

10.8~13.2V

4V 이하

4.5~5.5V

2V 이하

21.6~26.4V

5V 이하

10.8~13.2V

4V 이하

4.5~5.5V

2V 이하

0.1mA 이하

0.1mA 이하

0.1mA 이하

2~5mA

2~5mA

2~5mA

0.1mA 이하

0.1mA 이하

0.1mA 이하

2~5mA

2~5mA

21.6~26.4V

5V 이하

10.8~13.2V

4V 이하

4.5~5.5V

2V 이하

2~5mA

0.1mA 이하

0.1mA 이하

0.1mA 이하

2~5mA

2~5mA

21.6~26.4V

0.5ms 이하

5V 이하

10.8~13.2V

4V 이하

4.5~5.5V

2V 이하

0.5ms 이하

1mA 이하

2~5mA

0.1mA 이하

2~5mA

2~5mA

1mA 이하

0.1mA 이하

0.1mA 이하



*1：단자 번호 A03, A04, B03, B04는 사용하지 않음.

3.6 카운터 모듈
3.6.1 고속 카운터 모듈:
QD62, QD62E, QD62D

●QD62E(DC 입력 소스 출력 타입)

입출력

구분
내부 회로

단자 번호*1

신호 명칭 동작
입력 전압

(보증값)

동작 전류

(보증값)

입력

A상 펄스 입력

응답 시간

출력

FUSE 단선
검출 회로로

(일치 출력 포인트 No.1)

프리셋 입력

펑션ㆍ스타트 입력

응답 시간

ON 시

ON 시

ON 시

ON 시

ON 시

ON 시

ON 시

ON 시

ON 시

ON 시

ON 시

ON 시

OFF 시

OFF 시

OFF 시

OFF 시

OFF 시

OFF 시

OFF 시

OFF 시

OFF 시

OFF 시

OFF 시

OFF 시

(일치 출력 포인트 No.2)

A상 펄스 입력

A상 펄스 입력

B상 펄스 입력

B상 펄스 입력

B상 펄스 입력

프리셋 입력

프리셋 입력

펑션ㆍ스타트 입력

펑션ㆍ스타트 입력

사용 전압 10.2~30V

최대 부하 전류 0.1A/점,

0.4A/1코먼

ON 시 최대 전압강하 1.5V

응답 시간 OFF→ON 0.3ms 이하

ON→OFF 0.3ms 이하

(정격 부하, 저항 부하)

입력 전압 10.2~30V

소비 전류 8mA(TYP DC24V)

21.6~26.4V 2~5mA

5V 이하

10.8~13.2V

4V 이하

4.5~5.5V

2V 이하

21.6~26.4V

5V 이하

10.8~13.2V

4V 이하

4.5~5.5V

2V 이하

0.1mA 이하

0.1mA 이하

0.1mA 이하

2~5mA

2~5mA

2~5mA

0.1mA 이하

0.1mA 이하

0.1mA 이하

2~5mA

2~5mA

21.6~26.4V

5V 이하

10.8~13.2V

4V 이하

4.5~5.5V

2V 이하

2~5mA

0.1mA 이하

0.1mA 이하

0.1mA 이하

2~5mA

2~5mA

21.6~26.4V

0.5ms 이하

5V 이하

10.8~13.2V

4V 이하

4.5~5.5V

2V 이하

1mA 이하

2~5mA

0.1mA 이하

2~5mA

2~5mA

0.1mA 이하

0.1mA 이하

0.5ms 이하 1mA 이하



●QD62D(차동 입력 싱크 출력 타입)

*1：단자 번호 A08, A07, A04, A03, B08, B07, B04, B03은 사용하지 않음.

3.6 카운터 모듈
3.6.1 고속 카운터 모듈:
QD62, QD62E, QD62D

EIA 규격 RS-422-A 라인 드라이버 레벨

{Am26LS31(일본 Texas Instrument Ltd. 호환}

Vhys 히스테리시스(VT+-VT-) 60mV

V "H"레벨ㆍ허가 입력 전압 2V 이상IL(E)

V "L"레벨ㆍ허가 입력 전압 0.8V 이하IL(E)

* 전류 타입의 라인 드라이버는 사용할 수 없습

니다.

응답 시간

입출력

구분
내부 회로

단자 번호*1
신호 명칭 동작

입력 전압

(보증값)

동작 전류

(보증값)

입력

출력

FUSE 단선
검출 회로로

라인
리시버

(DC/DC 컨버터)

라인
리시버

(DC/DC 컨버터)

A상 펄스 입력

A상 펄스 입력

B상 펄스 입력

B상 펄스 입력

프리셋 입력

펑션ㆍ스타트 입력

프리셋 입력

프리셋 입력

펑션ㆍ스타트 입력

펑션ㆍ스타트 입력

(일치 출력 포인트 No.1)

(일치 출력 포인트 No.2)

응답 시간

사용 전압 10.2~30V

최대 부하 전류 0.5A/점,

2A/1코먼

ON 시 최대 전압강하 1.5V

응답 시간 OFF→ON 0.1ms 이하

ON→OFF 0.1ms 이하

(정격 부하, 저항 부하)

입력 전압 10.2~30V

소비 전류 8mA(TYP DC24V)

ON 시

ON 시

ON 시

OFF 시

OFF 시

OFF 시

21.6~26.4V

5V 이하

10.8~13.2V

4V 이하

2.5~5.5V

1V 이하

2~5mA

0.1mA 이하

0.1mA 이하

0.1mA 이하

2~5mA

2~5mA

0.5ms 이하 1mA 이하

ON 시

ON 시

ON 시

OFF 시

OFF 시

OFF 시

21.6~26.4V

5V 이하

10.8~13.2V

4V 이하

2.5~5.5V

1V 이하

2~5mA

0.1mA 이하

0.1mA 이하

0.1mA 이하

2~5mA

2~5mA

0.5ms 이하 1mA 이하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 사용

(1) QD62(E/D)에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 및 케이블을 사

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선합니다

케이블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
A6TBXY36

(2) QD62(E/D)에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을 사용한 경우

의 각 신호 명칭, 커넥터측 단자 번호 및 단자대측 단자

기호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QD62, QD62E의 경우

3.6 카운터 모듈
3.6.1 고속 카운터 모듈:
QD62, QD62E, QD62D

신호명칭
커넥터측

단자번호

단자대측

단자 기호

A상 펄스 입력

A상 펄스 입력

B상 펄스 입력

B상 펄스 입력

B상 펄스 입력

A상 펄스 입력

(일치 출력 포인트 No.1)

펑션ㆍ스타트 입력

(일치 출력 포인트 No.2)

프리셋 입력

프리셋 입력

프리셋 입력

펑션ㆍ스타트 입력

펑션ㆍ스타트 입력

(일치 출력 포인트 No.1)

(일치 출력 포인트 No.2)

A상 펄스 입력

B상 펄스 입력

B상 펄스 입력

A상 펄스 입력

A상 펄스 입력

B상 펄스 입력

펑션ㆍ스타트 입력

프리셋 입력

프리셋 입력

프리셋 입력

펑션ㆍ스타트 입력

펑션ㆍ스타트 입력



QD62D의 경우

QD62D에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을 사용한 경우, 단자대측

단자 기호 C, D, 1C 및 1D의 단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접속할 수 있는 엔코더

QD62(E/D)에 접속 가능한 엔코더는 다음과 같습니다.

●QD62, QD62E에 접속 가능한 엔코더

ㆍ오픈 컬렉터 출력 방식의 엔코더

ㆍCMOS 레벨 전압 출력 방식의 엔코더

(엔코더 출력 전압이 QD62, QD62E의 사양에 맞는지 확

인하십시오.)

●QD62D에 접속 가능한 엔코더

ㆍ라인 드라이버 출력 방식의 엔코더

(엔코더의 출력 전압이 QD62D의 사양에 맞는지 확인하십

시오.)

아래의 엔코더는 QD62(E/D)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ㆍTTL 레벨 전압 출력 방식의 엔코더

시스템 구성

*1：외부 배선용 커넥터는 동봉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
로 구입하십시오.

*1：본 매뉴얼 1장의 각 CPU 시스템에서 시스템 구성에 관한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

*2：2.5.2항의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구성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QD62(E/D)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다

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QD62(E/D)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GX Developer가 필요합니

다.

3.6 카운터 모듈
3.6.1 고속 카운터 모듈:
QD62, QD62E, QD62D

＜적용 모듈과 장착 가능 장수＞

적용 시스템

QD62(E/D)를 장착할 수 있는 CPU 모듈 및 네트워크 모듈

(리모트 I/O국용)과 장착 가능 장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QD62, QD62E, QD62D 동봉품＞

＜별도 구입품＞

품명 내용

매뉴얼
QD62, QD62E, QD62D 사용자 매뉴얼

(하드웨어편)

매뉴얼
QD62, QD62E, QD62D 사용자 매뉴얼

(상세편)

커넥터
외부 배선용 커넥터*1

A6CON1, A6CON2, A6CON3, A6CON4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 고

CPU 모듈 Q 모드에서만

장착 가능 *1

네트워크

모듈

MELSECNET/H

리모트 I/O국 *2

소프트웨어 버전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하는 경우

신호 명칭
커넥터측

단자 번호

단자대측

단자 기호

A상 펄스 입력

(일치 출력 포인트 No.1)

프리셋 입력

펑션ㆍ스타트 입력

(일치 출력 포인트 No.2)

A상 펄스 입력

A상 펄스 입력

B상 펄스 입력

B상 펄스 입력

B상 펄스 입력

A상 펄스 입력

B상 펄스 입력

프리셋 입력

프리셋 입력

펑션ㆍ스타트 입력

펑션ㆍ스타트 입력

프리셋 입력

프리셋 입력

프리셋 입력

펑션ㆍ스타트 입력

펑션ㆍ스타트 입력

펑션ㆍ스타트 입력

(일치 출력 포인트 No.1)

(일치 출력 포인트 No.2)

품명 내용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Version 8 이후

Version 4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7.10L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1.10L 이후

(SW0D5C-QCTU40

버전은 사용 불가능)

이

전

SW0D5C-QCTU00

이후

SW0D5C-QCTU20C

이후

Version 1.13P 이후

(SW0D5C-QCTU40

버전은 사용 불가능)

이

전

SW0D5C-QCTU30D

이후

최대 16장

*1

*1
최대 2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비 고

포인트



3.6.2 채널 간 절연 펄스 입력 모듈:
QD60P8-G

개요

QD60P8-G는 속도, 회전수, 순간 유량 등 입력 펄스수 측정

이나 수량, 길이 적산 유량 계측에 사용되는 모듈입니다. 입

력 펄스값은 10ms 마다 갱신됩니다. 적산 카운트값이나 이

동평균 처리 등을 실행한 다음의 펄스수(샘플링 펄스수)는

카운트 주기 설정값 마다 갱신됩니다.

프로세스 CPU와 조합하여 사용하면 프로세스 제어에 대응

할 수 있습니다.

특징

■다양한 기능

●펄스 입력 전압

1개의 모듈에서 5VDC/12~24VDC의 펄스 입력에 대응합니

다.

●펄스 에지 선택

카운트할 입력 펄스의 펄스상승/펄스하강을 선택할 수 있습

니다.

●프리 스케일 기능

입력된 펄스수에 임의의 값을 설정하여 펄스수을 변환합니

다.

●이동평균 기능

샘플링 펄스수에 지정 횟수 만큼의 평균 처리를 하여 평균값

을 계산합니다.

●샘플링 펄스 수 표시

카운트 주기 설정값으로 설정된 카운트 주기로 입력된 펄스

수에 프리 스케일로 변환된 값이 표시됩니다. 입력된 펄스수

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이동평균을 처리하여 입력 펄스수를

평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 범위는 0~32767입니다.

●적산 카운트값 표시

샘플링 펄스수의 적산값을 설정된 카운트 주기 마다 표시합

니다. 리니어 카운터 또는 링 카운터 중에 선택하여 카운트

범위(0~99999999)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펄스값 표시

실제로 입력된 펄스수가 10ms 단위로 표시되므로 카운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력 펄스값은 10ms 마다 갱신되므로

카운터로 사용하는 경우 주의하십시오.)

카운트 범위는 0~2147483647입니다.

●경보 출력

샘플링 펄스수에 대해서 최상한값, 상하한값, 하상한값, 최

하한값 등 4점의 경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적산 카운터 오버플로 검출

리니어 카운터 모드 시에 적산 카운트값이 오버플로

(99999999 초과)한 경우, 적산 카운터 오버플로 검출 플래

그가 ON되어 오버플로 에러가 발생합니다.

●적산 카운터 비교 출력

적산 카운트값이 비교 출력 설정값 이상이 되면 적산 카운터

비교 플래그가 ON됩니다.

●카운터 리셋

샘플링 펄스수, 적산 카운트값, 입력 펄스값을 임의의 타이

밍에 0으로 리셋할 수 있습니다.

■입력 펄스 속도 범위 전환 가능

입력 필터를 전환하여 입력 펄스의 속도를 0 ~ 20kpps의

범위로 할 수 있습니다.

■1모듈에 8채널의 펄스 입력

1개의 모듈에 8채널의 펄스

.

입력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시스

템 구축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채널 간 절연

채널 간이 절연되어 있습니다.

(절연 내압：1780VAC 1분간)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도 모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패키지에 의한 간편한 설정

별도로 판매하는 유틸리티 패키지(GX Configurator- C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틸리티 패키지를 사용하면 초기 설정

이나 자동 리프레시 설정을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시

퀀스 프로그램을 줄일 수 있으며 설정 상태나 동작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관

단위：mm

3.6 카운터 모듈

펄스 발생기

ㆍ입력 전압
선택(①)

ㆍ펄스 에지
선택(②)

입력 펄스수

ㆍ프리 스케일 처리(③)

ㆍ이동평균 처리(④)

카운트 주기 마다
갱신

10ms 마다
갱신

카운터
리셋(⑪)

샘플링 펄스수(⑤) 적산 카운트값(⑥) 입력 펄스값(⑦)

경보 출력(⑧) 오버플로 검출
(⑨)

적산 카운터
비교 플래그(⑩)



3.6 카운터 모듈
3.6.2 채널 간 절연 펄스 입력 모듈:
QD60P8-G

기능

QD60P8-G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각 기능은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리니어 카운터 기능, 링 카운터 기능은 하나의 기능만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성능 사양

*1：계수 속도 전환은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스위치로 설정합니다.

*2：계수 속도는 펄스의 펄스상승, 펄스하강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카운트 가능한 계수 속도는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습니다. 펄스상
펄스하강 시간이 큰 펄스를 카운트하면, 잘못 카운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승,

명 칭 내 용

적산 카운터

리니어 카운터 기능 0~99999999까지 카운트가 가능하며, 카운트 범위를 초과하면 오버플로를 검출하는 기능입니다.

링 카운터 기능 0과 99999999 사이를 반복하여 카운트하는 기능입니다.

비교 출력 기능
적산 카운트값이 비교 출력 설정값 이상이 되었을 때 적산 카운터 비교 플래그를 ON하는 기능입니다.

(적산 카운터 비교 플래그는 비교 신호 리셋 요구에 의해 OFF )됩니다

샘플링

카운터

카운트 주기 변경 기능 샘플링 펄스수 및 적산 카운트값의 카운트 주기를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이동평균 기능 샘플링 펄스수에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지정 횟수를 이동평균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프리 스케일 기능 입력 펄스수의 1펄스당 중량이 분수가 되었을 때 단위 펄스수로 변환하는 기능입니다.

경보 출력 기능
프리 스케일 기능으로 변환된 샘플링 펄스수에 대한 최상한값, 상하한값, 하상한값, 최하한값을 설정하여

경보를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카운터 리셋 기능
샘플링 펄스수, 적산 카운트값, 입력 펄스값을 리셋하는 기능입니다. 임의의 타이밍에

.

리셋하는 기능입니

다

펄스 에지 선택 기능
입력 펄스의 카운트 방법을 펄스상승 또는 펄스하강 중에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스위치에서 채널 마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 허가 기능 카운트 허가 신호를 ON하면 입력 펄스의 카운트 동작을 시작하는 기능입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기능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도 모듈을 교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온라인 모듈은 GX Developer의 지시에 따라 교환합니다)

유틸리티 기능
유틸리티 패키지(GX Configurator-CT)에서 초기 설정, 자동 리프레시 설정, 리셋 처리 등을 시퀀스 프

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상에서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형 명

계수 속도 전환 설정 *1

채널수 8채널

카운트

입력 신호

상 1상 입력

신호 레벨 5VDC/12~24VDC

입력 딜레이팅 딜레이팅 그림 참조

카운터

계수 속도(최고)*2

계수 범위

샘플링 펄스수 ：16비트 바이너리(0~32767)

적산 카운트값 ：32비트 바이너리(0~99999999)

입력 펄스값 ：32비트 바이너리(0~2147483647)

카운트 형식 리니어 카운터 방식, 링 카운터 방식

최소 카운트

펄스폭

(듀티비 50%)

내전압
AC 외부 단자 일괄 접지 간 1500VAC 1분간, DC 외부 단자 일괄 접지 간 500VAC 1분간,

채널 간 1780VAC 1분간

절연 저항 AC 외부 단자 일괄 접지 간 500VDC에서 5MΩ 이상

보호 등급 IP2X

접속 단자 18점 단자대

적합 전선 크기 0.3~0.75mm2

적합 압착 단자 R1.25-3(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 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형 치수

중량

항 목

포인트



＜펄스상승/펄스하강 시간과 계수 속도 전환 설정 대응표＞

*3：ON이란, 펄스 입력 단자에 전압을 인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외부 배선

QD60P8-G와 펄스 발생기와의 배선 예를 나타냅니다.

배선 예는 CH1에 대해서만 배선한 경우이며, 펄스 발생기 외부 전원의 전압은 24VDC의 경우입니다.

■싱크 입력 타입의 펄스 발생기와 배선 예

●트랜지스터 출력의 경우

●접점 출력의 경우

■소스 논리 타입의 펄스 발생기와 배선 예

●트랜지스터 출력의 경우

●접점 출력의 경우

■외부 입출력 단자

QD60P8-G 외부 기기 접속용 인터페이스의 내부 회로를 나타냅니다.

*：5VDC/12~24VDC는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스위치로 전환합니다.

3.6 카운터 모듈
3.6.2 채널 간 절연 펄스 입력 모듈:
QD60P8-G

펄스상승/

하강 시간

계수 속도 전환 설정

이하

*3
ON
율

주위 온도

펄스 발생기

실드 케이블

DC24V 전원

펄스 발생기

실드 케이블

DC24V 전원

펄스 발생기

실드 케이블

DC24V 전원

펄스 발생기

실드 케이블

DC24V 전원

입출력 구분 내부 회로 단자 번호 신호 명칭 동작 입력 전압(보증값)동작 전류(보증값)

입력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ON 시

OFF 시
1.0V 이하

0.5mA 이하

3.5~5.5V

10.2~30V

2.0V 이하

4mA 이상

4mA 이상

0.5mA 이하



각 CH의 신호 배열

시스템 구성

＜QD60P8-G 동봉품＞

＜별도 구입품＞

■적용 시스템

＜적용 모듈과 장착 가능 장수＞

QD60P8-G와 장착 가능한 CPU 모듈 및 네트워크 모듈(리

모트 I/O국용)과 장착 가능 장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본 매뉴얼 1장의 각 CPU 시스템에서 시스템 구성에 관한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
*2：2.5.2항의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구성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QD60P8-G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다

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QD60P8-G 사용 시는 GX Developer가 필요합니다.

3.6 카운터 모듈
3.6.2 채널 간 절연 펄스 입력 모듈:
QD60P8-G

단자 번호 신호 명칭

품명 내용

매뉴얼 QD60P8-G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매뉴얼 QD60P8-G사용자 매뉴얼(상세편)

네트워크

모듈

CPU 모듈

품명 내용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 고

소프트웨어 버전

MELSECNET/H 리모트

I/O국에 장착하는 경우

Q 모드에서만

장착 가능*1

MELSECNET/H

리모트 I/O국*2

최대 16장

*1

*1
최대 2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최대 64장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싱글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멀티 CPU

시스템

Version 7 이후

Version 8 이후

Version 4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7.10L

이후

Version 6 이후

Version 1.14Q 이후



3.6.3 카운터 모듈 설정ㆍ모니터 툴 :
GX Configurator-CT

개요

GX Configurator-CT는 고속 카운터 모듈 QD62(E/D), 채널

간 절연 펄스 모듈 QD60P8-G를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초기 설정을 하거나 펄스 입력 데이터를 자동으로 CPU 디

바이스 메모리에서 읽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유틸리티 패키

지로서 GX Developer에 애드 인하여 사용합니다.

GX Configurator-CT에서는 초기 설정이나 자동 리프레시

설정을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시퀀스 프로그램을

줄일 수 있으며 설정 상태나 동작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유틸리티

■초기 설정

카운터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초기값을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이 필요한 주요 항목 은 다

음과 같습니다.

*

(1) 프리셋값(QD62(D/E) )

(2) 일치 출력 포인트 설정(QD62(D/E) 전용)

(3) 카운터 기능 선택 설정(QD62(D/E) 전용)

(4) 샘플링/주기 시간 설정(QD62(D/E) 전용)

(5) 비교 출력 선택(QD60P8-G 전용)

(6) 이동평균 처리 선택(QD60P8-G 전용)

(7) 프리 스케일 기능 선택(QD60P8-G 전용)

(8) 경보 출력 선택(QD60P8-G 전용)

(9) 카운트 주기 변경 기능 선택(QD60P8-G 전용)

전용

초기 설정 된 데이터는 PLC CPU의 파라미터에 등록되며,

PLC CPU가 RUN 될 때 자동으로 카운터 모듈에 쓰입니다.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모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모듈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
오.

초기 설정 화면 예

■자동 리프레시 설정

자동 리프레시할 카운터 모듈의 버퍼메모리를 설정합니다.

자동 리프레시를 설정할 수 있는 주요 항목 은 다음과 같습

니다.

*

(1) 현재값(QD62(D/E) 전용)

(2) 래치 카운트값(QD62(D/E) 전용)

(3) 샘플링 카운트값

(4) 비교 출력 선택(QD60P8-G 전용)

(5) 이동평균 처리 선택(QD60P8-G 전용)

(6) 프리 스케일 기능 선택(QD60P8-G 전용)

(7) 적산 카운트값(QD60P8-G 전용)

(8) 입력 펄스값(QD60P8-G 전용)

(9) 에러 코드(QD60P8-G 전용)

(10) 경보 출력 선택(QD60P8-G 전용)

자동 리프레시가 설정된 카운터 모듈 버퍼메모리의 저장값

은 PLC CPU의 END 명령 실행 시에 자동으로 설정된 디바

이스에 읽기ㆍ쓰기됩니다.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모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모듈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자동 리프레시 설정 화면 예

■모니터/테스트

카운터 모듈의 버퍼메모리나 입출력 신호를 모니터/테스트

합니다.

모니터/테스트 화면 예

3.6 카운터 모듈



GX Configurator-CT에서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설정 개수

CPU 모듈 및 MELSECNET/H 네트워크 시스템의 리모트 I/O국은 GX Configurator에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용으로서 설정

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설정 개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3.6.3 카운터 모듈 설정ㆍ모니터 툴 :
GX Configurator-CT

3.6 카운터 모듈

동작 환경

GX Configurator-CT를 사용하는 PC의 동작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동일 언어의 GX Developer Version 4 이후에 GX Configurator-CT를 인스톨하십시오.
GX Developer(일본어판)와 GX Configurator-CT(영문판) 또는 GX Developer(영문판)와 GX Configurator-CT(일본어판)는 조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GX Configurator-CT는 GX Developer Version 3 이전의 제품에 애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3：Windows XP Professional 및 Windows XP Home Edition 사용 시는 큰 글꼴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예를 들어, 리모트 I/O국에 복수의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을 장착한 경우, 모든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파라미터 설정 개수

의 합이 리모트 I/O국의 최대 파라미터 설정 개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GX Configurator에서 설정하십시오.

파라미터 설정 개수의 합은 초기 설정과 자동 리프레시 설정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GX Configurator-CT에서 1모듈 마다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설정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장착 대상
최대 파라미터 설정 개수

초기 설정 자동 리프레시 설정

MELSECNET/H 리모트 I/O국

대상 모듈 초기 설정 자동 리프레시 설정

8 (고정)

항 목 주변기기

인스톨(애드 인) 위치 *1 GX Developer Version 4 이후에 애드 인*2

컴퓨터 본체 Windows 가 동작하는 PC®

CPU
아래 표의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참조

필요 메모리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 용량

인스톨 시 65MB 이상

동작 시 10MB 이상

디스플레이 해상도 800×600도트 이상 *3

기본 소프트웨어

기본 소프트웨어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CPU 필요 메모리

「XP호환 모드」 및 「사용자 간이

전환」 기능은 지원되지 않음

14 (최대 설정 개수)

24 (고정) 8 (최대 설정 개수)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3.7 기타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3.7.1 ID 인터페이스 모듈:
QD35ID1, QD35ID2

개요

ID 인터페이스 모듈은 리더/라이터의 접속 채널을 1채널 또

는 2채널 내장하고 있어, 데이터 캐리어에 대해 읽기/쓰기

하거나 PLC CPU와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특징

(1) 프로그램 간소화.

전용 명령에 의해 ID 인터페이스 모듈을 이용하여 데이

터 캐리어와 간편하게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전용 명령을 사용하면 기존의 FROM/TO 명령을 사용한

경우보다 프로그램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2채널 내장 ID 인터페이스 모듈에서는 리더/라이터가 독

립하여 동작합니다.

QD35ID2는 각 채널 마다 다른 명령으로 데이터 캐리어

와 교신할 수 있습니다.

(절차)

(가공ㆍ검사)

(3) 데이터 복사 명령에 의해 데이터 캐리어 간에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PLC CPU를 거치지 않고 데이터 캐리어 간에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4) 160워드의 일괄 교신에 의해 동시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한번의 FROM/TO 명령에 의해 최대 160워드의 데이터

를 일괄 통신할 수 있으므로, 동시에 데이터를 공유하여

데이터 캐리어와 교신합니다.

(5) 다양한 에러 처리에 의한 고도의 시퀀스 제어가 가능합

니다.

에러 LED 표시 상태의 확인, 프로그램에 의한 에러 해

제, 과거 4회분의 에러 코드 확인, 교신 에러 시 리트라

이 횟수 설정 등을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수 있습

니다.

먼저 교신 범위에 들어 온 데이터 캐리어를 인식하여,

데이터 캐리어가 교신 범위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검출하는 인 존 기능을 이용하여 혼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존재

여부를

ID 인터페이스
모듈 데이터 캐리어

리더/라이터

전자 유도(비접촉)
데이터 읽기/쓰기

PLC CPU

케이블 접속

(6) 인 존(Inzone) 검출이 가능합니다.

에러 없음 처리 에러 표시

에러 처리 에러 해제, 기억

리더/라이터

교신 범위

데이터 캐리어 진행 방향

불안정 영역

이 사이에서 교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 존 검출 시간을 설정합니다.



(7) 쓰기 금지 기능에 의한 쓰기 오류 방지.

데이터 캐리어에 저장된 제품의 형식이나 기종 등 중요

한 데이터를 잘못하여 씀으로써 데이터가 손상되는 것

을 방지합니다.

(8) 쓰기 수명 관리 가능.

쓰기 수명 관리 기능에 의해 쓰기 횟수를 수 있어

데이터 캐리어의 쓰기 수명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파악할

(9) 뱅크 전환에 의해 데이터 캐리어 수명 연장 가능.

뱅크 전환 기능에 의해 데이터 캐리어의 쓰기 수명(30만

회)을 최대 360만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외관

(1) QD35ID1/QD35ID2

아래 그림은 QD35ID1을 나타냅니다. QD35ID2도 외형

치수가 같습니다.(리더/라이터 접속용 커넥터가 2ch 있

습니다.)

단위：mm

(2) D-2N03PS/D-2N03PM

아래 그림은 D-2 N03PS를 나타냅니다. D-2 N03PM도

외형 치수가 같습니다.

3.7 기타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3.7.1 ID 인터페이스 모듈:
QD35ID1, QD35ID2

단위：mm

(3) D-2N422RW(-C2)

단위：mm

(4) D-2N422RWS(-C2)

단위：mm

데이터 캐리어

리더/라이터

리더/라이터
총쓰기 횟수
갱신!

데이터 캐리어

쓰기 수명 관리 명령

뱅크
전환

160워드 30만회 7워드 30만회

R(케이블의 휨 반지름) ：40mm 이상

2-φ3.4 설치구멍

4-φ4.5
설치구멍

케이블 길이
D-2N422RW  ：10m
D-2N422RW-C2 ：2m

2-φ4.5
설치구멍

케이블 길이
D-2N422RWS  ：10m
D-2N422RWS-C2 ：2m

30만회

30만회 30만회



기능

다음은 ID 인터페이스 모듈에 의해 실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성능 사양

*1：데이터 캐리어와 리더/라이터 사이의 교신 시간
*2：프로그램상에서 ID 명령이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

(ID 인터페이스 모듈이 처리 명령을 완료하여 CPU에 반환할 때까지의 시간)

3.7 기타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3.7.1 ID 인터페이스 모듈:
QD35ID1, QD35ID2

기 능 명령ㆍ지령 내 용

초기 설정 초기 설정 ID 인터페이스 모듈의 초기 설정을 한다.

읽기

읽기 데이터 캐리어에서 데이터를 읽는다.

연속 읽기
데이터 캐리어가 리더/라이터의 교신 범위에 들어갈 때까지 연속해서 읽기를 실행하여,

교신 범위에 들어가면 데이터 캐리어에서 데이터를 읽는다.

비교 읽기 데이터 캐리어에서 데이터를 읽고 이 데이터를 비교한다.

연속 비교 읽기
데이터 캐리어가 리더/라이터의 교신 범위에 들어갈 때까지 연속해서 읽기를 실행하여,

교신 범위에 들어가면 데이터 캐리어에서 데이터를 읽고 이 데이터를 비교한다.

쓰기

쓰기 데이터 캐리어에 데이터를 쓴다.

연속 쓰기
데이터 캐리어가 리더/라이터의 교신 범위에 들어갈 때까지 연속해서 쓰기를 실행하여,

교신 범위에 들어가면 데이터 캐리어에 데이터를 쓴다.

비교 쓰기 데이터 캐리어에 데이터를 쓰고 이 데이터를 비교한다.

연속 비교 쓰기
데이터 캐리어가 리더/라이터의 교신 범위에 들어갈 때까지 연속해서 쓰기를 실행하여,

교신 범위에 들어가면 데이터 캐리어에 데이터를 쓰고 이 데이터를 비교한다.

일괄 쓰기 데이터 캐리어의 지정 영역에 일괄적으로 지정 데이터를 쓴다.

대조 비교 ID 인터페이스 모듈의 데이터를 데이터 캐리어의 데이터와 비교한다.

복사 데이터 복사 CH.1로 CH.2 간에 데이터 캐리어의 데이터를 복사한다.

삭제 클리어 데이터 캐리어의 모든 데이터를 “0"으로 클리어한다.

수명 관리

카운트 쓰기 데이터 캐리어에 데이터 쓰기를 실행하여 쓰기 횟수를 갱신한다.

연속 카운트 쓰기
데이터 캐리어가 리더/라이터의 교신 범위에 들어갈 때까지 연속해서 쓰기를 실행하여,

교신 범위에 들어가면 데이터 캐리어에 쓰기를 실행하여 쓰기 횟수를 갱신한다.

쓰기 횟수 일괄 갱신 임의의 쓰기 횟수를 더한다.

쓰기 금지
쓰기 금지 정보 읽기 데이터 캐리어로 설정된 쓰기 금지 정보를 읽는다.

쓰기 금지 정보 쓰기 데이터 캐리어에 쓰기 금지 정보를 쓴다.

메모리 설정 뱅크 전환 데이터 캐리어 내의 메모리 타입(뱅크수)을 설정한다.

지령

연속 명령 중지 연속 명령을 도중에 강제적으로 중지한다.

에러 해제
에러를 해제(에러 LED의 소등 에러 검출 신호의 리셋, 버퍼메모리의 에러 코드 저장 영

역 클리어)한다.

접속 가능 리더/라이터

접속 가능 리더/라이터 개수 1개 2개

접속 가능 케이블

최대 2개까지 조합 접속 가능(최대 접속 거리 200m)

사용 가능 데이터 캐리어

교신 시간 *1 읽기(20워드)：65ms, 쓰기(20워드)：120ms

응답 시간 *2 읽기(20워드)：97ms, 쓰기(20워드)：130ms

온라인 모듈 교환 불가능

멀티 CPU 시스템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32점 1슬롯(I/O 할당：인텔리전트)

DC5V 내부 소비 전류

외부 공급 전원
전압

소비 전류

외형 치수

중량

형 명

항 목



배선

■전원 공급 단자의 배선

전원 공급 단자는 아래 그림과 같이 배선하십시오.

■리더/라이터 및 케이블 탈착 방법

리더/라이터 및 케이블은 다음과 같이 탈착하십시오.

●장착

1.플러그의 凸 부분을 잭의 凹 부분에 맞추어 삽입합니

다.

2. 플러그가 장착되는(“탈칵”하는 소리가 난다) 위치까

지 확실히 삽입해 주십시오.

●분리

1.플러그의 잠금 해제 기구부를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

잠금 장치를 해제합니다.

2. 플러그를 잡고 화살표 방향으로 빼냅니다.

시스템 구성

*1：본 매뉴얼 1장의 각 CPU 시스템에서 시스템 구성에
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관

■기종 선정

●ID 인터페이스 모듈ㆍID 컨트롤러의 기종 선정

(1) 읽기/쓰기 데이터량이 많은 경우, 버스 접속 ID 인터페

이스 모듈(QD35ID□)을 사용하십시오.

(2) 읽기/쓰기 데이터량이

많은 경우, CC-Link용 ID 인터페이스 모듈 AJ65BT-

D35ID2를 사용하십시오.

적거나(몇 바이트) 리더/라이터

가

(3) 상위 컨트롤러가 RS-232C 통신 포트를 가지고 있는 경

우, RS-232C용 ID 컨트롤러의 D-2N232IF2를 사용하

십시오.

3.7 기타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3.7.1 ID 인터페이스 모듈:
QD35ID1, QD35ID2

외부 공급 전원
＋24V로

24VGND로

凹 부분

凸 부분

＜QD35ID1, QD35ID2 동봉품＞

＜별도 구입품＞

■적용 시스템

＜적용 모듈과 장착 가능 장수＞

QD35ID1/QD35ID2를 장착할 수 있는 CPU 모듈의 장착 가

능 장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모트 I/O국에는 장착할 수 없

습니다.

매뉴얼
QD35ID1, QD35ID2 사용자 매뉴얼

(하드웨어편)

매뉴얼
QD35ID1, QD35ID2 사용자 매뉴얼

(상세편)

리더/라이터

D-2N422RW(표준, 케이블 길이 10m)

D-2N422RW-C2(표준, 케이블 길이 2m)

D-2N422RWS(소형, 케이블 길이 10m)

D-2N422RWS-C2(소형, 케이블 길이 2m)

케이블

(ID인터페이스

모듈과 리더/

라이터 접속용)

D-NS422CAB10(10m)

D-NS422CAB20(20m)

D-NS422CAB40(40m)

D-NS422CAB100(100m)

최대 2개까지 조합 가능

(최대 접속 거리 200m)

데이터

캐리어

D-2N03PS(비금속 설치, 플레이트형, 메모리 용량

320바이트)

D-2N03PM(금속 설치, 플레이트형, 메모리 용량

320바이트)

CPU 모듈

Q 모드에서만 장착

가능*1

품명 내용

품명 내용

적용 모듈 장착 가능 장수 비 고

최대 16장
*1

최대 24장

최대 64장



●정지 교신ㆍ이동체 교신에 따른 기종 선정

이동체 사용 시의 주의 사항

(1) RS-232C용 ID 컨트롤러(D-2N232IF2)와 CC-Link용

ID 인터페이스 모듈(AJ65BT-D35ID2)에서는 데이터 캐리어

와 2회 이상 연속해서 교신하지 마십시오.명령을 사용하여

(2회 이상 교신(예：AR 실행 후→AW 실행)하

면 상위 컨트롤러의 처리 시간(PC의 프로그램 실행 시

간, CC-Link의 스캔 타임)이 길어지므로, 2번째 교신을

실행하기 전에 데이터 캐리어가 교신 범위를 경우

가 있습니다.)

연속해서

넘는

(2) 이동체에 의해 연속해서 교신하는 경우에는 QD35ID□

를 사용하십시오.

●교신 시간에 따른 기종 선정

CC-Link용 ID 인터페이스 모듈 AJ65BT-D35ID2는 데이터

량이 많으면 교신 시간이 길어지므로 QD35ID□를 사용하십

시오.

3.7 기타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3.7.1 ID 인터페이스 모듈:
QD35ID1, QD35ID2



3.8 I/O 모듈용 액세서리
3.8.1 커넥터, 커넥터 단자대 변환 모듈

I/O 모듈용 외부 배선 커넥터

■개요

커넥터 타입의 입출력 모듈에 장착하여 외부 기기와 배선하

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커넥터는 사용하는 커넥터 타입 및

입출력 모듈의 종류에 따라 6가지로 구분됩니다.

■외관

A6CON1, A6CON2, A6CON3, A6CON4

■외형 치수

A6CON1/A6CON2

14 이하

단위：mm

A6CON3

단위：mm

A6CON4

단위：mm

■외관

A6CON1E, A6CON2E, A6CON3E

■외형 치수

A6CON1E/A6CON2E

단위：mm

A6CON3E

단위：mm

14 이하



■기종 일람

ㆍA6CON2용 압착 공구：

Fujitsu component LTD.
FCN-363T-T005/H

ㆍA6CON3용 압접 공구：

Fujitsu component LTD.
FCN-367T-T012/H(로케이터 플레이트)

FCN-707T-T001/H(케이블 절단기)

FCN-707T-T101/H(핸드 프레스)

ㆍA6CON2E용 압착 공구：

Tyco Electronics AMP K. K.

90312-1

ㆍA6CON3E용 압접 공구：
Tyco Electronics AMP K. K.

768349-1(다이ㆍ세트)

768338-1(다이ㆍ세트)

91220-1(케이블 절단기)

91085-2(수동식 미니 프레스)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 케이블

■개요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은 커넥터 타입 입출력 모듈의 커

넥터를 단자대로 변환하여 외부 배선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모듈입니다.

전용 케이블을 입출력 모듈의 커넥터에 접속하고, 그 케이블

의 반대 쪽을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에 접속합니다. 외부

배선은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의 단자대 부분에 배선합니

다.

■외관

■외형 치수

A6TB□36□

단위：mm

A6TB□54□

단위：mm

A6TBX70

단위：mm

3.8 I/O 모듈용 액세서리
3.8.1 커넥터, 커넥터 단자대 변환 모듈

형명

커넥터 타입 납땜 타입 압착 타입

대응 모듈
플러스 코먼(싱크) 타입 입력 모듈, 싱크 타입 출력

모듈

적합 전선 크기
0.3mm2

(AWG#22) 이하
AWG#24~28

AWG#28

(트위스트 선),

AWG#30(단선)

형명

커넥터 타입 납땜 타입 압착 타입

대응 모듈
마이너스 코먼(소스) 타입 입력 모듈, 소스 타입 출력

모듈

적합 전선 크기
0.3mm2

(AWG#22)
AWG#20~24

AWG#28

(트위스트 선),

AWG#30(단선)

압접 타입

압접 타입

2-φ4.5 설치 구멍

(M4×25)

2-φ4.5 설치 구멍

(M4×25)

2-φ4.5 설치 구멍

(M4×25)



AC□□TB

단위：mm

AC□□TB-E
단위：mm

3.8 I/O 모듈용 액세서리
3.8.1 커넥터, 커넥터 단자대 변환 모듈



■기종 일람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

1.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의 접속 I/O 점수는 모두 32점입니다.

64점의 입출력 모듈은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용 케이블 모두 2대가 필요합니다.

2. A1SX81(S1/S2)은 싱크ㆍ소스 공용 타입이지만 A6TBX36-E, A6TBX54-E, A6TBX70-E를 사용하십시오.

A6TBXY36, A6TBXY54, A6TBX70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A1SX82-S1은 싱크ㆍ소스 공용 타입이지만 싱크 타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A6TBXY36/XY54/X7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스 타입을 사용한 경우, A6TBXY36/XY54/X70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A1SY82는 소스 타입 출력 모듈이지만 A6TBXY36, A6TBXY54를 사용하십시오. A6TBXY36-E, A6TBXY54-E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A 시리즈에서는 플러스 코먼 입력 모듈을 싱크 타입 입력 모듈로, 마이너스 코먼 입력 모듈을 소스 타입 입력 모듈로 표기하고 있습니
다.

6. A6TBX70을 입출력 혼합 모듈에 사용하는 경우 입력에 배선하십시오.

7. 모듈의 단자 나사의 조임 토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원 공급 전선 접속용 단자 나사(M3.5 나사) ㆍㆍㆍㆍㆍㆍ조임 토크 78.4N ㆍcm

●케이블

3.8 I/O 모듈용 액세서리
3.8.1 커넥터, 커넥터 단자대 변환 모듈

A6TBXY36

플러스 코먼 타입 입력 모듈

싱크 타입 출력 모듈용

(표준 타입)

Q시리즈

A6TBXY54

플러스 코먼 타입 입력 모듈

싱크 타입 출력 모듈용

(2선식 타입)

A6TBX70
플러스 코먼 타입 입력 모듈용

(3선식 타입)

A6TBX36-E 마이너스 코먼 타입 입력 모듈용(표준 타입)

A6TBX54-E 마이너스 코먼 타입 입력 모듈용(2선식 타입)

마이너스 코먼 타입 입력 모듈용(3선식 타입)

A6TBY36-E 소스 타입 출력 모듈용(표준 타입)

A6TBY54-E 소스 타입 출력 모듈용(2선식 타입)

0.5m 싱크 모듈용

1m 싱크 모듈용

2m 싱크 모듈용

3m 싱크 모듈용

5m 싱크 모듈용

8m 싱크 모듈용(코먼 전류 0.5A 이하)

10m 싱크 모듈용(코먼 전류 0.5A 이하)

0.5m 소스 모듈용

1m 소스 모듈용

2m 소스 모듈용

3m 소스 모듈용

5m 소스 모듈용

형식명 내용 중량(kg) 적용 기종

형식명 내용 중량(kg) 적용 기종

A6TBX70-E

AnS시리즈

A시리즈

Q시리즈

AnS시리즈

A시리즈

A시리즈

A시리즈

AnS시리즈

AnS시리즈

Q시리즈

Q시리즈

포인트



2선식 센서

입력
모듈

출력
모듈

출력
모듈

3선식 센서 2선식 센서

입력
모듈

입력
모듈

출력
모듈

부 하

부 하

부 하

3.8 I/O 모듈용 액세서리
3.8.1 커넥터, 커넥터 단자대 변환 모듈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 접속도

●A6TBXY36

＜입력 모듈 접속 시＞

●A6TBXY54

＜입력 모듈 접속 시＞

＜출력 모듈 접속 시＞

(a) 싱크 타입

(b) 소스 타입

＜출력 모듈 접속 시＞

(a) 싱크 타입

(b) 소스 타입

●A6TBX70

부 하

출력
모듈



●A6TBX36-E

●A6TBY36-E

●A6TBX54-E

●A6TBY54-E

부하

●A6TBX70-E

3.8 I/O 모듈용 액세서리
3.8.1 커넥터, 커넥터 단자대 변환 모듈

부 하

2선식 센서

입력
모듈

출력
모듈

3선식 센서 2선식 센서

입력

모듈

입력
모듈

출력
모듈

부 하



3.8 I/O 모듈용 액세서리
3.8.2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Q6TE-18S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개요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Q6TE-18S는 Q 시리즈 단자대 타입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에 장착하여 사용합니다.

Q6TE-18S는 스프링 클램프를 채택하여 나사를 조일 필요

가 없으므로 배선 작업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는 전선 도체를 단자대 내부 스프링의

힘으로 진동에 의한 접촉 불량이나 전선의 단선을

방지할 수 있어 높은 접촉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단자대입니

다.

고정하여

■특징

선 벗기기, 선 끼우기 등 2단계만 작업하면 배선할 수 있습

니다.

●높은 신뢰성

스프링의 힘으로 전선을 고정하므로 작업자에 따라 배선이

달라지지 않으며, 진동에 의한 손상이나 순간적인

발생하지 않습니다.

접속의

끊김이

●메인터넌스 작업 절감

진동 등으로 나사가 풀리지 않으므로 조임 작업이 불필요합

니다.

■사양

■외관

모듈

Q6TE-18S를 모듈에 설치한 상태

■외형 치수

Q6TE-18S

단위：mm

모듈 장착 시(예：QX10)

* Q6TE-18S 장착 시 모듈의 깊이는 출하 시 단자대가 부착된 타
모듈의 깊이와 같습니다.

입

단위：mm

항목 사양

적합 전선 크기

전선 전선 피복 제거 길이

단자대 장착 나사의 적합 조임

토크 범위

중량

●배선 작업 시간 절감



■대응 기종

Q6TE-18S는 Q 시리즈 16점 단자대 타입 입출력 모듈/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에 장착하여 사용합니다.

Q6TE-18S 대응 기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Q6TE-18S의 단자 번호는 모듈의 단자 번호에 대응합니다.

외부 기기 접속 시의 각 단자 번호에 대응하는 신호명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모듈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방법

●단자대 분리

단자대 위/아래 부분의 단자대 장착 나사를 풀고 떼어내 주

십시오.

●Q6TE-18S 장착

Q6TE-18S를 모듈에 끼우고 단자대 장착 나사를 규정된 토

크 범위로 조이십시오.

●케이블 장착

Q6TE-18S의 공구 삽입구(사각 구멍)에 스프링 클램프 단

자대용 공구를 안쪽까지 확실히 끼우고, 이 상태에서 전선

삽입구(둥근 구멍)에 전선을 삽입하고 나서 공구를 뽑아 주

십시오. 빼낸 다음 전선을 흔들어 보아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1: 전선 피복을 너무 많이 벗겨내면, 도전부가 단자대에 노출되어
감전되거나 인접하는 단자와 합선될 수 있습니다.

전선 피복을 너무 적게 벗겨내면, 접촉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
다.

*2: 케이블을 장착하거나 분리할 때는 전용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용 공구를 공구 삽입구에 수직으로 눌러 사용하십시오.
일반 마이너스 드라이버를 사용하거나 공구 삽입구에 수직으로

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스프링 클램프 단자부 또는 단자대 플라
스틱 부분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케이블 분리

단자 번호의 공구 삽입구(사각 구멍)에 스프링 클램프 단

자대용 공구를 안쪽까지 확실히 끼우고 전선을 뽑아 주

십시오.

■소개품

3.8 I/O 모듈용 액세서리
3.8.2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Q6TE-18S

모듈 종류 형명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품명 형명 적합 전선 크기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용 공구

바형 압착 단자 *3

바형 압착 단자용 공구

(다음 페이지에 계속)

모듈

단자대
장착 나사

단자대

모듈

단자대
장착 나사

전선

전선 피복 제거 길이：

공구 삽입구(사각 구멍)

전선 삽입구(둥근 구멍)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용 공구*2

포인트



3.8 I/O 모듈용 액세서리
3.8.2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Q6TE-18S

(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바형 압착 단자 *3

바형 압착 단자용 공구

품명 형명 적합 전선 크기

*3 : 전선의 끝 부분을 처리하여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에 끼우거나 1개의 단자에 2개 이상의 전선을 함께 넣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3.8.3 압접 단자대 어댑터, 전용 공구：
Q6TA32, Q6TA32-TOL

압접 단자대 어댑터

■개요

압접 단자대 어댑터 Q6TA32는 Q 시리즈 32점 입출력 모듈

(40핀 커넥터 타입)의 커넥터에 장착하여 압접 단자대 타입

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댑터입니다.

Q6TA32를 사용하면 배선 시 전선 피복 제거 또는 납땜, 단

자 압접 등이 불필요하게 되어 배선 작업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징

●배선 작업 효율 향상

배선 시 전선의 피복을 벗길 필요가 없으며, 납땜이나 단자

의 압접 등의 작업이 불필요하므로 배선 작업을 수

있습니다.

절감할

●메인터넌스 작업 시간 단축

단자 나사가 없으므로 조일 필요가 없어 메인터넌스 작업 시

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배선 작업

모듈을 장착한 상태에서 배선 작업이 가능해 설치 공간에

게 배선할수 있으며,

맞

많은 전선이 불필요하므로 배선 덕

간결해집니다.

트도

●중계 단자대 불필요

납땜 등 끝부분 처리가 불필요하므로 중계 단자대를 사용하

지 않고 제어반 외부에서 직접 배선할 수 있습니다.

●배선 체크 가능

테스터용 삽입 구멍이 있어 커넥터 타입에서는 불가능하던

배선 체크도 가능합니다.

■외관

■외형 치수

Q6TA32(입출력 모듈에 장착 시)

단위：mm

Q6TA32-TOL

단위：mm

■사양

3.8 I/O 모듈용 액세서리

모듈

Q6TA32-TOL
(전용 공구)(별매)

Q6TA32를 모듈에 장착한 상태

적용 기종

접속 가능 전선 *2

비닐 절연 전선(트위스트 선)

0.5mm (AWG20)2

최대 시스(덮개) 지름φ1.9

접속 가능 전선 개수 1개

전선

인장 강도

* 1

왼쪽 방향

앞 방향

위 또는 아래 방향

전선 탈착 횟수 30회

최대 허용 전압

최대 허용 전류

접촉 저항 100mΩ 이하

중량

항목 사양



*1 전선의 인장 강도의 방향

*2 권장 전선

전선 타입은 「UL STYLE 1007, CSA TYPE TR-64」를 사용하십

시오.

■배선 이미지

■배선 순서

●전선 결선

(1) 압접 단자대 고정 나사로 입출력 모듈에 Q6TA32를 장

착 커버 고정 나사를 풀고 커버를 떼어냅니다.하고

(2) Q6TA32 내부의 가이드에 따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선을 끼우고 손으로 가볍게 고정한 다음 전용 공구

로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눌러

A열(오른쪽)을 배선할 때는 배선할 단자 번호를 B열(왼

쪽)의 확인하십시오.숫자로

(3) Q6TA32에 커버를 장착하고 커버 고정 나사를 조입니다.

(4) 테스터를 사용하여 도통 상태를 확인합니다.

●전선 분리

커버 고정 나사를 커버를 분리하고 전선을 앞으로

빼냅니다.

푼 다음

3.8.3 압접 단자대 어댑터, 전용 공구：
Q6TA32, Q6TA32-TOL

3.8 I/O 모듈용 액세서리

제조회사명

도체 비닐 절연체

크기

(AWG)

구성

(본/mm)

외경

(mm)

평균

두께

(mm)

외피

지름

(mm)

Showa Electric Wire

& Cable Co., Ltd.

Sumitomo Wiring

Systems, Ltd.

Fujikura Ltd.

위 방향

앞 방향 왼쪽 방향

아래 방향

커버 설치 나사
전용 공구(Q6TA32-TOL)(별매)

압접 단자대 어댑터(Q6TA32)

커버
배선 케이블

＜배선 후＞

커버 고정 나사커버

입출력 모듈

커버

커버

전선

입출력 모듈

전선

전선

전선

입출력 모듈

커버 고정 나사

테스터 연결구

전선
테스터 리드

커버

전선

입출력 모듈

전선

전선

전선

입출력 모듈

커버 고정 나사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결선용 공구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입출력 모듈

결선용 공구

입출력 모듈



3.8.4 릴레이 터미널 모듈, 접속용 케이블：
A6TE2-16SRN, AC□□TE

릴레이 터미널 모듈

■개요

릴레이 터미널 모듈 A6TE2-16SRN은 제어반 내의 중계 단

자대 및 제어반 내 릴레이 대신에 , PLC, 중계 단자

대, 제어반 내 릴레이 간의 배선 작업 시간을 수 있습니

다.

사용되며

줄일

■특징

(1) A6TE2-16SRN은 다음과 같은 커넥터(Fujitsu compon-

ent LTD. 40핀 커넥터 전용)가 부착되어 있는 싱크 타입

출력 모듈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32점(1 커넥터)을 케이블 1개(별도로 준비)와 릴레이 터

미널 모듈 2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전용 케이블로 릴레이 터미널 모듈을 최대 10m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전용 케이블은 케이블 길이에 따라 5가지 종류가 있습니

다.

(5) 소켓 방식의 릴레이이므로 1개 단위로 릴레이만 교환하

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릴레이를 확실하게 장착할 수 있으며, 진동 등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ㆍ릴레이 분리용 공구가 기본 제공됩니다.

(6) 릴레이 출력으로

.

변경되므로 AC/DC 모두 큰 전류 용량

의 기기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7) 단자 나사가 떨어지지 않는 셀프 업 나사가 장착되어 있

습니다.

(8) 릴레이 터미널 모듈의 기호 시트에 표시하여 쉽게 배선

할 수 있습니다.

(9) DIN 레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10) 2선식 부하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외관

■외형 치수

단자 커버를 열었을 때

DIN 레일

DIN 레일 설치 시

에서 본 그림
단위：mm

3.8 I/O 모듈용 액세서리

A 시리즈

분류 적용 기종

AnS 시리즈

Q 시리즈



*1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릴레이의 전기적 수명 곡선’을 참조하십

시오.

*2 L부하를 구동하는 경우의 최대 개폐 빈도는 1초 이상 ON, 1초
이상 OFF 시에 사용하십시오.

■릴레이의 수명

릴레이 터미널 모듈 A6TE2-16SRN의 릴레이 RV3T-3G24

의 수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선

릴레이 터미널 모듈 접속용 케이블을 사용하여 배선도와 같

이 배선하십시오.

3.8.4 릴레이 터미널 모듈, 접속용 케이블：
A6TE2-16SRN, AC□□TE

3.8 I/O 모듈용 액세서리

■사양

항목 사양

출력 점수 16점

절연 방식 릴레이 절연

정격 개폐 전압ㆍ전류
DC24V 2A(저항 부하)/1점, 8A/1코먼

AC240V 2A(COSφ=1)/1점

최소 개폐 부하

최대 개폐 부하

응답 시간

10ms 이하(PLC 출력 모듈의 지연 시간 제

외)

12ms 이하(PLC 출력 모듈의 지연 시간 제

외)

수명

기계적 2000만회 이상

전기적
*1

정격 개폐 전압ㆍ전류 부하

10만회 이상

AC200V 1.5A, AC240V

1A (COSφ=0.7) 10만회 이상

AC200V 1A, AC240V

0.5A (COSφ=0.35) 10만회 이상

DC24V 1A, DC100V

0.1A (L/R=7ms) 10만회 이상

최대 개폐 빈도 *2 3600회/시

서지 킬러 없음

퓨즈 없음

코먼 방식
8점 1코먼

(코먼 단자：TB19, TB21)

동작 표시 ON 표시(LED)

외선 접속 방식 38점 단자대 커넥터(M3 나사)

적합 전선 크기

0.75~1.25mm MAX. 2개/점2

(적합 고정 토크 60~100Nㆍcm

(6~10kgㆍcm))

적합 압착 단자

1.25-3 1.25-MS3 1.25-B3A

1.25-C3A

V1.25-3V1.25-MS3V1.25-B3A

max. 2개/점

적합 DIN 레일

부속품
릴레이 분리용 공구

(RV9Z-T01)

외부 공급

전원

전압 DC24V±10% 리플 전압 4VP-P 이하

전류 350mA(TYP.DC24V 모든 접점 ON)

내부 소비 전류(DC5V)

중량

교환용 릴레이
RV3T-3G24

(Izumi Electric, Inc., 사용자 준비품)

비고

DC24V, 커넥터(Fujitsu 40핀)

싱크탱크 타입 출력용,

2선식 단자대

배선도

(만회)

접점 전류(A)

릴레이의 전기적 수명 곡선

* 1 외부 부하 전원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됩니다.

또는

DC24V
릴레이용 전원

부하
외부 부하
전원

부하또는
외부 부하
전원

또는



■접속용 케이블

A6TE2-16SRN 배선 시 사용 가능한 접속 케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명 케이블 길이L

설치 후 전원을 투입하기 전에 릴레이의 장착(안전)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처음

■릴레이 교환

릴레이는 다음과 같이 교환합니다.

(1) 모듈의 위쪽 뚜껑을 엽니다.

(2) 왼쪽에 있는 빨강의 릴레이 분리용 공구를 당겨 꺼냅니

다.

(3) 릴레이 분리용 공구를 릴레이 위 부분에 끼우고 나서 당

겨 릴레이를 분리합니다.

릴레이 분리용 공구

(4) 릴레이 설치 방향으로 새 릴레이를 위에서 넣습니

다.

끼워

(5) 릴레이가 확실하게 고정되어 리드선이 구부

러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전원을 투입하십시오.

있는지 또는

3.8.4 릴레이 터미널 모듈, 접속용 케이블：
A6TE2-16SRN, AC□□TE

3.8 I/O 모듈용 액세서리

■설치 방향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합니다.

B측 : 후반 16점

A측 : 전반 16점

단위：mm

접속 케이블

릴레이 분리 방향

릴레이

릴레이 분리 요령

(a) 세로 방향 가능 (b) 세로 방향 가능

(c) 세로 방향 가능 (d) 세로 방향 불가능

(e) 가로 방향 가능 (f) 가로 방향 불가능

설치 방향(가로 방향에서 본 그림)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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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MELSECNET/H 보드
Q80BD-J71LP21-25, Q80BD-J71LP21S-25,
Q80BD-J71LP21G, Q80BD-J71BR11

개요

MELSECNET/H는 여러 PLC 및 PC가 접속된 제조 라인 전체를 제어하는 MELSECNET/10 네트워크의 기능ㆍ성능을 보다

상시킨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MELSECNET/H에는 광 루프(통신 속도：10Mbps, 25Mbps)와 동축 버스(통신 속도：10Mbps) 네트워크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 고속의 대용량 통신이 가능하며, MELSECNET/10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하고 상위 계층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MELSECNET/H 모드 및 MELSECNET/H 확장 모드(고기능ㆍ고속 모드)와 MELSECNET/10 모드(기능 호환ㆍ성능 호환 모드)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

*1 : 기능 버전 B 이후의 네트워크 모듈이 멀티 CPU 시스템에
대응합니다.

*2 : 멀티 CPU 시스템에서 중계국이 되는 네트워크 모듈은
관리 CPU를 동일하게 합니다.

(1) MELSECNET/H PLC는 QCPU(Q 모드) 및 Q 대응 네트워크 모듈을 시용하십시오.

(2) 같은 네트워크상에 QnACPU, ACPU가 포함된 경우, MELSECNET/10 호환 MELSECNET/10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3) 같은 네트워크상에는 같은 네트워크 모듈 및 같은 네트워크 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PC를 MELSECNET/H에 조합할 수 있습니다.

PC에 MELSECNET/H 보드를 장착하여 PC를 MELSECNET

/H 또는 MELSECNET/10의 관리국 및 일반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I 버스를 채택함으로써 번거로운 스위치 설정

업이 불필요해졌습니다.

작

MELSECNET/H 보드를 PC에 장착하여 소프트웨어 패키지

를 인스톨하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MNETH 유틸리티에서 채널 No., 국번 등을 간단하게 설정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MELSECNET/10 보드와 호환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의 상위 호환성

MELSECNET/H 보드는 PC에 대한 최대 장착 장수

(MELSECNET/10 보드, MELSECNET/H 보드를 더한 장수),

채널 번호 등이 기존의 MELSECNET/10 보드와 같아

MELSECNET/10 보드를 사용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 그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GX Developer, MX Component에 대응

GX Developer, MX Component를 사용하여 MELSECNET/

H 보드를 장착한 PC에서 PLC CPU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보드 형명
대응 네트워크

모드

Q80BD-J71

LP21-25

Q80BD-J71

LP21S-25

MELSECNET/H

모드, MELSECNET/

H 확장 모드

MELSECNET/H(10Mbps/

25Mbps) 광 루프 시스템

MELSECNET/10

모드

MELSECNET/10

광 루프 시스템

Q80BD-

J71BR11

MELSECNET/H

모드, MELSECNET/

H 확장 모드

MELSECNET/H(10Mbps)

동축 버스 시스템

MELSECNET/10

모드

MELSECNET/10

동축 버스 시스템

Q80BD-

J71LP21G

MELSECNET/H

모드, MELSECNET/

H 확장 모드

MELSECNET/H(10Mbps)

광 루프 시스템

MELSECNET/10

모드

MELSECNET/10

광 루프 시스템

PC
MELSECNET/H 보드
(Q80BD-J71LP21-25)

MELSECNET/10

모드

PC
MELSECNET/H 보드
(Q80BD-J71BR11)

포인트



■QCPU(Q 모드) 멀티 CPU 시스템에 대응하고 있습

니다.

MNETH 유틸리티에서 논리 국번의 국번 지정 기능을 사용

하여 멀티 CPU 시스템의 각 QCPU(Q 모드 통신할 수 있

습니다.

)와

■이중화 CPU 시스템에 대응 하고 있습니다.*1

사용자가 작성한 어플리케이션(MD 함수)으로 제어국 또는

대기국을 지정하여 액세스하기만 하면, 현재 이

중화 CPU의 계 상태를 신경쓰지 않고도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동작 중인

*1 : 기능 버전 D 이후(첨부 드라이버 패키지 SW0DNC-MNETHB
[90K] 이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MELSECNET/H 확장 모드에 대응 하고 있습니다.* 2

MELSECNET/H 확장 모드는 MELSECNET/H 1국당 최대 링

크 점수를 확장한 모드입니다. MELSECNET/H 확장 모드를

사용하면 1국당 최대 링크 점수를 35840바이트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1국당 링크 점수가 많이 필요한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다만 이중화 CPU 시스템에서는 MELSECNET/H 확장 모드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 MELSECNET/H 보드의 ROM Version 2X 이후 제품 및
SWODNC-MNETH-B의 Version 11M 이후 제품을 사용하십
오.

시

■PC의 전원 OFF 시에도 외부 전원을 공급하여 네트

워크상에서 통신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Q80BD-

J71LP21S-25 의 기능)*3

Q80BD-J71LP21S-25는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하므로, PC

의 전원이 OFF되어 데이터 링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네트워크 통신(배턴 패스)을 계속합니다.

따라서 전원이 OFF된 PC 사이에 있는 정상 상태의 국이 데

이터 링크에서 해열되거나 루프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

므로 링크 스캔 타임이 안정됩니다.
*3：SWODNC-MNETH-B의 Version 12N 이후의 제품을 사용하

시오.
십

■각 OS에 대응하는 드라이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종 드라이버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사용자 환경에 대응하

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프로그래밍 함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Microsoft Visual Basic , Microsoft Visual C++ 대응 함

수에 의해 PLC CPU의 리모트 제어나 디바이스의 읽기, 쓰

기가 가능해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

습니다.

® ® ® ®

기능 일람

4.1 MELSECNET/H 보드
Q80BD-J71LP21-25, Q80BD-J71LP21S-25,
Q80BD-J71LP21G, Q80BD-J71BR11

대응

OS

명칭 내용

데이터 교신
사이클릭 전송 기능(저속 사이클릭 전송), 트랜전트 전송 기능, 링크 디바이스 다이렉트 액세스, 다중 전송 기능(광 루

프 시스템)

RAS 기능 루프백 기능, 자동 복렬 기능, 관리국 이행 기능, 관리국 복귀 제어 기능, 루프 모니터 기능, 자기진단 기능 등



성능 사양

4.1 MELSECNET/H 보드
Q80BD-J71LP21-25, Q80BD-J71LP21S-25,
Q80BD-J71LP21G, Q80BD-J71BR11

1 네트워크당

최대 링크 점수

LX/LY 8192점

LB 16384점(MELSECNET/10 모드 시 : 8192점)*1

LW 16384점(MELSECNET/10 모드 시 : 8192점)*1

1국당 최대 링크 점수

ㆍMELSECNET/H 모드, MELSECNET/10 모드

{(LY+LB)÷8＋(2×LW)} ≤ 2000바이트

ㆍMELSECNET/H 확장 모드

{(LY+LB)÷8＋(2×LW)} ≤ 35840바이트

*

*

1

1

통신 속도*1

1 네트워크의 접속 국수 64국(관리국：1, 일반국：63)

접속 케이블 광 케이블

총연장 거리 30㎞

국간 거리

통신 속

도

25Mbps

시

SI 광 케이블      : 200m

H-PCF 광 케이블   : 400m

광대역 H-PCF 광 케이블 : 1㎞

QSI 광 케이블     : 1㎞

통신속

도

10Mbps

시

SI 광 케이블      : 500m

H-PCF 광 케이블   : 1㎞

광대역 H-PCF 광 케이블 : 1㎞

QSI 광 케이블     : 1㎞

GI 광 케이블 : 2㎞

최대 네트워크수

최대 그룹수

32 (MELSECNET/10 모드 시：9)

전송로 형식 이중 루프

통신 방식 토큰링 방식

동기 방식 프레임 동기 방식

부호화 방식 NRZI 부호(Non Return to Zero Inverted)

전송 포맷 HDLC 준거(프레임 형식)

오류 제어 방식 CRC(X ＋X ＋X ＋1) 및 오버타임에 의한 리트라이16 12 5

RAS 기능

ㆍ이상 검출 및 케이블 단선에 의한 루프백 기능

ㆍ관리국 이행에 의한 시스템 다운 방지

ㆍ링크 특수 릴레이, 링크 특수 레지스터에 의한 이상 검출

등

트랜전트 전송 N：N 통신

특수 사이클릭 전송 저속 사이클릭 전송

장착 가능 장수 최대 4장*2

장착 슬롯 PCI 버스 슬롯(하프 사이즈)

점유 슬롯 1슬롯 2슬롯 1슬롯

외부 공급 전원

전압

전류

커넥터
커넥터 세트(부속품)

적합

전선

크기

DC5V 내부 소비 전류

중량

항목
사양



*1 : MELSECNET/H 보드의 통신 속도 및 NET 모드는 MNETH 유틸리티에서 설정합니다.

*2 : 장착 가능 장수는 MELSECNET/H 보드와 MELSECNET/10 보드를 더한 장수입니다.

Q80BD-J71LP21-25, Q80BD-J71LP21S-25 사용 시 통신 속도를 25Mbps로 설정하면, 같은 네트워크 No.의 보드를 여러 장 장착할
수 없습니다.

(여러 장 장착한 경우 OS의 기동 및 셧다운 시 또는 보드 리셋 시 전체 국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1 MELSECNET/H 보드
Q80BD-J71LP21-25, Q80BD-J71LP21S-25,
Q80BD-J71LP21G, Q80BD-J71BR11

1 네트워크당

최대 링크 점수

LX/LY 8192점

LB 16384점(MELSECNET/10 모드 시 : 8192점)*1

LW 16384점(MELSECNET/10 모드 시 : 8192점)*1

1국당 최대 링크 점수

ㆍMELSECNET/H 모드, MELSECNET/10 모드*1

{(LY+LB)÷8＋(2×LW)} ≤ 2000바이트

ㆍMELSECNET/H 확장 모드* 1

{(LY+LB)÷8＋(2×LW)} ≤ 35840바이트

통신 속도*1

1 네트워크의 접속 국수 32국(관리국：1, 일반국：31)

접속 케이블 동축 케이블

1 네트워크의 총연장 거리

케이블명 총연장 거리(국간)

3C-2V 300m (국간：300m)

5C-2V 500m (국간：500m)

리피터 모듈(A6BR10, A6BR10-DC)을 사용하면 2.5㎞까지 연장 가능

최대 네트워크수

최대 그룹수 32 (MELSECNET/10 모드 시：9)

전송로 형식 일중 버스

통신 방식 토큰버스 방식

동기 방식 프레임 동기 방식

부호화 방식 맨체스터 부호

전송 포맷 HDLC 준거(프레임 형식)

오류 제어 방식

RAS 기능

ㆍ관리국 이행에 의한 시스템 다운 방지

ㆍ링크 특수 릴레이, 링크 특수 레지스터에 의한 이상 검출

등

트랜전트 전송 N：N 통신

특수 사이클릭 전송 저속 사이클릭 전송

장착 가능 장수 최대 4장*2

장착 슬롯 PCI 버스 슬롯(하프 사이즈)

점유 슬롯 1슬롯

DC5V 내부 소비 전류

중량

항목
사양

CRC(X ＋X ＋X ＋1) 및 오버타임에 의한 리트라이16 12 5



외형 치수

(1) Q80BD-J71LP21-25, Q80BD-J71LP21G

단위：mm

(3) Q80BD-J71BR11

단위：mm

(2) Q80BD-J71LP21S-25

단위：mm

4.1 MELSECNET/H 보드
Q80BD-J71LP21-25, Q80BD-J71LP21S-25,
Q80BD-J71LP21G, Q80BD-J71BR11



시스템 구성

MELSECNET/H 보드를 PC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MELSECNET/H 보드
Q80BD-J71LP21-25, Q80BD-J71LP21S-25,
Q80BD-J71LP21G, Q80BD-J71BR11

PCI 버스(하프 사이즈)가

1슬롯 이상 내장된 PC

인스톨

장착
광 케이블

케이블 종류：SI
H-PCF
광대역 H-PCF
QSI

케이블 종류：GI

동축 케이블

케이블 종류：3C-2V
5C-2V

MELSECNET/H
모드,
MELSECNET/H

확장 모드

동축 버스 시스템

광 케이블

MELSECNET/H
모드,
MELSECNET/H

확장 모드

MELSECNET/H
모드,
MELSECNET/H

확장 모드

MELSECNET/10
모드

MELSECNET/10
모드

MELSECNET/10
모드

MELSECNET/H
광 루프 시스템

QCPU (Q모드)

MELSECNET/H
광 루프 시스템

QCPU (Q모드),
QCPU (A모드),
QnACPU (ACPU)

MELSECNET/H
광 루프 시스템

QCPU (Q모드)

MELSECNET/H

MELSECNET/H

QCPU (Q모드),
QCPU (A모드),
QnACPU (ACPU),

MELSECNET/H
광 루프 시스템

QCPU (Q모드),
QCPU (A모드),
QnACPU (ACPU)

QCPU (Q모드)

동축 버스 시스템



동작 환경

*1 : 멀티 프로세서 대응 PC는 드라이버가 대응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 본 보드는 PCI 규격에 대응하는 PC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I 규격에 대응하지 않는 PC에서 사용하면, 접촉 불량 또는 동작 이상 등으로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Q80BD-J71LP21S-25는 PCI 버스가 2슬롯 필요합니다.
*4：MELSECNET/H 보드는 OS의 스탠바이 모드(대기 모드)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PC에 따라서는 전원 스위치 또는 UPS 장치(UPS)의 설정에 의해 스탠바이 모드(대기 모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Windows XP의 경우, [시작]-[제어판]-[전원 옵션]에서 대기 모드를 해제하십시오.

*5：OS를 종료하는 경우 반드시 PC를 끄십시오.

* ®6：Hyper threading 기능은 Windows XP Professional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Hyper threading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SW0DNCMNETH

-B 버전 11M 이후의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된® ® ® ® ®Windows 95, Windows 98, Windows NT Workstation 4.0, Windows 2000 Professional OS의 Hyper threading 기능이 내장

PC를 사용하는 경우, PC의 BIOS 설정에서 Hyper threading 기능을 해제하십시오.
*7：Administrator 권한에서만 인스톨/언인스톨 및 유틸리티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 ®8：Windows NT Workstation 4.0 사용 시는 Service Pack 3 이상이 필요합니다.

* ® ®9：Windows 2000 Professional 및 Windows XP Professional OS를 사용하는 경우 큰 글꼴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10：일본어 환경에서 작성한 사용자 프로그램은 다른 언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Windows 2000 Professional 또는 Windows XP Professional OS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십시
오.

® ®

® ®(Visual Basic 5.0 및 Visual C++ 5.0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ㆍVisual Basic 6.0, Visual Basic . NET 2003® ®

ㆍVisual C++ 6.0, Visual C++ . NET 2003® ®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OS)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동봉품

4.1 MELSECNET/H 보드
Q80BD-J71LP21-25, Q80BD-J71LP21S-25,
Q80BD-J71LP21G, Q80BD-J71BR11

항목 내용

PC
CPU

필요 메모리

PCI 버스 사양 DC 5V, 32비트 버스, 기본 클록：33MHz

기본 소프트웨어(OS)* * *4, 5, 6

디스플레이 해상도 800×600도트 이상(권장：1024×768도트) *9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 용량 20MB 이상

디스크 드라이브 CD-ROM 디스크 드라이브

프로그램 언어* *10, 11

을 내장한 PC(FC98-NX 포함)® * * *1, 2 , 3

아래 표의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OS)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을 만족하는 PCI 버스 1슬롯 이상

기본 소프트웨어(OS)
내용

CPU 필요 메모리

이상

품명 내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SW0DNC-MNETH-B형 MELSECNET/H 소프트웨어 패키지(CD-ROM)

커넥터 세트 외부 공급 전원 케이블용(Q80BD-J71LP21S-25에 대해서만 동봉)

F형 커넥터 F형 커넥터×1개(Q80BD-J71BR11에 대해서만 동봉)

매뉴얼 MELSECNET/H 인터페이스 보드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4.2 MELSECNET/10 보드
A70BD-J71QLP23, A70BD-J71QLP23G, A70BD-J71QBR13,

A70BD-J71QLR23

개요

PC용 옵션 보드를 장착하여 PC를 MELSECNET/10 네트워크 시스템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 *1 3

PC 에 사용할 수 있는 MELSECNET/10 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2

*1 : MELSECNET/H 모드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2 : FC98-NX를 포함합니다.
*3：베이식 모델 QCPU 및 프로세스 QCPU, 이중화 CPU에는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특징

■PC를 MELSECNET/10 네트워크 시스템에 조합할

수 있습니다.

PC에 MELSECNET/10 보드를 장착하여 PC를 MELSECNET

/10의 일반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에 관한 테스트 정보, 모니터 정보를

CRT 화면에 표시합니다.

PC의 CRT 화면에 데이터 링크 테스트, 모니터 상황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릭 통신과 트랜전트 통신 기능을 모두 사용

수 있습니다.

할

관리국에 설정되어 있는 네트워크 파라미터에 따라 리프레

시 되는 사이클릭 통신 데이터와 PC 프로그램 임의의 타이

밍에 PLC를 액세스할 수 있는 트랜전트 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트랜전트 통신을 사용하면 Q/QnA 전용 명령으로 일반국의

PC에서 관리국 및 일반국 PLC의 디바이스를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사용자 프로그래밍 대응 함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Visual C++, Visual Basic 대응 함수를 사용하여 PLC CPU

를 제어하거나 디바이스를 읽기/쓰기하여 사용자 어

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격

■각종 OS에 대응하는 드라이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종 드라이버가 준비되어 있어 간단하게 사용자 환경에 맞

출 수 있습니다.

대응

OS

*1 : MS-DOS , Windows 3.1에서는 QCPU(Q 모드)에 액세스
수 없습니다.

® ® 할

*2 : A70BD-J71QLR23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드 형명 대응 네트워크

A70BD-J71QLP23 MELSECNET/10 (광 루프 시스템)

A70BD-J71QLP23G MELSECNET/10 (광 루프 시스템)

A70BD-J71QBR13 MELSECNET/10 (동축 버스 시스템)

A70BD-J71QLR23 MELSECNET/10 (동축 루프 시스템)

N
E
T
/
10

N
E
T
/
10

N
E
T
/
10

Q
P
U

네트워크 No.2

P

C

국번1 (관리국)

종단 저항

다계층 시스템 동축 버스 시스템

(일반국)
국번3

국번2 (일반국) (일반국)
국번1

국번2 (일반국)국번3 (관리국) 국번1 (관리국) 국번2 (일반국) 국번3 (일반국) 국번32 (일반국)

종단 저항

P

C

P

C

네트워크 No.1

Q
P
U

Q
P
U

국번6 (일반국)국번5 (일반국)국번4 (일반국) 국번6 (일반국)국번5 (일반국)국번4 (일반국)



기능 일람

성능 사양

*1 : 베이식 모델 QCPU 및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에는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2 : PC상의 MELSECNET/10은 루프 간 전송, 루틴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외형 치수

(1) A70BD-J71QLP23, A70BD-J71QLP23G

단위：mm

(2) A70BD-J71QBR13

단위：mm

4.2 MELSECNET/10 보드
A70BD-J71QLP23, A70BD-J71QLP23G, A70BD-J71QBR13,

A70BD-J71QLR23

명칭 내용

데이터 교신 사이클릭 전송 기능, 트랜전트 전송 기능, 다중 전송 기능(이중 루프 시스템의 경우)

RAS 기능 루프백 기능, 자동 복렬 기능, 루프 모니터 기능, 자기진단 기능

항목

사양

광 루프 시스템 동축 루프 시스템 동축 버스 시스템

1 네트워크당

최대 링크 점수

LX/LY 8192점

LB 8192점

LW 8192점

1 링크당 최대 링크 점수
LW×2＋(LB＋LY)/8≤2000바이트

통신 속도 10Mbps(다중 전송 시 20Mbps 상당) 10Mbps

케이블 종류
광(SI, H-PCF,

광대역 H-PCF, QSI)
광(GI) 동축(3C-2V, 5C-2V)

통신 방식 토큰링 방식 토큰버스 방식

전송로 형식 이중 루프 일중 버스

1 네트워크의 접속 국수*1 64국(관리국：1, 일반국：63)
32국

(관리국：1, 일반국：31)

관리국/일반국 일반국(관리국으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기타 네트워크 사양 기타 사양은 MELSECNET/10 PLC 간 네트워크의 사양에 준함

장착 가능 장수 최대 4장(MELSECNET/H 보드와 MELSECNET/10 보드의 합계 장수)

장착 슬롯 ISA 버스 슬롯(PC용 MELSECNET/10 보드)

점유 슬롯 1슬롯

DC5V 내부 소비 전류

중량



(3) A70BD-J71QLR23

단위：mm

시스템 구성
MELSECNET/10 보드를 PC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4.2 MELSECNET/10 보드
A70BD-J71QLP23, A70BD-J71QLP23G, A70BD-J71QBR13,

A70BD-J71QLR23

ISA 버스(하프 사이즈)가
1슬롯 이상 내장된 PC

광 케이블

(케이블 종류：SI형,
H-PCF, 광역 H-PCF, QSI형)

(케이블 종류：GI형)

동축 케이블

(케이블 종류：3C-2V, 5 C-2V)

(케이블 종류：3C-2V, 5 C-2V)

MELSECNET/10
광 루프

PLC CPU

동축 버스

동축 루프

광 케이블

동축 케이블

MELSECNET/10
광 루프

PLC CPU

MELSECNET/10

PLC CPU

MELSECNET/10

PLC CPU



동작 환경

*2 : I/F 보드는 OS의 스탠바이 모드(대기 모드)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PC에 따라서는 전원 스위치 또는 UPS 장치(UPS)의 설정에 의해 스탠바이 모드(대기 모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OS를 종료하는 경우 반드시 PC를 끄십시오.
*4：Administrator의 권한에서만 인스톨 및 유틸리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A70BD-J71QLR23은 Windows 3.1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6：일본어 환경에서 작성한 사용자 프로그램은 다른 언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봉품

4.2 MELSECNET/10 보드
A70BD-J71QLP23, A70BD-J71QLP23G, A70BD-J71QBR13,

A70BD-J71QLR23

*1 : 멀티 프로세서 대응 PC는 드라이버가 대응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항목 내용

PC Pentium 133mHz 이상, ISA 버스 슬롯(하프 사이즈) PC*1이 내장된

기본 소프트웨어(OS)* *2, 3

프로그래밍

언어*6

필요 메모리 용량 32MB 이상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 용량 9MB 이상

디스크 드라이브

(드라이버 인스톨 시 필요)
3.5 인치(1.44MB)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내용품명

소프트웨어 SWnDnF-MNET10 타입 소프트웨어(드라이버)

커넥터 BNC F형 커넥터×1개(A70BD-J71QBR13에 대해서만 동봉)

매뉴얼 MELSECNET/10 인터페이스 보드 사용자 매뉴얼



4.3 CC-Link 보드

Q80BD-J61BT11N

개요

CC-Link는 Control & Communication Link의 약칭입니다.

CC-Link 시스템은 분산된 입출력 모듈이나 특수 기능 모듈

등을 CC-Link 전용 케이블로 묶어 PLC CPU에서 이들 모듈

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1) 컨베이어 라인이나 기계 장치 등 설비기기에 각 모듈을

분산하여 설치하여 시스템 전체의 배선을 절감할 수 있

습니다.

(2) 각 모듈이 취급하는 입출력 등 ON/OFF 정보나 수치 데

이터를 용이하게 수 있습니다.

(3) PC나 PLC CPU를 복수로 접속하여 간단하게 분산 시스

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4) 파트너 회사 제품의 각종 디바이스 기기를 접속하여 모

든 시스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속으로 통신할

옵션 보드를 PC의 PCI 버스에 장착하여 PC를 CC-Link 시

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Q80BD-J61BT11N(이하 CC-Link Ver. 2 보드로 줄여서 표

현)에는 CC-Link의 마스터국 및 로컬국 기능이 내장되어 있

습니다.

특징

■PC를 CC-Link 시스템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PC에 CC-Link Ver. 2 보드를 장착하여 PC를 CC-Link Ver.

2 대응 마스터국 및 대기 마스터국 또는 로컬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C-Link Ver. 2 보드를 마스터국으로 사용하여 PC에서 CC

-Link Ver. 2 대응 리모트 I/O국, 리모트 디바이스국, 인텔리

전트 디바이스국 및 로컬국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CC-LinkVer. 1 보드의 프로그램을 CC-Link Ver.

2 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80BD-J61BT11, A80BD-J61BT13(이하 CC-Link Ver. 1

보드로 줄여서 표현)용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CC-Link

Ver. 2 보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C-Link Ver. 1 보드용으로 설정된 파라미터를

CC-Link Ver. 2 보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C-Link Ver. 1 보드용으로 설정된 파라미터를 CC-Link

Ver. 2 보드로 옮길 수 있습니다.

■PCI 버스를 채택하여 번거로운 스위치 설정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PCI 버스에 장착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초기 설정을 합니다.

■파라미터를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CC-Link Ver. 2 유틸리티에서 CC-Link 시스템의 동작에 필

요한 파라미터를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어 프로그래밍이 간

단해집니다.

■CC-Link 시스템에 관한 테스트 정보, 모니터 정보

가 표시됩니다.

PC에서 간단하게 CC-Link 시스템의 테스트/모니터 상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QCPU(Q 모드)의 멀티 CPU 시스템에 대응합니다.

CC-Link Ver. 2 유틸리티로 논리 국번의 국번 지정 기능을

사용하여 멀티 CPU 시스템의 각 QCPU(Q 모드)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프로그래밍 대응 함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Microsoft Visual C++ , Microsoft Visual Basic ,® ® ® ®

Microsoft Visual C++ . NET 2003, Microsoft Visual® ® ®

Basic . NET 2003 대응 함수를 사용하여 리모트 I/O국, 리

모트 디바이스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및 로컬국을 리모

트 제어하거나 디바이스를 읽기/쓰기할 수 있어 사용자 프로

그램이 간단해집니다.

®

예：리모트 I/O국의 입력 X, 출력 Y의 ON/OFF 제어

리모트 디바이스국(아날로그 모듈)의 아날로그 전압 출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RS-232C 모듈)의 통신 제어

력 제어

■각종 OS에 대응하는 드라이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종 드라이버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사용자 환경에 맞는 시

스템을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대응 OS

■종래 제품 보드와의 호환성

CC-Link Ver. 2 보드를 리모트 네트워크 Ver. 1 모드로 설정

하여 CC-Link Ver. 1 보드의 사용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릭 점수를 확장할 필요가 없거나 CC-Link Ver. 2 보

드를 CC-Link Ver. 1 보드의 보수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리모트 네트워크 Ver. 1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마스터국

마스터ㆍ로컬 인터페이스 보드

리모트 I/O국

파트너 제조회사 제품 리모트 디바이스국

리모트 I/O국
로컬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PLC
CPU



기능 일람

*2 : CC-Link Ver. 2 보드와 Ver. 1 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같은 PC 내에

외형 치수

(1) Q80BD-J61BT11N

단위：mm

성능 사양

*1 : CC-Link 전용 케이블과 CC-Link 전용 고성능 케이블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명칭 내용

데이터 교신 사이클릭 전송 기능, 트랜전트 전송 기능

RAS 기능 오프 라인 테스트 기능, 자동 복렬 기능, 자국 분리 기능, 자기진단 기능

항목 사양

형명

전송 속도 156kbps/625kbps/2. 5Mbps/5Mbps/10Mbps 선택 가능

접속 케이블 CC-Link 전용 케이블/CC-Link 전용 고성능 케이블/Ver.1.10 대응 CC-Link 전용 케이블*1

통신 방식 브로드캐스트 폴링 방식

최대 전송 거리 최대 1.2km(전송 속도에 따라 다름)

점유 국수(로컬국 시)
리모트 네트워크 Ver. 1 모드의 경우：1국 또는 4국(유틸리티의 파라미터 설정에 의해 전환)

리모트 네트워크 Ver. 2 모드, 리모트 네트워크 추가 모드의 경우：1국~4국(유틸리티의 파라미터 설정에 의해 전환)

장착 가능 장수 최대 4장*2

장착 슬롯 PCI 버스 슬롯(하프 사이즈)

점유 슬롯 1슬롯

DC5V 내부 소비 전류

중량

4.3 CC-Link 보드

Q80BD-J61BT11N

Q80BD-J61BT11N



시스템 구성

마스터국 1대에 대해서 합계 64대의 리모트 I/O국, 리모트 디바이스국, 로컬국, 대기 마스터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을 접

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리모트 네트워크 Ver. 1 모드의 경우

4.3 CC-Link 보드

Q80BD-J61BT11N

조건 1 {(1×a)＋(2×b)＋(3×c)＋(4×d)} ≤ 64

a：1국 점유 모듈의 장수
b：2국 점유 모듈의 장수
c：3국 점유 모듈의 장수
d：4국 점유 모듈의 장수

조건 2 {(16×A)＋(54×B)＋(88×C)} ≤ 2304

A：리모트 I/O국의 장수

B：리모트 디바이스국의 장수
C：로컬국, 대기 마스터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의 장수

≤64대

≤42대

≤26대

등

마스터국

PC

최대 26대

종단 저항 (필수) CC-Link 전용 케이블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리모트 디바이스국 리모트 I/O국

RS-232
인터페이스 모듈

AJ65BT-R2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모듈

AJ65BT-64AD
등

리모트 I/O 모듈
AJ65BTB1-16D
AJ65BTC1-32D

등

합계 64대

PC

로컬국

최대 42대 최대 64대

최대 26대

로컬국 로컬국 로컬국

종단 저항 (필수)
CC-Link 전용 케이블



(2) 리모트 네트워크 Ver. 2 모드, 리모트 네트워크 추가 모드의 경우

4.3 CC-Link 보드

Q80BD-J61BT11N

조건 1

a：1국 점유 Ver. 1 대응 자국, 1국 점유 Ver. 2 대응

자국 1배 설정의 합계 장수

b：2국 점유 Ver. 1 대응 자국, 1국 점유 Ver. 2 대응

자국 1배 설정의 합계 장수
c：3국 점유 Ver. 1 대응 자국, 1국 점유 Ver. 2 대응

자국 1배 설정의 합계 장수

d：4국 점유 Ver. 1 대응 자국, 1국 점유 Ver. 2 대응

자국 1배 설정의 합계 장수

a2：1국 점유 Ver. 2대응 자국 2배 설정의 설정 장수

b2：2국 점유 Ver. 2대응 자국 2배 설정의 설정 장수

c2：3국 점유 Ver. 2대응 자국 2배 설정의 설정 장수

d2：4국 점유 Ver. 2대응 자국 2배 설정의 설정 장수

a4：1국 점유 Ver. 2대응 자국 4배 설정의 설정 장수

b4：2국 점유 Ver. 2대응 자국 4배 설정의 설정 장수

c4：3국 점유 Ver. 2대응 자국 4배 설정의 설정 장수

d4：4국 점유 Ver. 2대응 자국 4배 설정의 설정 장수

a8：1국 점유 Ver. 2대응 자국 8배 설정의 설정 장수

b8：2국 점유 Ver. 2대응 자국 8배 설정의 설정 장수

c8：3국 점유 Ver. 2대응 자국 8배 설정의 설정 장수

d8：4국 점유 Ver. 2대응 자국 8배 설정의 설정 장수

조건 2

조건 3

조건 4

A：리모트 I/O국의 장수 ≤64대

B：리모트 디바이스국의 장수 ≤42대

C：로컬국, 대기 마스터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의 장수 ≤26대

등

마스터국

PC

최대 26대

종단 저항 (필수) CC-Link 전용 케이블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리모트 디바이스국 리모트 I/O국

RS-232
인터페이스 모듈

AJ65BT-R2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모듈

AJ65BT-64AD
등

리모트 I/O 모듈
AJ65BTB1-16D
AJ65BTC1-32D

등

합계 64대

PC

로컬국

최대 42대 최대 64대

최대 26대

로컬국 로컬국 로컬국

종단 저항 (필수)
CC-Link 전용 케이블



동작 환경

4.3 CC-Link 보드

Q80BD-J61BT11N

PC
CPU

필요 메모리

PCI 버스 사양 DC 5V, 32비트 버스, 기본 클록：33MHz

기본 소프트웨어(OS)

* *3, 4

디스플레이 해상도 800×600도트 이상(권장：1024×768도트) *7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 용량
20MB 이상

디스크 드라이브

(드라이버 인스톨 시

필요)

CD-ROM 디스크 드라이브

프로그램 언어

* *8, 9

아래 표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OS)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을 만족하고 PCI 버스 1슬롯 이상을 내장한 PC

(PC98-NX 포함)® * *1, 2

항목 내용

기본 소프트웨어(OS)
내용

CPU 필요 메모리

이상

동봉품

품명 내용

소프트웨어 SWnDNC-CCBD2-B형 CC-Link 소프트웨어 패키지(CD-ROM)

매뉴얼 CC-Link 시스템 마스터ㆍ로컬 인터페이스 보드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종단 저항 110Ω1/2W(갈색 갈색 갈색), 130Ω1/2W(갈색 주황 갈색) 각 2개

*1 : 멀티 프로세서 대응 PC는 드라이버가 대응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 본 보드는 PCI 규격에 준하는 PC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I 규격에 대응하지 않는 PC에서 사용하면 접촉 불량 또는 동작 이상 등에 의해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보드는 OS의 스탠바이 모드(대기 모드)에 대응하지 않습니다.본

PC에 따라서는 전원 스위치 또는 UPS 장치(UPS)의 설정에 의해 스탠바이 모드(대기 모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Windows 2000 Professional, Windows XP Professional 및 Windows XP Home Edition의 경우, [설정]-[제어판]-[전원의 옵션]

시스템 스탠바이 설정을 「없음」으로 하십시오.

® ® ®

에서
*4：OS를 종료하는 경우 반드시 PC를 끄십시오.
*5：Administrator의 권한에서만 인스톨 및 언인스톨이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Administrator의 권한에서만 유틸리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Windows NT Workstation 4.0 사용 시는 Service Pack 3 이상이 필요합니다.® ®

*7：OS가 Windows 2000 Professional 및 Windows XP Professional 및 Windows XP Home Edition의 경우, 큰 글꼴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 ® ®

*8：일본어 환경에서 작성한 사용자 프로그램은 다른 언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9：OS가 Windows 2000 Professional, Windows XP Professional 및 Windows XP Home Edition의 경우, Visual Basic 5.0 및® ® ® ®

Visual C++ 5.0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Windows NT Workstation 4.0의 경우, Microsoft Visual Basic . NET 2003, Microsoft
Visual C++R.NET 2003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OS)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4.4 외형 치수

■Q80BD-J71LP21-25, Q80BD-J71LP21G,

Q80BD-J71BR11

(1) Q80BD-J71LP21-25, Q80BD-J71LP21G

단위：mm

(2) Q80BD-J71LP21S-25

단위：mm

(3) Q80BD-J71BR11

단위：mm

■Q80BD-J61BT11N

단위：mm



■A70BD-J71QLP23, A70BD-J71QLP23G,

A70BD-J71QBR13, A70BD-J71QLR23

(1) A70BD-J71QLP23, A70BD-J71QLP23G

단위：mm

(2) A70BD-J71QBR13

단위：mm

(3) A70BD-J71QLR23

단위：mm

4.4 외형 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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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GX 시리즈
5.1.1 MELSEC PLC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GX Developer

개요

GX Developer(이하, GX Developer의 제품명은 따로 명기

하지 않은 경우 버전 8을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GX Developer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프로그램 작성

■PLC CPU에 대한 읽기ᆞ쓰기

쓰기

읽기

PLC

■모니터(예：디바이스 일괄 모니터)

모니터에는 래더 모니터, 디바이스 일괄 모니터, 디바이스

등록 모니터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디버그

작성된 시퀀스 프로그램을 PLC CPU에 쓰고 나서 시퀀스 프

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지의 여부를 테스트합니다.

GX Simulator (이하, GX Simulator의 제품명은 따로 명기

하지 않은 경우 버전 6을 의미)를 사용하여 PC 단독으로 디

버그할 수 있습니다.

* 1

PLC

PLC
*1 : GX Simulator는 .별도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PLC 진단

현재의 에러 상태나 고장 이력 등이 표시되므로 간편하게 복

구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시스템 모니터(QCPU(Q 모드) 전용)

기능에 의해 특수 기능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복구 작업 시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징

■소프트웨어의 공통 사용

GX Developer는 모든 설정을 동일한 메뉴로 조작하여 Q 시

리즈, QnA 시리즈, A 시리즈(모션 컨트롤러(SCPU) 포함),

FX 시리즈의 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A 시리즈/ QnA 시리즈를 선택한 경우, SW □ -GPPA형

GPP 기능 소프트웨어 패키지(이하, GPPA로 줄여서 표현,

A6GPP/A6PHP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제외.), SW□-

GPPQ형 GPP 기능 소프트웨어 패키지(이하, GPPQ로 줄여

서 표현) 형식의 파일로 변환하여 GPPA 또는 GPPQ에서 편

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X 시리즈를 선택한 경우, DOS 타입 프로그래밍 소

프트웨어(이하, FXGP(DOS)로 줄여서 표현), SW0PC-

FXGP/WIN형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이하, FXGP(WIN)로

줄여서 표현) 형식의 파일로 변환하여 FXGP(DOS) 또는

FXGP(WIN)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의 뛰어난 조작성을 그대로 활용®

Excel, Word 등으로 작성한 코멘트 데이터 등을 복사하여

유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표준화

●라벨 프로그래밍

라벨 프로그래밍으로 시퀀스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디바이

스 번호를 신경쓰지 않고도 라벨로 표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벨 프로그래밍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은 컴파일하여 실제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벨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면 설계 효율이 좋아집니다.

ㆍ라벨 프로그래밍으로 범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기기

구성 상태에 맞게 디바이스 할당 내용을 변경할 수 있

으므로 다른 프로그램에 간단하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ㆍ기기 구성을 몰라도 라벨에 의해 프로그램할 수 있습

니다.

ㆍ기기 구성이 정해진 시점에서 라벨과 실제 디바이스를

연계시킴으로써 간단하게 실행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ㆍ라벨 할당 방법을 지정하기만 하면, 디바이스명/디바

이스 번호를 신경쓰지 않고도 컴파일 조작만 하면 자동

으로 디바이스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ㆍ라벨명 그대로 프로그램을 모니터하거나

.

디버그할 수

있어 디버그 작업이 쉬워집니다

●펑션 블록(이하, FB로 줄여서 표현)

FB는 시퀀스 프로그램을 위

해 개발한 기능입니다.

시퀀스 프로그램 작성 시 반복해서 사용하는 시퀀스 프로그

램의 래더 블록을 부품화하여, 시퀀스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부품화함으로써 다른 시퀀스 프로그

램에 유용 시 시퀀스 프로그램의 입력

.

더욱 간편하게 작성하도록 하기

잘못을 줄일 수 있습

니다

FB를 사용한 프로그래밍의 흐름

*1 : GX Developer는 컴파일 한 시퀀스 프로그램을 PLC CPU에
므로, PLC CPU에서 시퀀스 프로그램을 읽어도 FB는 표시
않습니다.

쓰
되지

컴파일하기 전의 시퀀스 프로그램은 를 수정하기 위해 필
하므로 주의해서 저장하십시오

FB
.

요

FB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프로그램의 부품화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1개의 블록으로 표시하여 프로그

램을 다시 이용하므로 간편하게 편집 및 디버그할 수 있

어, 대규모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효과적입니다.

(2) 프로그램 품질의 균일화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부품을 재이용하여 프로그램 개발

자의 기술 레벨에 관계없이 균일한 프로그램 품질을 얻

을 수 있으며, 유용 시 프로그래밍 오류도 방지할 수 있

습니다.

(3) 높은 조작성의 편집 기능

FB를 드래그＆드롭하여 간단하게 시퀀스 프로그램에

용할 수 있습니다.

유

(4) 용도에 맞는 프로그램 언어 선택 가능
FB를 래더 프로그램, 스트럭처드 텍스트(ST) 프로그램

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1 GX 시리즈
5.1.1 MELSEC PLC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GX Developer

PLC CPU에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
반드시 컴파일하십시오.

컴파일 한 실행 프로그램만 PLC
CPU에 쓸 수 있습니다.
라벨 프로그램은 쓸 수 없습니다.

라벨 프로그램 로컬 변수 설정 화면

컴파일

실행 프로그램

PLC 쓰기

FB 정의
프로그램 본체와 FB 변수 작성

FB 유용
FB를 시퀀스 프로그램에 붙여넣기 시퀀스 프로그램 작성

컴파일 PLC 쓰기 *1

디버그



●매크로

임의의 회로 패턴에 이름(매크로명)을 붙여 파일에 등록(매

크로 등록)해 두면, 명령을 입력하여 등록되어 있는 회로 패

턴을 읽고 디바이스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회로 패턴에 이름(매크로명)을 붙여 파일에 등록(매

크로 등록)해 두면, 실제로 프로그래밍할 때 등록되어 있는

회로 패턴을 읽고 디바이스를 변경하여 사용(매크로 유용)

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등록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

릴레이 심볼어, 논리 심볼어, MELSAP3(SFC), MELSAP-L,

펑션 블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스트럭처드 텍스트(이후 ST

언어로 줄여서 표현)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 언어의 특징

●C 언어 등 고급언어와 동급의 프로그래밍이 가능

ST 언어는 C 언어 등 고급언어와 동일하게 조건문에 의한

선택 분기나 반복문에 의한 반복 등 구문을 사용하여 제어

내용을 기술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더욱 간결하게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연산 처리를 쉽게 기술 가능

ST 언어는 리스트나 래더 프로그램에서는 기술하기 어려운

연산 처리를 간결하고 보기 쉽게 기술할 수 있으므로, 복잡

한 산술 연산ㆍ비교 연산 등을 실행하는 분야에 적합합니다.

■다른 국 액세스를 간단하게 설정 가능

접속 상대를 그림상에서 지정하도록 하여 복잡한 시스템도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를

클릭

■PLC CPU와 다양한 방법으로 접속 가능

(1) 시리얼 포트 경유

(2) USB 경유

(3) MELSECNET(Ⅱ) 보드 경유

(4) MELSECNET/10(H) 보드 경유

(5) CC-Link 보드 경유

(6) Ethernet 보드 경유

(7) CPU 보드 경유

(8) AF 보드 경유

■충실한 디버그 기능

(1) GX Simulator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디버그할 수 있습니

다.

(a) PLC CPU와 접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b) 유사 시퀀스 프로그램(디버그용 프로그램)을 작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도움말에 CPU 에러, 특수 릴레이/특수 레지스터의 설명

이 들어 있으므로, 온라인 중에 에러가 발생된 경우나

프로그램 작성 중에 특수 릴레이/특수 레지스터의 내용

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3) 데이터 작성 중에 에러가 발생된 경우,

표시하므로 데이터 작성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에러 발생 원인을

메시지로

5.1 GX 시리즈
5.1.1 MELSEC PLC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GX Developer

매크로 유용

1. 매크로를 등록할 프로그램 범위를 선택합니다.
(래더 블록의 일부를 선택해도 가능합니다.)

2. 등록할 디바이스 등을 설정합니다.

3. 등록할 매크로의 파일명을 설정합니다.

1. 매크로가 등록되어 있는 파일명을 지정합니다.
2. 변경할 디바이스를 설정합니다.



동작 환경

5.1 GX 시리즈
5.1.1 MELSEC PLC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GX Developer

*1 : PC-9800 시리즈(PC98-NX 제외)는 Windows Me, Windows 2000 Professional, Windows XP Professional 및 Windows XP® ® ® ® ® ®

Home Edition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2 : Windows XP Professional 및 Windows XP Home Edition 사용 시는 큰 글꼴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 3：라벨 프로그램 작성 시는 Pentium 300mz 이상(권장)®

* 4：라벨 프로그램 작성 시는 64MB 이상(권장)

ST 언어 프로그래밍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의 동작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주변기기
PC PC-9800 시리즈 또는 Windows 가 동작하는 PC® ®*1

PC CPU 모듈 CONTEC CO., Ltd. MELSEC-Q 시리즈 대응 PC CPU 모듈

컴퓨터 본체

아래 표의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참조CPU

필요 메모리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 용량 150MB 이상

디스크 드라이브 CD-ROM 디스크 드라이브

디스플레이 해상도 800×600도트 이상*2

통신용 인터페이스

RS-232 포트：PLC CPU와 통신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USB 포트：QCPU(Q 모드)와 통신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Q00J/Q00/Q01/Q02CPU 및 Remote I/O 모듈 제외)

기본 소프트웨어

기본 소프트웨어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CPU*3 필요 메모리*4

이상

「XP호환성 모드」 및 「사용자 간이

전환」 기능은 지원되지 않음

기본 소프트웨어

이후

CPU Pentium Ⅱ 450MHz 이상®

화면 800×600도트 이상, 작은 글꼴만

인스톨 시

필요 메모리 용량 64MB 이상

필요 디스크 용량 130MB 이상

동작 시

필요 메모리 용량 64MB 이상

필요 디스크 용량 100MB 이상

항 목 내 용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후



PC에서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PC의 PC 카드 슬롯에서 메모리 카드를 액세스하는 경우의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IC 메모리 카드/디스크 이미지 데이터 개요

●메모리 카드/PC 조합 일람

( ) 안은 사용하는 유틸리티를 나타냅니다.

*1 : SRAM 카드 사용 시는 COnFIG.SYS에 드라이버를 설정하십

오.(자세한 사항은 Windows 의 도움말 참조)시 ®

ATA 카드 사용 시는 Windows 가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인식되지 못하면 [제어판]→[시스템]에서 설정하십시오.
SRAM 카드용 드라이버가 COnFIG.SYS로 설정되어 있으면
해제하십시오.

®

*2 : CardUT-NT에 동봉되어 있는 PC 카드 드라이버를 인스톨한
다음 다음과 같이 조작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CardUTNT 매뉴얼 참조)
① IC 메모리 카드를 PC 카드 슬롯에 삽입.

② Windows 의 [제어판]→[디바이스]를 선택.®

PCDISK를 자동으로 설정→ 시작 버튼을 클릭.

* CardWare가 IC 메모리 카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CardWare의 [Cards] 메뉴→ [SetupCard]→[Slotpower on]

실행합니다.
IC 메모리 카드를 PC 카드 슬롯에서 꺼낼 때는 CardWare의
[Cards] 메뉴→ [Slotpower OFF]를 실행하십시오.

*3：[제어판]→[시스템]의 시스템 매니저 메모리 카드를 선택하
고, “Hardware profile disabled”를 선택하십시오.

SRAM 카드용 드라이버가 COnFIG.SYS로 설정되어 있는 경
우 해제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ADTEK System Science Co.,Ltd.에 문의하
십시오.)

5.1 GX 시리즈
5.1.1 MELSEC PLC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GX Developer

*4：사용하고 있는 PC, OS에 따라 조작할 수 없는 기능이 있습니
다. 이러한 경우에는 디스크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십시오.

*5：Windows 95 사용 시 GX Developer에서 ATA 카드 데이터
를 읽기/쓰기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하드웨어 컨트롤러

([시작]→[제어판]→[시스템]→[하드웨어])에서 드라이버를
“SunDisk(SunDisk ATA FlashDisk)”로 변경하십시오.

®

*6：일반 IC 메모리 카드의 데이터를 읽기/쓰기할 수 없는 경우,
디스크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PC 카드 장착

Q 시리즈용 메모리 카드의 경우, PC 카드 슬롯 장착 시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메모리 카드

유틸리티 어댑터

PC

IC 파일

데이터

SRAM 카드
* * *1, 4, 6

가능

ATA 카드

Flash 카드

디스크

이미지

데이터

SRAM 카드

ATA 카드

Flash 카드

미쓰비시전기(형명)

PC 카드 어댑터 Q2MEM-ADP

*1

*5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시판 드라이버



■플래시 ROM 쓰기(디스크 이미지 데이터)

플래시 ROM의 경우 데이터 단위(프로그램, 디바이스 코멘

트 등)로 쓸 수 없으므로, 디스크 이미지 데이터를 작성하여

플래시 ROM에 씁니다.

GX Developer에서 IC 메모리 카드에 읽기/쓰기하는 경우에

는 GX Developer 오퍼레이팅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드라이버, 유틸리티는 ADTEK System Science Co.,Ltd.에 문의

하십시오.

■IC 메모리 카드(GX Developer ↔ IC 메모리 카드)

PC의 PC 카드 슬롯에 IC 메모리 카드를 장착하여 데이터를

읽기/쓰기합니다.

Windows 95, Windows 98을 사용하는 경우 OS에 부속

되어 있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십시오.

® ®

Windows Me, Windows 2000은 ATA 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Windows NT Workstation 4.0을 사용하는 경우 시판되고

있는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 ®

●IC 메모리 카드 읽기/쓰기

*1: Windows Me, Windows 2000은 SRAM 카드를 사용할 수
습니다.

® ®

없

●IC 메모리 카드 포맷

IC 메모리 카드는 GX Developer의

에서 포맷하십시오.

[Online]→[Format PLC

memory]

ATA 카드는 GX Developer의

방법으로 포맷하지 마십시오.

[Online]→[Format PLC memory]

이외의

(Windows 의 포맷 기능 등으로 포맷하면, PLC CPU에서 사용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PLC 사용자 데이터

IC 메모리 카드에서는 PLC 사용자 데이터를 GX Developer

에서 직접 읽기/쓰기할 수 없습니다.

Windows 의 익스플로러 등을 이용하여 읽기/쓰기하십시오.®

■IC 메모리 카드(GX Developer 디스크 이미지 데이터)

Flash 카드(Q 시리즈 시), Flash 카드(QnA 시리즈 시)의 데

이터를 읽기/쓰기하는 경우 디스크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디스크 이미지 데이터를 읽기/쓰기할 때는 시판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IC 메모리 카드 읽기/쓰기(디스크 이미지 데이터)

5.1 GX 시리즈
5.1.1 MELSEC PLC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GX Developer

IC 메모리 카드
기 능

읽기 쓰기

SRAM 카드

ATA 카드

Flash 카드

IC 메모리 카드 설정 화면의 메모리 카드명

SRAM 카드 메모리 카드(RAM)

ATA 카드 메모리 카드(ROM)

IC 메모리 카드
기 능

읽기 쓰기

SRAM 카드

ATA 카드

Flash 카드

디스크 이미지 데이터 IC 메모리 카드

FAT 복사

루트 디렉토리

파일 영역 읽기/쓰기

FAT 복사

루트 디렉토리

파일 영역

포인트

비 고



5.1.2 MELSEC PLC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GX Simulator

개요

GX Simulator Version7(이하, GX Simulator로 줄여서 표현)

는 Microsoft Windows Operating System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GX Simulator를 사용하면 1대의 PC에서 시퀀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디버그할 수 있어 시퀀스 프로그램이 수정된 경

우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 라인 시의 디버그 기능에는 자국/다른 국 디바이스의

모니터 테스트, 외부 기기 I/O의 시뮬레이션 동작 기능 등이

있습니다.

® ®

특징

■프로그램의 단독 디버그용 툴로 이용 가능

기존에는 시퀀스 프로그램을 디버그하는 경우 PLC CPU에

추가하여 필요에 따라 입출력 모듈이나 특수 기능 모듈, 외

부 기기 등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GX Simulator를 사용하면, PLC CPU 본체의 시뮬레

이션 기능에 추가하여 외부 기기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I/O 시스템 설정 기능이나 특수 기능 모듈 버퍼메모리의 시

뮬레이션 1대의 PC에서 디버그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실제의 기기를 접속하지 않으므로, 프로그램 작성 시

잘못이 있어도 이상 출력이 발생되지 않아 안전하게 디버그

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이용하여

①…키스위치, 인디케이터 표시 기능

②…CPU의 동작을 시뮬레이션하는 기능

③…CPU의 디바이스 메모리를 시뮬레이션하는 기능

④…특수 기능 모듈의 버퍼메모리 영역을 시뮬레이션하

는 기능

⑤…디바이스 메모리의 값을 일괄로 모니터하는 기능

⑥…디바이스 메모리의 변경 내용을 차트 형식으로 표시

하는 기능

⑦…외부 기기의 입출력 동작을 시뮬레이션하는 기능

⑧…외부 기기와의 통신을 시뮬레이션하는 기능

⑨…MELSOFT 제품을 사용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동작

을 확인하는 기능

⑩…디바이스 메모리, 버퍼메모리의 파일을 저장하거나

읽는 기능

■디바이스 메모리의 모니터 가능(모니터 테스트 기

능)

가상 CPU 내의 디바이스 메모리 및 버퍼메모리 상태를 모니

터할 수 있습니다.

GX Developer의 디바이스 일괄 모니터 기능, 버퍼메모리 일

괄 모니터은 물론, 디바이스의 ON/OFF 상태, 수치 모니터,

강제 ON/OFF나 현재값 변경도 가능합니다.

또한, 타이밍 차트 형식으로 ON/OFF 상태, 수치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시간별로 동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기 동작의 시뮬레이션이 가능

(I/O 시스템 설정 기능)

GX Simulator의 I/O 시스템 설정에서 비트 디바이스의 ON/

OFF 조건이나 워드 디바이스값을 대화형으로

설정하여, PLC의 출력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외부로부터의

입력을 정확하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조합한 다음

5.1 GX 시리즈

디바이스의 모니터 테스트, 기계측 I/O의
시뮬레이션 동작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인스톨

PLC CPU를 접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GX Simulator를 사용한 디버그

래더 모니터

일괄 모니터(디바이스 메모리)

일괄 모니터(버퍼메모리)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통신

기본 화면

CPU
시뮬레이션
기능

디바이스 메모리
시뮬레이션
기능

버퍼메모리
시뮬레이션
기능

디바이스

일괄 모니터

타이밍

차트 I/O 시스템

설정 디바이스
매니저
기능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기능

툴 기능

디바이스 갱신 불필요

기동 정지 운전

왼쪽의 프로그램을
디버그할 때에는

GX Simulator 설정 방법：간단한 설정 화면 이용

기존 설정 방법：디버그용 프로그램을 작성

5초 타이머

5초 타이머 설정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의 오프 라인 디버그를 지원

(디바이스 매니저 기능)

실제 기기가 없어도 MELSOFT 제품(MX Component 등)을

사용하여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국/다른 국 디바이스 읽기 동작 확인

디버그용으로 디바이스값을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도 패턴에 따라 변화하는 디바이스값을 토대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하지 않고도 자국/다른

국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읽는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디바이스 변경 패턴 설정 화면)

●쓰기 된 디바이스값 체크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서 자국/다른 국 디바이스에 쓴 값이

사용자가 예상한 범위 내에 있는를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의 작성 및 설정 잘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기가 송신하는 프레임의 스테이트먼트 포맷

확인 가능(시리얼 커뮤니케이션 기능)

외부 기기에서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계산기 링크 모듈)

을 경유하여 PLC CPU에 액세스할 때 사용하는 프레임(A 호

환 1C 프레임, QnA 호환 3C/4C 프레임)이 올바른 스테이트

먼트 포맷으로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입니다.

디바이스의 읽기/쓰기도 가능하므로, 디바이스의 내용을 외

부 기기에서 간단하게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기능을 사용하면 기존에 실제로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

듈(계산기 링크 모듈)과 외부 기기를 접속하여 확인하던 동

작 상태를, GX Simulator를 사용하여 스테이트먼트 포맷이

나 디바이스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버퍼메모리 저장/읽기 가능(툴 기능)

가상 CPU 내의 디바이스 메모리나 특수 기능 모듈 버퍼메모

리의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에 저

장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디버그 작업 시

5.1.2 MELSEC PLC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GX Simulator

5.1 GX 시리즈

MELSOFT 제품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의 읽기/쓰기

자국 다른국1-1

디바이스 메모리 다른 국 디바이스 설정

네트워크No.
국번

다른국2-1 다른국3-2

시리얼로 접속할 수
있는 외부 기기

프레임 송신

응답

다른 국2-1
D1 변경 패턴 자국

X10의 변경 패턴

다른 국1-2
D0 변경 패턴



■다른 MELSOFT 시리즈와의 연계

●MX 시리즈

PLC 데이터 읽기/쓰기 등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작성 시에

GX Simulator를 가상 PLC로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PC 1대

로 어플리케이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GT 시리즈

GX Simulator, GT Simulator 2 작성한 시퀀스 프로그램

으로 시뮬레이션하여 변화되는 디바이스값을 표시할 수 있

습니다.

GX Simulator의 디바이스값 변경 기능에 의해 디바이스값을

강제적으로 변경하여 화면 표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시퀀스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도 작화 화면

에서 시퀀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디버그할 수 있습니다.

에서

기능

GX Simulator가 지원하는 기능을 설명합니다.

GX Simulator에는 GX Simulator의 메뉴에서 실행하는 기능과 GX Developer의 메뉴에서 실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GX Developer의 메뉴에서 실행하는 기능은 GX Simulator와 조합하였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GX Simulator가 지원하는 기능

5.1.2 MELSEC PLC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GX Simulator

5.1 GX 시리즈

기 능 내 용

GX Developer의 메뉴에서

실행하는 기능

래더 모니터,

디바이스 모니터
ㆍGX Simulator의 연산 처리 상태를 모니터하는 기능

디바이스 테스트 ㆍ모니터 중에 GX Simulator의 디바이스값을 강제적으로 변경하는 기능

PLC 쓰기 ㆍ파라미터 파일과 프로그램 파일을 GX Simulator에 쓰는 기능

PLC 진단 ㆍGX Simulator 상태, 에러를 확인하는 기능

스킵 운전 ㆍ지정된 범위의 프로그램을 스킵하는(처리하지 않고 건너뛰는) 기능

부분 운전 ㆍ지정된 스텝 또는 포인터의 프로그램을 부분 실행하는 기능

스텝 실행 ㆍ시퀀스 프로그램을 1스텝씩 동작시키는 기능

리모트 조작 ㆍGX Simulator의 실행 상태를 조작하는 기능

프로그램 일람 모니터
ㆍ프로그램의 실행 상태, 실행 횟수를 일람으로 모니터하거나 일람으로 표시하고 있는 프로

그램을 기동/정지하는 기능

GX Simulator의 메뉴에서

실행하는 기능

I/O 시스템 설정 기능 ㆍ간단한 설정만으로 외부 기기의 동작을 시뮬레이션 하는 기능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기능
ㆍ외부 기기에서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계산기 링크 모듈)에 송신하는 프레임의 동작을

확인하는 기능

모니터 테스트 기능

ㆍ디바이스 메모리 상태를 모니터

ㆍ디바이스 ON/OFF 상태의 차트 표시

ㆍ디바이스 강제 ON/OFF, 현재값 변경

등 테스트 기능

디바이스 매니저 기능

ㆍ외부 입력을 예상한 디바이스값의 변경 패턴이나 쓰기 가능 디바이스 범위를 설정하여,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ㆍMELSOFT 제품을 사용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서 다른 국 디바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

록 하는 기능

툴 기능 ㆍ디바이스 메모리/버퍼메모리를 저장 또는 읽거나 옵션을 설정하는 기능

WDT 동급 기능
ㆍ시퀀스 프로그램이 무한 루프로 동작하도록 기술되어 있으면, WDT 에러를 발생시키는 기

능

에러 상세 표시 기능 ㆍ에러가 발생하였을 때 상세한 에러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

미지원 명령

일람 표시 기능

ㆍ시퀀스 프로그램에 GX Simulator에서 지원하지 않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을 때, 대상이 되

는 명령을 일람으로 표시하는 기능



동작 환경

*1: 파일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경우, 파일 레지스터 1개의 파일에 대해 1MB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용 시는 본 제품을 인스톨한 드라이브
사용 가능 용량을 확인하십시오.

의

*2: Windows XP Professional 및 Windows XP Home Edition 사용 시는 큰 글꼴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MELSOFT 제품과의 조합

GX Simulator Version7과 MELSOFT 제품과의 버전의 조합에 대해 나타냅니다.

(1) GX Simulator Version7은 GX Developer의 모든 버전에서 동작합니다.

(2) GX Simulator Version7에서 추가된 기능(디바이스 매니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GX

Simulator Version7에 대응하는 MELSOFT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5.1.2 MELSEC PLC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GX Simulator

5.1 GX 시리즈

컴퓨터 본체 Windows 가 동작하는 PC®

CPU
아래 표의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참조

필요 메모리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 용량 70MB 이상*1

디스크 드라이브 CD-ROM 디스크 드라이브.

디스플레이 해상도 800×600도트 이상 *2

기본 소프트웨어

기본 소프트웨어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CPU 필요 메모리

이상

「XP호환 모드」 및 「사용자의 간이

전환」은 지원되지 않음

내 용항 목

GX Developer

또는
GT Simulator

(별매)

GX Simulator

(본 제품)

PC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개요

GX Explorer Version2(이하, GX Explorer로 줄여서 표현)는

PLC 시스템의 메인터넌스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메인터넌

스 전용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다양한 메인터넌스 기능

생산 현장의 PLC 시스템에 접속하고 동작 상태를 항시 감시

하여, 고장 발생 시는 알람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 모니터, 동작 해석, 프로그램 변경(PLC 쓰기)

등 고장 원인의 조사는 물론 복구라고 하는 트러블 슈팅까지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접속 경로

각종 네트워크에 대응하여 다양한 통신 경로를 이용하여 생

산 현장의 PLC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경유

하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도 마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메인터넌스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경유하여 접속하는 경우, 서버로서 GX

RemoteService-I Version2를 인스톨한 PC 또는 web 서버

모듈(QJ71WS96)이 필요합니다.)

특징

■보기 쉬워진 디바이스 모니터

■고장을 통지하는 진단 기능

~알람 상태 상세 표시~

■편리한 프로젝트 관리

~간편한 조작으로 PLC 읽기/PLC 쓰기~

■원격지에서의 메인터넌스

~인터넷, 인트라넷 경유로 PLC CPU에 액세스 가

능~

5.1.2 MELSEC PLC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GX Simulator

5.1 GX 시리즈

상 태 감 시

가동 상태

데이터 수집 예방 보전

리모트 메인터넌스

생산 현장

ㆍ알람 통지

트러블 슈팅

경보

조사ㆍ확인복구

ㆍ진단
ㆍ모니터
ㆍ동작 해석

수 리

ㆍ프로그램 변경
ㆍ디바이스 데이터 갱신
ㆍ모듈 교체

알람 통지 기능으로…

◎ 알람 상태를 상세하게 알려 주므로 에러 원인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에러의 원인을

바로 확인한다!

에러 진단 화면

동작 해석 화면

드래그＆드롭으로…

◎ 의 PLC CPU에 대해 에 프로그램을 읽기/쓰기할 수 있다.복수국 동시

조작이 간단!

리모트 메인터넌스로…

◎ 인터넷, 인트라넷을 경유하여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감시/메인터넌스 가능!

서버 *1

*1: GX RemoteService-I Version2의
MELSOFT 접속 기능을 사용합니다.

~복수 PLC CPU를 동시에 모니터~

공정 C

포장

공정 B

가공

공정 A

반입

일괄로 표시할 수
있어 편리하다!

◎ 모니터하고자 하는 디바이스는 한 번만 설정하면
몇 번이라도 읽고 사용할 수 있다.

등록 상태 저장

디바이스 모니터 화면

디바이스 모니터로…

◎ 각 공정의 디바이스를 정리하여 모니터 가능.

각 공정을 정리하여 모니터

드래그＆드롭

복수 프로그램의 일괄 읽기/쓰기

에러 발생 위치, 원인을 메시지로 표시



5.1.3 메인터넌스 툴：
GX Explorer

■프로그램의 동작을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

타이밍 차트/래더 모니터를 사용하여 비트 디바이스의 ON/

OFF나 워드 디바이스값의 변경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 차트 화면]

[래더 모니터 화면]

화면을 분할하거나 별도의 윈도우를 표시하여 동일한 프로그램을

여러 위치에서 모니터 가능

■프로젝트의 백업, 복구 가능

지정 데이터를 드래그＆드롭하여 간단하게 백업, 복구(복

원)할 수 있습니다.

■FTP에 의한 파일 전송 가능

인트라넷을 경유하여 PC ↔ PLC 사이에 FTP 파일을 전송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편리 기능

~자유롭게 사용자 정의가 가능합니다∼

GX Explorer를 사용자 정의하여 사용하기에 편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 메뉴

빈번하게 사용하는 기능을 간단한 대화상자로 표시할 수 있

으므로, 도구모음을 사용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접속 상대 이름

접속하는 PLC CPU와 접속 경로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으므로, 접속 상대 이름을 지정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접속

상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접속 상대 이름]

●액세스 데이터명

모니터하고자 하는 디바이스를 그룹화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으므로, 「디바이스 모니터」, 「타이밍 차트」

설정 시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데이터명]

●사용자 설정명

한 번 설정된 조작 환경을

.

저장되어 있는 환경은 저장 시 사용된 이름을 지정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조작 환경을 다른 이

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사용 가능 디바이스

확장 파일 레지스터 및 모든 PLC CPU 타입의 버퍼메모리

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 GX Explorer에서 취급할 수 있는 확장 파일 레지스터와 버퍼
모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GX Explorer의 오퍼레이팅 매뉴

참조하십시오.

메
얼

을

5.1 GX 시리즈



■네트워크 구성 분석 지정

네트워크 구성 분석 지정에서는 네트워크 구성을 분석하는 접속국까지의 정보를 설정합니다.

접속 상대 지정에서는 액세스하는 PLC CPU 까지의 접속 경로의 정보를 설정합니다.

●네트워크 구성 정보 표시/조작 가능 범위

네트워크 구성 정보로 표시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범위와 주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3)에서 설명하는 접속국까지의 네트워크 및 경유 네트워크 1, 2는 다음 범위를 나타냅니다.

(1) 접속국이 QCPU(Q 모드)일 때

*1 : 루틴 파라미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7개의 중계국에 8개의 네트워크까지 구성 가능

루틴 파라미터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접속국 네트워크만 구성 가능
접속국이 리모트 I/O국인 경우, 1개의 게이트에 2개의 네트워크까지 구성 가능

*2 : 접속국 및 중계 국이 QCPU 마스터국일 때

5.1.3 메인터넌스 툴：
GX Explorer

5.1 GX 시리즈

MELSECNET/H 보드
MELSECNET/10 보드
CC-Link 보드
Ethernet 보드

접속국까지의 네트워크

시리얼/USB
접속국

경유 네트워크 1

경유 네트워크 2

접속 상대 지정의

PC측 I/F
접속국까지의

네트워크
경유 네트워크 1 경유 네트워크 2

네트워크 구성 정보에서의 표시와 조작

QCPU

(Q 모드)
QnACPU

ACPU

QCPU

(A 모드)

시리얼/USB

MELSECNET/H 보드

MELSECNET/10 보드

CC-Link 보드

Ethernet 보드

○：표시/조작 가능

─：표시/조작 불가능



(2) 접속국이 QnACPU일 때

ㆍMELSECNET/HㆍMELSECNET/10(Ethernet 포함)의 루틴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네트워크 시스템의 사양 내에서 다른 국 PLC에 액세

스할 수 있습니다.

ㆍFX CPU는 접속국만 분석할 수 있습니다.

GX Explorer에서는 FX0S가 FX0N으로 표시됩니다.
ㆍ구버전과 호환성이 없으므로 구버전으로 네트워크 구성 정보는 읽을 수 없습니다.저장된

ㆍ네트워크 구성 정보의 표시 범위와 접속 상대 이름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릅니다. 네트워크 구성 정보의 표시 범위를 벗어나는

PLC CPU는 접속 상대 이름을 설정해 두고 각 기능의 접속 상대 이름 항목에서 선택하여 조작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성

도구모음의 [윈도우]-[PLC 윈도우 열기]를 선택하면 PLC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네트워크 구성 정보의 갱신 확인 대화상자 표시 후 PLC의

네트워크 구성 화면이 표시됩니다.

PLC 표시 항목에는 접속국과 MELSECNET/H,

MELSECNET/10, CC-Link에 접속된 국 명칭이 트리 구조

로 표시됩니다.

국 명칭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예) MELSECNET/H, MELSECNET/10의 국이 CC-Link인

경우, PLC 타입, 마스터국이 장착되어 있는 국의

MELSECNET/H, MELSECNET/10 네트워크No.와 국번,

CC-Link의 국 종류 및 국번이 표시됩니다.

5.1.3 메인터넌스 툴：
GX Explorer

5.1 GX 시리즈

*1 : 루틴 파라미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7개의 중계국에 8개의 네트워크까지 구성 가능
루틴 파라미터가 설정되어 있지 경우에는 접속국 네트워크만 구성 가능

*2 : 접속국만 표시/조작 가능

(3) 접속국이 ACPU, QCPU(A 모드)일 때

*1 : 루틴 파라미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7개의 중계국에 8개의 네트워크까지 구성 가능

루틴 파라미터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접속국 네트워크만 구성 가능

시리얼

MELSECNET/H 보드

MELSECNET/10 보드

CC-Link 보드

Ethernet 보드

○：표시/조작 가능

─：표시/조작 불가능

※ ：표시 가능, 조작 금지

시리얼

MELSECNET/H 보드

MELSECNET/10 보드

○：표시/조작 가능

─：표시/조작 불가능

접속 상대 지정의

PC측 I/F
접속국까지의

네트워크
경유 네트워크 1 경유 네트워크 2

네트워크 구성 정보에서의 표시와 조작

QCPU

(Q 모드)
QnACPU

ACPU

QCPU

(A 모드)

접속 상대 지정의

PC측 I/F
접속국까지의

네트워크
경유 네트워크 1 경유 네트워크 2

네트워크 구성 정보에서의 표시와 조작

QCPU

(Q 모드)
QnACPU

ACPU

QCPU

(A 모드)

<S>Q00 (No.1 No.2) (1번째) 로컬국 No.1

PLC 타입 MELSECNET/H,
MELSECNET/10
국번

CC-Link국 종류

MELSECNET/H,
MELSECNET/10
네트워크No.

모듈 No. CC-Link 국번

네트워크 구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정된 국

네트워크No.1의 MELSECNET/H,
MELSECNET/10을 표시

MELSECNET/H, MELSECNET/10
(네트워크No.1)의 구성을 표시

네트워크No.1의 일반국(국번2)의
1번째의 CC-Link 모듈을 표시

CC-Link(1번째)의 구성을 표시

포인트



■MELSOFT 접속

MELSOFT를 접속(인터넷ㆍ인트라넷 접속)하여 원격지의 시

스템을 메인터넌스할 수 있습니다.

MELSOFT 접속의 자세한 사항은 5.1.4항의 GX

RemoteService-I를 참조하십시오.

기능

「감시」, 「조사ㆍ확인」, 「복구」에서 사용하는 기능과

사용하면 편리한 기능을 설명합니다.

감시ㆍㆍㆍㆍㆍ알람 통지, 에러 진단 기능 등을 사용하여 시

조사ㆍ확인 ㆍ진단, 모니터, 동작 분석 기능 등을 사용하여ㆍ

시스템 상태를 조사ㆍ확인합니다.

복구ㆍㆍㆍㆍㆍ프로그램 변경(PLC 쓰기), 디바이스 데이터

■감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편리한 기능

■복구(수리)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편리한 기능

■기타 편리 기능

5.1.3 메인터넌스 툴：
GX Explorer

5.1 GX 시리즈

■조사ᆞ확인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편리한 기능

기능 내용

감

시

알람 통지 분석ㆍ진단 결과를 에러 통지, 메일 송신

에러 진단
사용자 정의한 에러 조건에 따라 대상 PLC CPU의

에러 상태 표시

PLC 진단 대상 PLC CPU 진단

동작 분석
대상 PLC CPU의 동작 분석(순서ㆍ횟수ㆍ정상/이상

ㆍ상한값/하한값) 및 분석 상태 표시

조

사

확

인

ㆍ

CPU 상태 모니

터
PLC CPU 동작 상태, 프로그램 일람 표시

디바이스 모니터 복수 PLC CPU의 동시 디바이스 모니터 실행

타이밍 차트 지정 디바이스의 타이밍 차트 표시

트레이스 지정 디바이스의 샘플링 트레이스

래더 모니터 래더 모니터, 디바이스의 ON/OFF 원인 조사

PLC 진단 대상 PLC CPU 진단

네트워크 진단 MELSECNET/H, CC-Link, Ethernet 등 진단

시스템 모니터 시스템 구성, 각 모듈 에러 상태, 이력 표시

알람 통지 분석ㆍ진단 결과를 에러 통지, 메일 송신

에러 진단
사용자가 정의한 에러 조건에 따라 대상 PLC CPU

의 에러 상태 표시

동작 분석
대상 PLC CPU의 동작 분석(순서ㆍ횟수ㆍ정상 이

상ㆍ상한 하한값) 실행 및 분석 상태 표시

디바이스

테스트

지정 디바이스의 디바이스 테스트(복수 디바이스

일괄 테스트)

복구

PLC 읽기, PLC

쓰기

프로젝트 데이터 읽기 쓰기(메인터넌

스)

FTP 사이트
FTP 사이트를 경유하여 프로젝트 데

이터 읽기

온라인

모듈 교환

모듈 이상 발생 시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 모듈 교환

파일

조작

가져오기/

내보내기

액세스 데이터명, 동작 분석명, 에러

진단명 등의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내

보내기한다

프로젝트

조작

FTP 사이트
FTP 사이트로 접속하여 파일을 읽거

나 쓴다

PLC 일괄 조작

접속 상대 이름과 프로젝트명을 대응시

켜 두면, 여러 대의 PLC CPU에 대해서

일괄로 PLC 읽기, PLC 쓰기가 가능하

다

접속 상대

이름과 프로젝트

대응

여러 데이터를 일괄로 PLC 읽기, PLC

쓰기 하는 경우에 설정해 두면 편리

백업 지정된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백업한다

복구 백업 한 프로젝트를 복원한다

백업

정리

백업 한 프로젝트 중에서 지정한 프로

젝트를 삭제한다

대상 설정

네트워크 구성

분석 지정
네트워크를 분석할 접속국을 지정한다

접속 상대 이름
액세스하는 PLC CPU와 경로에 대해

이름을 붙여(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

액세스

데이터명

모니터하고자 하는 디바이스를 그룹화

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

MELSOFT 접속 인터넷ㆍ인트라넷을 설정한다

툴

간편한 메뉴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모아 두어, 1개

의 버튼으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

능

옵션

프로젝트 표시 설정ㆍ네트워크 구성

정보ㆍRUN 쓰기 설정 등 설정된 내용

을 변경한다

보안

설정
부정 액세스를 방지한다

조작 로그
본 패키지 기동 시부터 종료까지의 조

작 이력을 수집하여 저장한다

자동 기동 설정
PC 기동 후 본 패키지를 자동으로 기

동하거나 지정된 기능을 실행한다

기능 내용

기능 내용

기능 내용

스템의 상태를 항상 감시합니다.

쓰기 등을 합니다.



동작 환경

*1 : PC-9800 시리즈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 Windows NT Workstation 4.0, Windows 2000 Professional, Windows XP Professional, Windows XP Home Edition에 GX

Explorer를 인스톨하는 경우, Administrator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 ® ® ® ®

또한, Windows XP Professional, Windows XP Home Edition 시에 GX Explorer를 사용하는 경우, Administrator의 권한이 필요합
다.

® ® 니

5.1.3 메인터넌스 툴：
GX Explorer

5.1 GX 시리즈

컴퓨터 본체 Pentium 200MHz 이상(권장)을 내장한 Windows 가 동작하는 PC® ® *1

필요 메모리 권장 64MB 이상(Windows XP 시는 128MB 이상)®

사용 가능 하드 디스크

용량

인스톨 시 130MB 이상

동작 시 100MB 이상

디스크 드라이브 CD-ROM 디스크 드라이브

디스플레이 해상도 1024×768도트 이상(XGA 이상)

기본 소프트웨어

필요 소프트웨어

(다만 GX

RemoteService-I

Version2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필요)

PC CPU 시

Web 서버

Personal Web Server Version4 이후

Internet Information Server Version5 이후

Peer Web Services Version4 이후

Web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5. 5 이후

Netscape4. 5 이후

이메일 프로그램 범용

Web 모듈 시

Java 실행 환경

(JavaVM)

Microsoft JavaVM

Build 번호 3309 이후

Web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5. 5

Internet Explorer6. 0

이메일 프로그램 범용

항 목 내 용



5.1.4 리모트 액세스 툴：

RemoteService-I

개요

GX RemoteService-I Version2(이하, GX RemoteService-I

로 줄여서 표현)는 서버에 인스톨하여, 현장의 PLC CPU와

떨어져 있는 장소에 있는 클라이언트(PC 또는 휴대전화)를

인터넷(또는 인트라넷)을 경유하여 접속하기 위한 소프트웨

어 패키지입니다.

GX RemoteService-I에는 Web 기능과 MELSOFT 접속 기능

이 있으며, PLC CPU의 뛰어난 리모트 메인터넌스 기능을

실현합니다.

ᆞWeb 기능

PLC CPU의 디바이스 상태를 전자 메일로 휴대전화 및 PC

에 통지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및 PC의 Web 브라우저

에서 PLC CPU의 디바이스 상태나 코멘트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ᆞMELSOFT 접속 기능

클라이언트(PC)의 소프트웨어 패키지 에서 인터넷(또는* 1

인트라넷)을 경유하여 PLC CPU와 접속합니다.

클라이언트(PC)와 떨어져 있는 장소에 있는 PLC CPU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

다. * 2

*1 : GX Explorer Version2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오퍼레

이팅 매뉴얼에서 확인하십시오.

5.1 GX 시리즈

ㆍWeb 기능

ㆍMELSOFT 접속 기능

메일이다!
A라인이 고장!

전자 메일에 의한 통지

버튼 1개로 PLC의 디바이스값이나
/태그를 표시코멘트

A라인의 벨트 컨베이어
가 정지되어 있다! 고장
부품을 교환하자!

진단 화면 인터넷
인트라넷

서버
(PC)

GX Explorer Version2 화면 예

서버(PC)에 인스톨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ㆍGX RemoteService-I Version2(본 제품)

Internet Explorer6.0 이후
ㆍWeb 브라우저(Microsoft 에서 제공)®

Web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서버(PC)에 인스톨되어 있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

Personal Web Server 4.0 이후(PWS)：Windows 98용®
ㆍWeb 서버 소프트웨어(Microsoft 에서 제공)®

Internet Information Server 5.0 이후(IIS)：Windows 2000/XP용®

Peer Web Service 4.0 이후：WindowsNT 4.0용



특징

■인터넷ᆞ인트라넷을 경유하여 PLC CPU의 감시ᆞ

진단 가능

I 모드 대응 휴대전화, PC에 의해 PLC CPU 상태를 확인할
수 특히 I 모드 대응 휴대전화는 장소나 시간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쉽게 PLC CPU 진단을 할 수 있으
며, 트리거 조건을 설정하면 전자 메일을 자동 또는 수동으
로 송신할 수 있습니다.

있고,

■기존의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도 본 시스템 도입

가능

본 제품 사용 시 전용 특수 모듈이 필요하지 않으며, I/O 점

수 역시 불필요하므로 파라미터를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폭넓은 동작 환경(인터넷ᆞ인트라넷에 대응)

서버는 Windows PCㆍPC CPU 모듈ㆍWeb 서버 모듈에

대응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는 인터넷ㆍ인트라넷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아날로그ㆍ휴대/PHSㆍDoPaㆍADSLㆍLAN에 접속할

수 있어, 사용자가 최적의 시스템을 용이하게 기존 시스템에

추가하거나 새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와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MELSOFT 접속 기능에 의한 리모트 메인터넌스

서버 측에 GX RemoteService-I를 인스톨하여 MELSOFT

접속 기능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를 인스톨한 PC(클라

이언트)에서 인터넷ㆍ인트라넷을 경유하여 PLC CPU에 리

모트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1

*1 : GX Explorer Version2 등.

■보안 기능으로 부정 액세스 방지

클라이언트와 서버 접속 시 사용자명과 패스워드의 인증 기

능에 의해 서버에 부정하게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모든 CPU 시리즈에 대응 *2

GX Developer가 지원하는 모든 CPU 시리즈ㆍCPU 타입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2 : 일부 생산 중지 기종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GX
RemoteService-I 오퍼레이팅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자동 운전ᆞ수동 운전

GX RemoteService-I는 자동 운전 모드/수동 운전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운전 모드/수동 운전 모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PLC CPU에 서버(PC)를 항상 접속하여 감시하는 경우

(자동 운전 모드)

GX RemoteService-I가 PLC CPU의 디바이스를 항상 감시

합니다.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면 GX RemoteService-I가 I 모드 대

응 휴대전화에 전자 메일로 이상을 알립니다.

(시스템의 이상을 통지하는 전자 메일 송신 트리거 조건은

서버(PC)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이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A/S 담당자에게 에러 내용

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이상을 판단하여 A/S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경

우(수동 운전 모드)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면 보전 담당(작업자)의 판단으로

A/S 담당자에게 이상 상태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A/S 담당자가 PLC CPU를 원격지에서 진단하므로 더욱 자

세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5.1.4 리모트 액세스 툴：

RemoteService-I

5.1 GX 시리즈

인터넷
인트라넷

아날로그

휴대/PHS

DoPa

ADSL

LAN

서버(PC)

PC CPU 모듈

Web 서버(모듈 QJ71WS96)

버튼 1개로 PLC의 디바이스
값이나 코멘트/태그를 표시

이상을 전자
메일로 통지

인터넷

인트라넷

코멘트 첨부 디바이스로
시스템 진단 가능

A라인의 벨트
컨베이어 정지!

A/S 담당자

버튼 1개로 PLC의 디바이스
값이나 코멘트/태그를 표시

A라인의 벨트
컨베이어 정지!

A/S 담당자

인터넷

인트라넷

작업자가 A/S
담당자에게 전자
메일을 발신

작업자

GX Explorer Version2의 화면 예

인터넷

인트라넷

GX Explorer Version2

설치된 PC(클라이언트)

GX RemoteService-I Version2

설치된 서버(PC)



기능

서버(PC) 및 I 모드 대응 휴대전화에 설정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버(PC) 기능 일람

서버(PC)에 설정/조작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5.1.4 리모트 액세스 툴：

RemoteService-I

5.1 GX 시리즈

■I 모드 대응 휴대전화 기능 일람

●모니터 기능

I 모드 대응 휴대전화에서 설정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모드 대응 휴대전화 회선 설정

I 모드 대응 휴대전화에서 서버(PC)의 회선을 차단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명 내 용

설정/조작 여부

Web 기능

사용 시

MELSOFT

접속 시

동작 모드 자동 운전 모드, 수동 운전 모드를 설정한다.

자동 운전 시작 자동 운전 모드 시 디바이스 감시를 시작한다.

다이얼 호출 다이얼 호출하여 인터넷에 접속한다.

URL 복사 서버(PC)의 URL을 복사한다.

전자 메일 송신 GX RemoteService-I로 작성한 전자 메일을 송신한다.

제품 정보 제품의 버전 등을 표시한다.

보안 설정 서버 액세스 시의 보안을 설정한다.

전자 메일 설정
전자 메일을 설정(메일 서버, 어카운트명 등)하고 수동 운전 모드 시의

메시지를 작성한다.

네트워크 설정
접속 형식, MELSOFT 접속용 HTTP 포트 번호, Web 기능용 HTTP 포트 번호를

설정한다.

PLC 타입 선택 I 모드 대응 휴대전화로 모니터할 PLC CPU의 PLC 타입을 선택한다.

접속 상대 지정 I 모드 대응 휴대전화로 모니터할 PLC CPU의 경로를 선택한다.

디바이스 범위 설정 I 모드 대응 휴대전화로 모니터 디바이스를 설정한다.

태그 설정 읽고자 하는 디바이스를 태그로 취급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자동 운전 설정 자동 운전 모드로 감시하는 디바이스를 설정한다.

디바이스 표시 형식 설정 I 모드 대응 휴대전화에 표시할 화면 형식을 설정한다.

○：설정/조작이 필요합니다.

×：설정/조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설정/조작하십시오.

－：해당 기능의 관계없이 조작할 수 있습니다.사용 여부에

태그 표시 서버(PC)에 설정되어 있는 태그를 원샷 모니터한다.

접속 상대 지정 PLC 시리즈, PC측 I/F, PC측 I/F, 다른 국 지정 등을 설정한다.

디바이스 표시

디바이스 범위 설정 모니터 디바이스를 설정한다.

디바이스 코멘트 검색 디바이스 코멘트를 검색한다.

워드다점 10진 디바이스를 워드다점 10진수로 표시한다.

워드다점 16진 디바이스를 워드다점 16진수로 표시한다.

비트다점 디바이스를 비트다점으로 표시한다.

코멘트 부착 10진 디바이스를 코멘트 부착 10진수로 표시한다.

코멘트 부착 16진 디바이스를 코멘트 부착 16진수로 표시한다.

코멘트 부착 2진 디바이스를 코멘트 부착 2진수로 표시한다.

서버의 회선 차단 타이머 서버(PC)의 회선 차단 타이머를 설정한다.

서버의 다이얼 호출 차단 서버(PC)의 회선을 차단한다.

기능명 내 용

기능명 내 용



서버(PC)의 접속 구성

GX RemoteService-I를 사용하는 서버와 네트워크의 접속 형식을 설명합니다.

서버(PC)의 구성 기기 및 I 모드 대응 휴대전화의 구성 기기는 GX RemoteService-I 오퍼레이팅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5.1.4 리모트 액세스 툴：

RemoteService-I

5.1 GX 시리즈

접속 형식 구성 기기

서버의

IP 어드레스

자동 수집

서버의 IP 어드레스의 추가 사항

아날로그

서버 ↔ 아날로그 모뎀 가능

서버 ↔ 광대역 라우터 아날로그 모뎀 일부 가능

서버 ↔ 다이얼 호출 라우터 일부 가능

휴대 /PHS 서버 ↔ 휴대/PHS 모뎀＋휴대전화 /PHS 가능

DoPa 서버 ↔ DoPa 단말기 가능

ADSL

서버 ↔ 브리지 타입 ADSL 모뎀 가능

서버 ↔ 광대역 라우터 브리지 타입 ADSL 모뎀 일부 가능

서버 ↔ 라우터 타입 ADSL 모뎀 일부 가능

LAN 서버 ↔ LAN 케이블(트위스트 페어) 가능

UPnP 대응 라우터만 IP 어드레스의 자동 수집

이 가능하며, 가변 IP 어드레스ㆍ고정 IP 어드

레스도 지원합니다.

UPnP에 대응하지 않는 라우터를 사용하는 경

우 고정 IP 어드레스만 지원합니다.

UPnP 대응 라우터만 IP 어드레스의 자동 수집

이 가능하며, 가변 IP 어드레스ㆍ고정 IP 어드

레스도 지원합니다.

UPnP에 대응하지 않는 라우터를 사용하는 경

우 고정 IP 어드레스만 지원합니다.

I 모드 대응 휴대전화

휴대전화

PC

인터넷
인트라넷

서버(PC)

서버(PC)는 다음과 같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1. 프로바이더의 계약.

2. 서버(PC)에 인스톨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1) GX RemoteService-I Version2(본 제품)
(2) Web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6.0 이후
3. Web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서버(PC)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
(1) Web 서버 소프트웨어

Personal Web Server4.0 이후(PWS)  ：Windows 98®

Peer Web Service4.0 이후      ：Windows NT 4.0® ®

Internet Infomation Server5.0 이후(IIS)：Windows 2000/XP®



■접속 기기 구성

●GX RemoteService-I를 사용하는 서버와 네트워크를 접속하기 위한 접속 기기

●프로바이더와의 계약

프로바이더와 계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십시

오.

광통신 대응 프로바이더에 대한 광통신의 지원 범위는 다음

과 같습니다.

(1) 일본 내

(a) 회선 단말 장치

NTT 지역 회사가 제공하는 권장 회선 단말 장치만

지원합니다.

(2) 일본 외

(a) 프로바이더

PPPoE(RFC2516 규격) 대응 프로바이더만 지원합

니다.

(b) 회선 단말 장치

각 대응 프로바이더의 권장 회선 단말 장치만 지원

합니다.

ADSL 대응 프로바이더에 대한 ADSL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내

(a) 프로바이더

PPPoA(RFC2364 규격), PPPoE(RFC2516 규격)

대응 프로바이더만 지원합니다.

(b) ADSL 모뎀

G.992.1/G. 992.2 AnnexC 규격에 준하는 ADSL

모뎀만 지원합니다.(기본적으로 접속 프로바이더

권장품으로 제한합니다.)

(2) 일본 외

(a) 프로바이더

PPPoA(RFC2364 규격), PPPoE(RFC2516 규격)

대응 프로바이더만 지원합니다.

(b) ADSL 모뎀

G.992.1/G. 992.2 AnnexA 규격에 준하는 ADSL

모뎀만 지원합니다.

5.1.4 리모트 액세스 툴：

RemoteService-I

5.1 GX 시리즈

접속 형식 접속 기기 접속 방법 비고

아날로그 회선

아날로그 모뎀

ㆍHayes AT 커맨드 대응 제품

ㆍDR(DSR) 신호만 단독으로 ON할 수 있을 것

ㆍQJ71WS96의 RS-232 전송 사양에 대응할 것

다이얼 호출

접속

RS-232C로 접속

(RS-232C 규격 대응 제품)

휴대망

PHS망

휴대 모뎀

PHS 모뎀

다이얼 호출

접속

RS-232C로 접속

(RS-232C 규격 대응 제품)

PCMCIA 카드로 접속

USB로 접속

DoPa

DoPa 단말

ㆍ통신 방식：PDC800MHz, 싱글 패킷 방식 9600bp에

대응할 것

ㆍDR(DSR) 신호만 단독으로 ON할 수 있을 것

ㆍQJ71WS96의 RS-232 전송 사양에 대응할 것

다이얼 호출

접속

RS-232C로 접속

(RS-232C 규격 대응 제품)

ADSL

ADSL 모뎀

ㆍ통신 방식：PPPoA(RFC2364 규격), PPPoE(RFC2516 규격)에

대응할 것

ㆍ통신 규격

일본 ：G.992.1/G992.2 규격 대응 제품으로 AnnexC 규격에

대응할 것

일본 외：G.992.1/G992.2 규격 대응 제품으로 AnnexA 규격에

대응할 것

(대응하는 프로바이더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상시 접속

LAN 케이블(트위스트 페어)로 접속

IEEE802.3, 10BASE-T/100BASE-TX 규격

대응 제품

ㆍ10Mbps 시

UTP 케이블(카테고리 5),

STP 케이블(카테고리 5)

ㆍ100Mbps 시

UTP 케이블(카테고리 3 이상),

STP 케이블(카테고리 3 이상)

LAN LAN 케이블(트위스트 페어) LAN 접속



동작 환경

■서버(PC)

서버는 프로바이더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PC용 동작 환경

* 1 : Windows Me, Windows XP HomeEdition은 Web 서버가 동작하지 않으므로 본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2 : WindowsNT Workstation4.0, Windows 2000 Professional, Windows XP Professional에 GX RemoteService-I를 인스톨하는 경
우 Administrator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 ® ®

또한, Windows XP Professional에서 GX RemoteService-I를 사용하는 경우 Administrator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PC CPU 모듈용 동작 환경

5.1.4 리모트 액세스 툴：

RemoteService-I

5.1 GX 시리즈

컴퓨터 본체

Pentium 200MHz 이상(권장)이 탑재된 Windows 가 동작하는 PC/AT 호환 PC® ®

다만 Windows XP Professional 시는 Pentium 300MHz 이상(권장)®

필요 메모리
64MB 이상

다만 Windows XP Professional 시는 128MB 이상®

하드 디스크 용량
인스톨 시 100MB 이상

동작 시 100MB 이상

디스크 드라이브 CD-ROM 디스크 드라이브

디스플레이 해상도 1024×768 이상(XGA 이상)

기본 소프트웨어(OS)*1

Web 기능 대응

MELSOFT 접속 기능 대응

Web 브라우저 Microsoft Internet Explorer 6.0 이후®

모듈 PPC-CPU686(MS)

하드 디스크 용량
인스톨 시 100MB 이상

동작 시 100MB 이상

디스크 드라이브 CD-ROM 디스크 드라이브(PPC-CDD-01)

디스플레이 해상도 1024×768 이상(XGA 이상)

기본 소프트웨어(OS)

Web 브라우저 Microsoft Internet Explorer 6.0 이후®

항 목 내 용

항 목 내 용



●Web 서버 모듈용 동작 환경

콤팩트 플래시 카드로 GX RemoteService-I Version2를 인

스톨 후 Web 서버 모듈에 장착하여 사용하십시오.

Web 서버 모듈은 시리얼 번호 상위 5자리가 05112 이후인

제품만 사용 가능합니다.

Web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Web 서버 소프트웨어가 설치되

어 있어야 합니다.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OS)에 따라 Web

서버 소프트웨어가 다르므로 주의하십시오.

당사가 동작을 확인한 Web 서버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상기 이외의 Web 서버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ㆍWindows 98, Windows 2000, Windows XP는 기본 소프트

웨어(OS) 인스톨 시에 셋업합니다.

® ® ®

ㆍWindowsNT 4.0은 Service Pack3 이상과 Option Pack 인스®

톨 시에 셋업합니다.(WindowsNT 4.0 Service Pack3 이상과®

Option Pack은 Microsoft Corporation의 홈® 페이지에서 다운

로드하거나 CD-ROM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ㆍ서버 소프트웨어의 인스톨 방법 등에 대해서는 Windows 의 도

움말을 참조하십시오.

®

■I 모드 대응 휴대전화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필요한 환경이 다릅니다.

5.1.4 리모트 액세스 툴：

RemoteService-I

5.1 GX 시리즈

모듈 QJ71WS96

콤팩트 플래시 카드 64MB 이상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 OS 인스톨하는 소프트웨어

Microsoft Windows 98® ®
Personal Web Server Version

4.0 이후

Microsoft WindowsNT® ®

Workstation 4.0

Peer Web Service Version 4.0

이후

Microsoft Windows 2000® ®

Professional

Microsoft Windows XP® ®

Professional

Internet Information Server

Version 5.0 이후

사용하는 기기 내 용

휴대전화를 사용

하는 경우

I 모드 대응 휴대전화(NTT DoCoMo, Inc.)

또한, EZweb에 대응하는 휴대전화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 가

능한 PC를 사용하

는 경우

Web 브라우저가 인스톨되어 있는 PC

(Microsoft Corporation제 Internet Explorer5.5

이후 제품 또는 Netscape Communication

Corporation Netscape Communicatior4.5 이후

제품)

®

항 목 내 용

중 요



5.1.5 Excel/텍스트용 데이터 컨버터：

GX Converter

개요

GX Converter Version2(이하, GX Converter로 줄여서 표현)

는 텍스트ㆍCSV 형식의 데이터를 GX Developer에서 사용

가능한 명령 리스트ㆍ디바이스 코멘트ㆍ디바이스 메모리로

변환하거나, 명령 리스트ㆍ디바이스 코멘트ㆍ디바이스 메모

리ㆍ회로 등을 텍스트ㆍCSV 형식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

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특징

■GX Developer, Microsoft Word, Microsoft

Excel을 모두 변환할 수 있습니다.

® ®

GX Developer, Word, Excel에 애드 인 되므로, GX

Developer, Word, Excel을 같이 열어 놓은 상태에서 데이터

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파일 단위로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프트웨어와 GX Developer 간에 파일 단위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GX Developer 형식 데이터 → 텍스트ㆍCSV 형식 데이터

텍스트ㆍCSV 형식 데이터 → GX Developer 형식 데이터

텍스트 형식 데이터 → Word 데이터

CSV 형식 데이터 → Excel 데이터

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프트웨어로 시퀀스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습니다.

있

텍스트ㆍCSV 형식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GX Converter를

사용하여 리스트 명령으로 변환하면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변환 기능

GX Converter를 사용하여 변환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5.1 GX 시리즈

GX Developer 형식 파일

텍스트 형식
파일

CSV 형식
파일

Word 형식
파일

Excel 형식
파일

텍스트 형식 프로그램 작성

CSV 형식 프로그램 작성

GX Converter(GX Developer 애드 인 소프트웨어)

명령 리스트 디바이스 코멘트 디바이스 메모리 래더 그림

PLC 파라미터
디바이스 사용 리스트
접점 코일 사용 리스트

ㆍ텍스트 파일
ㆍCSV 파일

ㆍ텍스트 파일
ㆍCSV 파일

ㆍ텍스트 파일
ㆍCSV 파일

ㆍ텍스트 파일
ㆍ텍스트 파일
ㆍCSV 파일

GX Converter(Microsoft Word/Microsoft Excel 애드 인 소프트웨어)® ® *1

텍스트
파일
만

CSV
파일
만

CSV
파일
만

CSV
파일
만

Word 파일 Excel 파일 Excel 파일 Word 파일 Excel 파일

GX Developer(SW3D5C-GPPW 이후 제품)에서 대응 GX Developer Version 6.01B 이후의 제품에서 대응

* 1 Word, Excel의 애드 인을 등록하십시오.

GX Converter
(Excel 애드 인)

GX Converter
(GX Developer 애드 인)

GX Converter
(Word 애드 인)



동작 환경

*1 : GX Converter는 GX Developer(SW0D5-GPPW, SW1D5-GPPW, SW2D5-GPPW)에 인스톨할 수 없습니다. 이미 GX Converter가 GX
Developer(SW3D5C-GPPW 이후 제품)에 인스톨되어 있는 환경에 GX Developer(SW2D5C-GPPW 이전 제품)의 버전(SW0D5-
GPPW, SW1D5-GPPW, SW2D5-GPPW)을 재인스톨하면 GX Converter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2 : 동일 언어의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인스톨하십시오.
일본어판 이외의 GX Developer에 GX Converter(일본어판)는 인스톨할 수 없습니다.

*3：텍스트ㆍCSV 형식의 파일을 읽을 때 Windows 의 템퍼러리 드라이브에서 읽을 파일의 2배 이상의 사용 가능 용량이 필요합니다.®

*4：Windows XP Professional 및 Windows XP Home Edition 사용 시는 큰 글꼴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5：Office 95, Office 97, Office 2000, Office XP의 Word, Excel도 포함됩니다.

*6：Word 2000을 Windows 95에서 사용하는 경우, 글자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7：본 제품 이외의 애드 인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시작 시에 본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애드 인을 등록하십시오.

*8：「Office 2000 English User Interface Pack」 및 「Office XP English User Interface Pack」를 적용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5.1.5 Excel/텍스트용 데이터 컨버터：

GX Converter

5.1 GX 시리즈

인스톨(애드 인)* *1, 2 GX Developer(SW3D5C-GPPW 이후 제품)에 애드 인

컴퓨터 본체 Windows 가 동작하는 PC®

CPU
아래 표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참조

필요 메모리

사용

가능

용량

인스톨 시(HD)

(Word/Excel 애드 인 소프트웨어

제외)

25MB 이상

실행 시(가상 메모리) *3 10MB 이상

디스크 드라이브 CD-ROM 디스크 드라이브

디스플레이 해상도 800×600도트 이상 *4

기본 소프트웨어

Microsoft Word(Word 애드 인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는 경우)* *5, 7

Microsoft Excel(Excel 애드 인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는 경우)*5

기본 소프트웨어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CPU 필요 메모리

이상

「XP호환 모드」 및 「사용자 간이

전환」 기능은 지원되지 않음

항 목 내 용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5.2 PX 시리즈
5.2.1 PX Developer의 개요

개요

PX Developer는 사용자가 CPU 모듈의 DDC 처리를 지원하

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PX Developer에는 FBD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래밍 툴과, 태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DDC 처리를 모니터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 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BD：Function Block Diagram의 약어.
DDC：Direct Digital Control의 약어.

(1) 프로그래밍 툴

프로그래밍 툴은 FBD 언어에 의한 프로그래밍(FBD 프

로그램 편집 기능), FBD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래

더 프로그램으로 변환(컴파일 기능)하거나 모니터 및 디

버그할 수 있습니다.

＜PX Developer 프로그래밍 툴＞

PX Developer의 프로그래밍 툴을 사용하려면 GX

Developer가 필요합니다.

접속하는 CPU 모듈에 따라 사용하는 GX Developer와 PX

Developer 버전의 조합이 다르므로 주의하십시오.

프로그래밍 툴에는 다음의 모드가 있습니다.

ㆍ편집 모드

ㆍ모니터 모드

(2) 모니터 툴

모니터 툴에서는 CPU 모듈에서 실행 중인 DDC 처리를

감시하거나 제어(DDC 모니터 기능)할 수 있습니다.

＜PX Developer 모니터 툴＞

모니터 툴은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툴을 이용하여 태그 FB라

고 하는 형식으로 DDC 처리를 감시ㆍ제어합니다.

태그 FB의 내부에는 「태그 데이터」라고 불리는 데이터 영

역이 있습니다. 이 태그 데이터는 PLC 디바이스상에 배치되

어, 해당 태그 FB를 포함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DDC

처리의 논리 상태가 수시로 반영되며, 태그 데이터에 포함되

어 있는 파라미터에 의해 DDC 처리의 논리 자체가 제어됩니

다.

모니터 툴은 CPU 모듈과 통신하여 이 태그 데이터를 감시ㆍ

제어합니다. 각종 모니터 화면에서는 태그 데이터를 읽은 내

용이 표시되는데 사용자는 이 태그 데이터에 값을 쓸 수 있

습니다.

또한, 모니터 툴은 사용자가 Microsoft Visual Basic 에서

임의의 사용자 그래픽 화면(사용자 감시 화면)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태그 데이터 내의 임의의 값을 수집하거나 설정

하는 ActiveX 컨트롤 및 페이스 플레이트를 표시할 수 있습

니다.

ActiveX 컨트롤을 이용하여 작성한 사용자 그래픽 화면은

모니터 툴의 버튼을 클릭하여 쉽게 열 수 있습니다.

® ®

접속 CPU GX Developer PX Developer

프로세스 CPU Version 7.12N 이후 제품 Version 1.00 A 이후 제품

이중화 CPU Version 8.17T 이후 제품 Version 1.05F 이후 제품

CPU 모듈

태그 FB

PLC 디바이스
(R디바이스)

모니터 툴은 태그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CPU 모듈에서의 DDC 처리를 감시ㆍ제어한다

디바이스 읽기
디바이스 쓰기

태그 데이터

모니터 툴

각종 모니터
기능

PC

태그 데이터를 사용한 모니터



5.2.2 PX Developer 프로그래밍 툴

특징

■FB를 배치 및 결선만 작성되는 간편한 프로그

래밍

하면

래더 프로그램으로 기술하면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DDC

처리를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국제표준규격 IEC61131-3 대

응 FBD 언어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작성 작업 시

간, 비용, 계장 시스템 기동 기간 등이 절감됩니다.

■래더 프로그램과 조합

시퀀스 제어와 루프 제어를 조합하는 배치 시스템 등을 사용

할 때, 하나의 CPU 모듈 내에 시퀀스 제어를 담당하는 래더

프로그램과 루프 제어를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는 FBD 프로

그램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그 FB에 의한 DDC 처리 작성 시간 단축

CPU 모듈의 계장 제어 전용 명령과 태그 데이터를 조합한

응용 루프 처리용 FB(태그 FB)를 제공함으로써 DDC 처리

의 작성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듈에 액세스 시 FB 처리로 액세스 프로그램의 작

업 시간 단축

CPU 모듈이 사용하는 Q 시리즈 입출력 모듈, 아날로그 모

듈 액세스용 FB(모듈 FB)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입출력 액세

스용 래더 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바이스 번호(물리 어드레스)의 자동 할당

PLC 디바이스를 신경쓰지 않고 FBD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으며, FBD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PLC 디바이스를 자동

할당하여 번거로운 디바이스 할당 작업을 생략할 수 있습니

다.

■프로그램 변경 시 다른 처리에 대한 영향을 쉽게

인

확

프로그래밍 툴에서는 FBD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종 변수를 일람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크로스 레퍼런스

기능)

따라서 FBD 프로그램 변경 시 관계하는 변수를 추적하여,

다른 처리에 대한 영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 표시 기능에 의해 지정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변수를 일람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FBD 프로그램 변경

시의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중화 시스템 대응

이중화 CPU를 이용한 이중화 시스템에 대응하도록 프로그

래밍할 수 있으며, PLC 타입 변경 기능을 사용하여 기존의

프로세스 CPU용 프로젝트를 이중화 CPU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

■프로젝트에 의한 프로그램 디바이스 관리

프로그래밍 툴로 작성한 프로그램이나 파라미터, 사용자가

정의한 FB 부품 등은 프로젝트로 관리되므로 쉽게 프로그램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FBD 언어에 의한 프로그래밍

IEC61131-3에 준하는 FBD 언어를 사용하여 부품을 배치

및 결선하면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입력

핀수의 변경(일부 펑션 부품)도 가능합니다.

FBD 부품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어느 한 FBD 부품

을 앞면에 표시하는 등의 편집도 가능합니다.

■크로스 레퍼런스 기능

프로그래밍 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변수의 선언 위치 및

사용 위치를 일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정렬이나 필터(엄

선 표시)와 관계되는 변수를 추적하여 프로그램 변경 시 변

수의 영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FBD 프로그램 변환 기능(컴파일)

프로그래밍 툴로 작성한 FBD 프로그램을 CPU 모듈에서 실

행 가능한 코드(래더 프로그램, PLC 파라미터)로 변환합니

다.

RUN 중 쓰기 컴파일을 사용하면 컴파일 후에 RUN 중 쓰기

가 실행되며, 변환이 완료되기 전에 자동으로 에러를 체크

합니다.

■온라인 기능

프로그래밍 툴과 CPU 모듈 간을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작성

한 프로그램, 로컬 변수, 태그 FB의 입출력값, 글로벌 변수

등의 상태를 실시간에 모니터할 수 있으며, 처리 중에 변수

의 현재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그 FB는 페이스 플레이트를 표시하여 모니터값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FBD 프로그램 업 로드/다운로드

FBD 프로그램의 도형 데이터를 PLC CPU에 저장할 수 있습

니다.

PLC 읽기에 의해 도형 데이터에서 프로젝트를 복원할 수 있

으므로 프로젝트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PC에서도 편집이 가

능합니다.

5.2 PX 시리즈



■진단 기능

작성한 FBD 프로그램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에러가 발견되었을 때는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화면에 표시하며, 표시된 에러 내용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화면을 표시합니다.(다만 FBD 시트 등 편집

화면이나 설정 화면의 정보를 포함한 내용을 선택한 경우에

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프로그램은 물론 CPU 모듈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에러 상태나 에러 발생 이력 등이 표시되므로 에러

발생 시 빠르게 에러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였는지를

화면 구성

(1) 프로그래밍 툴의 메인 윈도우 화면 구성

상기 항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GX Developer와의 관계

프로그래밍 툴에서는 PX Developer 프로젝트에 있는 GX

Developer 프로젝트를 기동하여 사용자가 래더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각종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PX Developer 프로젝트에서의 FBD 프로그램과 사용자가

작성한 래더 프로그램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래더 프로그래밍

(1) FBD 프로그램으로 기술하기 어려운 처리(인터록 처

리 등)를 GX Developer의 래더 프로그램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래더 프로그램을 이하 사용자

로 표현)

래더 프로

그램으로

(2) 프로그래밍 툴의 GX Developer 라벨 할당을 설정하

FBD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글로벌 변수를 GX

Developer의 글로벌 라벨로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여

따라서 사용자 래더 프로그램에서 디바이스를 신경쓰

지 않고 FBD 프로그램의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LC 쓰기

GX Developer에서 작성한 사용자 래더 프로그램이나 파라

미터 등은 프로그래밍 툴의 PLC 쓰기 기능을 사용하여 쓰십

시오.

●GX Developer, PX Developer의 버전

PX Developer의 프로그래밍 툴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GX

Developer가 필요합니다.

접속하는 PLC CPU에 따라 사용하는 GX Developer와 PX

Developer의 버전의 조합이 다르므로 주의하십시오.

5.2.2 PX Developer 프로그래밍 툴

5.2 PX 시리즈

항목 내용

타이틀 바
현재 열려 있는 프로젝트 경로 등이 표시되는 부

분입니다.

메뉴
프로그래밍 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일람이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툴 바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조작(저장, 복사, 붙

여넣기 등)을 메뉴를 열지 않고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프로젝트 윈도우
각종 설정 윈도우나 프로그램/FB 정의 윈도우

등을 여는 경우에 사용하는 윈도우입니다.

FB 속성 윈도우
FB 부품의 공개 변수의 초기값을 설정하는 윈도

우입니다.

전체 그림 윈도우

현재 활성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FB 정의 윈도

우상의 FBD 시트의 전체 그림을 표시하는 윈도

우입니다.

아웃풋 윈도우
에러 체크나 컴파일 등을 실행하였을 때 그 정보

를 표시하는 윈도우입니다.

크로스 레퍼런스

윈도우

프로그래밍 툴에서 사용하는 각종 변수의 선언

위치 및 사용 위치를 표시하는 윈도우입니다.

부품 윈도우
프로그램/FB 정의 윈도우상의 FBD 시트에 붙여

넣을 부품을 일람 표시하는 윈도우입니다.

프로그램/FB 정의

윈도우

FBD 시트에서 프로그램을 편집하거나 로컬 변

수 시트를 표시하는 윈도우입니다.

접속 CPU GX Developer PX Developer

프로세스 CPU Version 7.12N 이후 제품 Version 1.00A 이후 제품

이중화 CPU Version 8.17T 이후 제품 Version 1.05F 이후 제품

타이틀 바 프로그램/FB 정의 윈도우

메뉴

툴 바

프로젝트
윈도우

부품 윈도우

FB 속성
윈도우

전체 그림 윈도우 아웃풋 윈도우 크로스 레퍼런스 윈도우



동작 환경(PX Developer 프로그래밍 툴)

*1 : MELSECNET/10 인터페이스 보드의 드라이버는 대응하지 않으므로, MELSECNET/10 인터페이스 보드를 경유하여 이중화 CPU에 접
속할 수 없습니다.

*2 : Microsoft Windows 98 Operating System Second Edition을 포함합니다.® ®

*3：USB는 Microsoft Windows NT Workstation 4.0 Operating System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신 에러가 됩니다.® ® ®

*4：동일 PC에서 CC-Link Ver. 1 보드와 Ver. 2 보드는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5：FB 속성 페이지의 설명 그림을 표시하는 경우 해상도 1024×768도트 이상이 필요합니다.

*6：최신 버전의 Microsoft Internet Explorer와 Service Pack을 인스톨할 것을 권합니다.®

큰 글꼴(화면 속성의 상세 설정)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8：Pentium 300MHz 이상을 권합니다.®

5.2.2 PX Developer 프로그래밍 툴

5.2 PX 시리즈

*7：멀티 프로세서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본체 Microsoft Windows Operating System이 동작하는 PC/AT 호환기® ®

CPU
아래 표의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참조

필요 메모리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 용량
인스톨 시：하드 디스크 100MB 이상

동작 시 ：가상 메모리 빈 용량 100MB 이상

디스크 드라이브 CD-ROM 디스크 드라이브

디스플레이 해상도 800×600도트(256색) 이상 *5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다음 중에서 선택(필수)

＜시리얼/USB 접속＞

ㆍ시리얼 포트

ㆍUSB 포트

＜네트워크 경유＞

ㆍEthernet 보드

ㆍMELSECNET/10 인터페이스 보드*1

ㆍMELSECNET/H 인터페이스 보드

ㆍCC-Link 보드 *4

포인트 디바이스 2버튼 마우스 또는 호환 포인트 디바이스

기본 소프트웨어*6

ㆍMicrosoft Windows 98 Operating System® ® *2

ㆍMicrosoft Windows Millennium Edition Operating System® ®

ㆍMicrosoft Windows NT Workstation Operating System Version 4.0 Service Pack3 이상® ® ® *3

ㆍMicrosoft Windows 2000 Professional Operating System® ®

ㆍ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Operating System Service Pack1 이상® ®

ㆍMicrosoft Windows XP Home Edition Operating System Service Pack1 이상® ®

필수 소프트웨어 패키지

GX Developer Version 7 (SW7D5C-GPPW Version 7.12N 이후 제품 필요)

다만 도형 데이터의 PLC 쓰기/PLC 읽기를 실행하는 경우 GX Developer Version 8(SW8D5C-GPPW Version

8.03D 이후 제품 필요), 이중화 CPU의 경우 GX Developer Version 8(SW8D5C-GPPW Version 8.17T 이후

제품 필요)

기본 소프트웨어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필요 메모리CPU*7

이상

항목 내용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포함



5.2.3 PX Developer 모니터 툴

특징

■계장 시스템 운용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태그 감시

제어 기능 내장

모니터 툴에는 계장 시스템 기동 시 조정에 필요한 표준 태

그 감시 제어용 각종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를

위한 통신 처리를 프로그래밍하지 않고도 PX Developer 프

로그래밍 툴에서 작성한 태그를 설정하여 모니터할 수 있습

니다.

■CPU 모듈과 다양한 방법으로 접속 가능

모니터 툴은 MELSECNET/10(H) 및 Ethernet 네트워크를 경

유하여 최대 8대까지 CPU 모듈을 동시에 모니터할 수 있으

며, 시리얼/USB 및 CC-Link 접속 기능은 조정용으로 사용

됩니다.

[모니터 툴에서 설정 가능한 PLC 접속 상대 통신 경로]

■싱글/멀티 윈도우 동작 환경

항시 1개의 화면만을 최대 표시하는 싱글 윈도우 모드와 여

러 화면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멀티 윈도우 모드를 용도

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멀티 윈도우 모드 시는 모니터 윈도우 크기 변경, 정렬 등을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명으로 패스워드를 관리하여 외부인에 의한

오동작 방지

모니터 툴에서는 사용자명의 패스워드가 등록되지 않은(권

한을 갖고 있지 않은) 작업자는 태그 데이터의 값이나 설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모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모드를 잠그어 두면, 외부인에

의한 부주의한 조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Visual Basic 을 사용하여 사용자 그래

픽 화면 작성 가능

® ®

모니터 툴은 태그 데이터값을 수집하거나 설정할 수 있는

ActiveX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Microsoft Visual Basic 에® ®

서 작성한 화면에 이 컨트롤을 사용하여 태그 데이터를 모니

터할 수 있습니다.

■이중화 시스템 대응

■모니터 툴을 사용하여 모니터 가능

PX Developer Version 1.05F 이후에서는 GX Developer가

인스톨되어 있지 않은 PC에서도 모니터 툴을 사용하여 모니

터할 수 있습니다.

5.2 PX 시리즈

이중화 CPU를 이용한 이중화 시스템에서 감시ㆍ제어가 가

능합니다.

계 전환 시는 자동 추종할 수 있습니다.

[PX Developer 모니터 툴에 표준 내장되어 있는 모니터 기능]

＜튜닝 트렌드 그래프＞ ＜제어판＞ ＜트렌드 그래프＞

＜페이스
플레이트＞

＜경보 일람＞ ＜이벤트 일람＞

＜싱글 윈도우 모드＞ ＜멀티 윈도우 모드＞

잠금 모드

데이터를 변경
할 수 없다.

작업자 모드
(감시용)

일반적인 모니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명ㆍ패스워드를 지정하여

모드를 변경한다.

엔지니어 모드
(설계ㆍ관리용)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화면의 버튼을
클릭하면 페이스
플레이트가 열린다

사용자 작성 화면
에 태그 데이터의
모니터값을 표시한다

QnPRHCPU 이중화 구성

트래킹 케이블

PLC 접속 상대 통신 경로 조정 운용

시리얼/USB 사용 가능

사용 불가능



■모니터 툴에 의한 최대 감시 시스템 구성

PC의 네트워크 보드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CPU 모듈만 접속 상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계국을 경유한 다계층 네트워크에서는 모니터할 수 없습니다.

프로세스 CPU를 사용한 멀티 CPU 시스템의 경우, 조건을 만족하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이하의

ㆍ각 프로세스 CPU의 관리하에 네트워크 모듈이 있을 것.

ㆍ멀티 CPU 시스템의 프로세스 CPU, 싱글 CPU 시스템의 CPU 모듈이 최대 8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아래 그림의 는 3대로 계산한다.)

* 이중화 시스템에서는 멀티 CPU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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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툴에서는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를 함께
사용하여 최대 8시스템의 감시ㆍ제어가 가능합니다.
(이중화 CPU는 A계＋B계를 1시스템으로 합니다.)

트래킹 케이블

QnPRHCPU(이중화 시스템)

트래킹 케이블

QnPRHCPU(이중화 시스템)

최대 8대

관리

네트워크
모듈

＜멀티 CPU 시스템을 포함한 시스템 구성＞

기타 CPU

기타 CPU

관리
네트워크
모듈

네트워크
모듈



기능

PX Developer 모니터 툴의 기능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모니터 툴 바에서 실행하는 주요 기능

5.2.3 PX Developer 모니터 툴

5.2 PX 시리즈

PX Developer 모니터 툴

모니터 툴 바에서 실행하는 기능

모니터 기능

설정

기타 기능(모드 변경 등)

Microsoft Visual Basic 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

태그 데이터 액세스 컨트롤

페이스 플레이트 컨트롤

컨트롤 패널
계장용 조절계를 형상화한 페이스 플레이트를 최대 8장까지 바둑판식으로 표시합니

다.
컨트롤 패널 설정

트렌드 그래프 태그 데이터 항목의 시간별 추이를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트렌드 설정

경보 일람 최대 2000건의 경보 이력을 일람으로 표시합니다. 경보 설정

이벤트 일람 최대 2000건의 이벤트 이력을 일람으로 표시합니다. 이벤트 설정

사용자 그래픽
지정된 어플리케이션을 기동하여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사용자 그래픽 화면을

표시합니다.
사용자 그래픽 설정

팝업 페이스 플레이트 계장용 조절계를 형상화한 페이스 플레이트를 팝업 윈도우로 표시합니다.

팝업 튜닝

부저 울림 정지 경보 부저의 울림을 정지합니다. 옵션 설정

화면 복사 표시 중인 데스크톱 전체를 하드카피합니다. 옵션 설정

화면 정렬 표시 중인 화면을 중첩하거나 세로로 다시 표시합니다.

검색
태그, 컨트롤 패널, 트렌드 그래프를 검색합니다.

태그를 검색한 다음에는 팝업 페이스 플레이트를 표시합니다.

컨트롤 패널 설정

트렌드 설정

모드 관리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기능을 제한합니다.

(잠금, 작업자, 엔지니어 등 3가지 모드)
사용자 설정

설정 각 기능의 동작 조건을 설정합니다.

통신 상태 표시 모니터 툴과 CPU 모듈의 통신 종류별로 수집 주기를 확인합니다.

자동 CSV 파일 출력 트렌드, 경보, 이벤트 데이터를 이력으로 CSV 파일에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트렌드 설정

옵션 설정

종료 모니터를 정지하고 모니터 툴을 종료합니다.

기능 내용 대응하는 설정 화면

튜닝을 실행하는 팝업 윈도우(페이스 플레이트＋튜닝 트렌드 그래프＋태그 모니터)를

표시합니다.

모니터 대상 프로젝트 설정



■컨트롤 패널

페이스 플레이트로 불리는 조절계 등을 형상화한 화면을 그

룹으로 관리하여 그룹 마다 바둑판식으로 표시합니다.

페이스 플레이트에서는 현재의 PID 제어 상태를 바 그래프

로 모니터하거나 ON/OFF 제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0 그룹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1그룹에 최대 8개의 페이스 플레이트(태그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에는 합계 500×8=4000까지의 태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플레이트 표시

페이스 플레이트는 할당되어 있는 태그의 정보를 표시합니

다.

컨트롤 패널에서는 선택되어 있는 그룹에 속하는 태그의 페

이스 플레이트가 1개의 화면에 나란히 표시됩니다.

그룹 및 페이스 플레이트 No.와 할당할 태그 종류를 컨트롤

패널 설정에서 설정합니다.

■트렌드 그래프

태그 데이터 항목의 시간별 추이를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그래프는 그룹으로 관리하므로 그룹별로 나누어 표시됩니

다.

최대 125그룹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1그룹에 최대 8개의 그래프(태그 데이터 항목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 그래프에는 125×8=1000까지의 태그 데이터 항목

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샘플링 주기 1초 또는 10초 동안 수집할 수 있는 태그

데이터 항목수는 각각 최대 100개입니다.

■경보 일람

발생한 경보의 이력을 일람으로 표시합니다.

■모드 관리

●모드의 개요

모니터 툴에서는 미리 사용자를 등록하여 각각의 사용자명

에 대해서 패스워드와 권한(엔지니어 또는 작업자)을 정의

합니다.

모니터 툴 기동 시는 잠

금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조작 시에는 사용자명과 패스워드

를 지정하여 모드를 변경합니다. 모드가 변경되면 미리 등록

된 사용자명에 대응하는 권한(엔지니어 또는 작업자)에 따라

조작 범위가 제한됩니다.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 잠금 모드로 해 두면, 외부인이 부주

의하게 오조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설정하거나 값을 변경할 수 없도록

●모드의 종류

모니터 툴에서는 사용자의 권한 별로 3종류의 모드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권한

모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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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모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드
엔지니어

작업자 모드
일반적인 모니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드
작업자

잠금 모드
설정 및 태그 데이터 변

경 등을 할 수 없는 모드
(사용자 지정 없음)

설정
각 기능의 동작 조건을

설정합니다.
불가능 불가능 가능

종료
모니터를 정지하고 모

니터 툴을 종료합니다.

잠금

태그

/해제

페이스 플레이트에서

의 조작을 금지/해제

합니다.

불가능

일부 가능

작업자 레벨의

잠금 태그만

변경 가능

모든 잠금 태그

변경 가능

모드명 설명 대응하는 사용자 권한

기능 설명 잠금 작업자 엔지니어

불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표시할 수 있는 경보는 최대 2000건입니다

페이스
플레이트

8개의 페이스 플레이트/그룹, 최대 500그룹

버튼

그룹
선택 탭

최대 125그룹

스크롤
버튼

그룹
선택 탭



●모드 전환

기동 시는 잠금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툴은 엔지니어 모드에서만 종료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Visual Basic 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

프트웨어 컴포넌트

® ®

사용자가 Microsoft Visual Basic 을 사용하여 독자적으® ®

로 사용자 그래픽 화면(사용자 감시 화면)을 작성하는 경우,

태그 데이터를 간단하게 참조할 수 있는 ActiveX 컨트롤을

모니터 툴에서 제공합니다.

작성한 사용자 그래픽 화면(사용자 감시 화면)의 EXE 형식

의 응용 프로그램은 버튼을 할당하여 다른 모니터 윈도우를

표시하는 것과 같이 조작하여 기동할 수 있습니다.

●태그 데이터 액세스 컨트롤

태그 데이터 액세스 컨트롤은 태그 데이터의 값을 수집하거

나 설정할 수 있는 ActiveX 컨트롤입니다. 외관 등 형식은

Visual Basic 에서 제공되는 커맨드 버튼 컨트롤에 준합니

다.

®

사용자는 작성하는 사용자 그래픽 화면에 태그 데이터 액세

스 컨트롤 버튼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

릭하면 태그에 대응하는 팝업 페이스 플레이트 화면이 표시

됩니다. 태그 데이터 액세스 컨트롤을 이용하면 버튼 조작

과 관계없이 태그 데이터 항목을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값을

수집하거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플레이트 컨트롤

페이스 플레이트 컨트롤은 사용자 그래픽 화면에 페이스 플

레이트를 표시할 수 있는 ActiveX 컨트롤입니다.

외관 및 기능은 모니터 툴의 페이스 플레이트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작성하는 사용자 그래픽 화면에 페이스 플레이트

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화면 구성

모니터 툴에 표시되는 화면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표시할 수 있는 화면수는 화면 종류 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멀티 윈도우 모드의 경우, 모니터 툴 바 이외에 모니터 윈도우 4화면과 팝업 윈도우 2화면을 동시에 표시되는 것이 가능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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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툴 바

모니터
윈도우

메시지ㆍ대화상자

잠금 모드

기동

모드 전환

작업자 모드 엔지니어 모드

종료

화면 특징 최대값

모니터 툴 바
사용자가 주요 기능을 선택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항상 데스크톱 위에 위치하며, 다른 윈도우를 데스크톱 위에 겹쳐 놓을 수 없습니다.

모니터

윈도우

멀티 윈도우 모드 일반적인 윈도우입니다. 윈도우 크기를 바꿀 수 있으며,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싱글 윈도우 모드 항상 최대화 표시됩니다. 복수의 모니터 윈도우를 동시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팝업 윈도우 항상 맨앞에 표시됩니다. 윈도우 크기를 바꿀 수 있으며,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ㆍ대화상자 사용자 확인 및 설정용으로 표시됩니다. 윈도우 크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팝업 윈도우



동작 환경(PX Developer 모니터 툴)

*1 : MELSECNET/10 인터페이스 보드의 드라이버가 대응하지 않으므로 MELSECNET/10 인터페이스 보드를 경유하여 이중화 CPU와 접
속할 수 없습니다.

*2 : Microsoft Windows 98 Operating System, Microsoft Windows Millennium Edition Operating System에는 모니터 툴을 인스톨
할 수 없습니다.

® ® ® ®

*3：동일 PC에 CC-Link Ver. 1 보드와 Ver. 2 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4：Microsoft Windows NT Workstation 4.0 Operating System에서는 USB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신 에러가 됩니다.® ® ®

*5：모니터 툴과 QnPHCPU 통신 시 GX Developer에 탑재되어 있는 통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므로 GX Developer가 인스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5.2.3 PX Developer 모니터 툴

5.2 PX 시리즈

*6：멀티 프로세서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항목 내용

컴퓨터 본체 Microsoft Windows Operating System이 동작하는 PC/AT 호환기® ®

CPU
아래 표의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참조

필요 메모리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 용량

인스톨 시：하드 디스크 100MB 이상

동작 시 ：가상 메모리 100MB 이상

디스크 드라이브 CD-ROM 디스크 드라이브

디스플레이 해상도 800×600도트(256색) 이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다음 중 선택(필수)

ㆍEthernet 보드

ㆍMELSECNET/10 인터페이스 보드*1

ㆍMELSECNET/H 인터페이스 보드

시리얼, USB, CC-Link 보드 는 조정용으로만 사용 가능*3

포인트

디바이스
2 버튼 마우스 또는 호환 포인트 디바이스

기본 소프트웨어

(OS)*2 이상

필수 소프트웨어

패키지

PX Developer Version 1.04E 이전 제품 GX Developer Version 7(SW7D5C-GPPW Version 7.12N 이후)*5

PX Developer Version 1.05F 이후 제품 없음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 언어 개발 소프트웨어

기본 소프트웨어
PC 본체에 필요한 성능

CPU*6 필요 메모리

Windows NT Workstation 4.0(Service Pack3 이상)® ® Pentium 133MHz 이상®

(Pentium 300MHz 이상 권장)
64MB 이상

Windows 2000 Professional®
Pentium 133MHz 이상®

(Pentium 300MHz 이상 권장)®
64MB 이상

Windows XP Professional(Service Pack1 이상)® Pentium 300MHz 이상®

Windows XP Home Edition(Service Pack1 이상)® Pentium 300MHz 이상®

128MB 이상

128MB 이상

이상

이상*4



5.3 MX 시리즈
5.3.1 개요

개요

MX 시리즈는 Ethernet 통신이나 시리얼 통신 등 번거로운 프로토콜을 신경쓰지 않고도 간단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MX 시리즈는 프로그램하지 않고도 Excel 에서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고도의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

는 기능까지 폭넓게 라인업되어 있습니다.

® 기능부터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개발 효율 향상

■MX Component

MX Component는 통신 경로에 따른 프로토콜의 차이를 줄

여주므로 PLC와 PC 사이에 동일한 메소드로 통신할 수 있

어 시스템의 개발 효율이 현저하게 향상됩니다.

프로그램리스 데이터 수집

■MX Sheet

Excel 화면에서 설정하기만 하면 현장의 PLC 데이터를 프

로그램없이 쉽게 모니터 또는 로깅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생각하는대로 어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램하고자 하시는 분!

프로그램하지 않고 간단하게 현장을

모니터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분!하시는



다양한 통신 경로

(계산기 링크 접속, CPU 직접 연결,

강력한 디버그 환경

MX 시리즈는 GX Developer, GX Simulator나 GT Simulator

와 연계하여 실제 장치가 없어도 1대의 PC로 시스템 시뮬레

이션과 디버그가 가능하므로 시스템 개발

.

효율이 크게 향상

됩니다

개발 환경

■MX Component

5.3.2 MX Component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MX Sheet

5.3.3 MX Sheet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5.3 MX 시리즈
5.3.1 개요

버스 접속

모뎀 접속

(AF 보드, CPU 보드)

시리얼 통신

CC-Link G4 탑재)



5.3.2 Active X 통신 지원 툴：

MX Component

개요

MX Component는 PC에서 PLC까지의 모든 통신 경로를 지

원하므로, 다른 프로토콜을 신경쓰지 않고도 간단한 처리만

하면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Active X 컨트롤 라이브러리입

니다.

다양화하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빠르게 시스

템의 구축ㆍ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omponent는 통신 프로그램의 개발 시간

을 크게 감축할 수 있으며, Visual C++ , Visual Basic 이나

Access , Excel 의 VBA, VB Script 등 다양한 개발 언어를

지원하여 폭넓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 ®

® ®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MX

있도록 지원합

니다.

■간단한 프로그램

MX Component 사용 방법(Visual Basic 에서 PLC의 디바

이스값을 읽는 프로그램 예)

®

(1) 위저드 방식으로 통신 설정을 합니다.
(위저드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만으로 설정하는

타입의 컨트롤도 있습니다.)

(2) MX Component 컨트롤 아이콘을 폼에 첨부하여 그

통신 경로 번호를 속성에

정합니다.

설컨트롤에 (1)에서 설정한

(3) 이후에는 디바이스를 읽는 프로그램만 기술하면 됩니

다.

완성!

■VBA로 간편하게 어플리케이션 구축

Excel /Access 의 VBA에 의해 현장 PLC 데이터를 수집하

거나 생산 지시ㆍ실적, 알람 이력 표시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인트라넷으로 리모트 감시ᆞ조작

IE(인터넷/익스플로러)나 i 모드 휴대전화 등으로 인터넷/인

트라넷을 경유하여, VB Script(ASP 기능)로 Web 페이지를

액세스하기만 하면 공장의 PLC를 리모트 감시ㆍ조작할 수

있습니다.

■QCPU 이중화 시스템에 대응

[간단한 통신 시스템]

ㆍ이중화 시스템에는 「제어계」만 지정하면 간단하게 통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어계가 다운되었을 때 프로그램

에 의해 수신지를 변경하는 등의 처리가 불필요합니다.

[기존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활용]

ㆍMX Component를 이용하여 작성된 기존의 사용자 어플리

케이션은 통신 설정 내용만 변경하면 그대로 이중화 시스

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5.3 MX 시리즈



특징

■PLC 통신 경로를 폭넓게 지원

PLC 통신 경로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어 용이하게 사용자가 희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5.3.2 Active X 통신 지원 툴：

MX Component

5.3 MX 시리즈

PC

계산기 링크 통신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통신)

RS-232, RS-232/RS-485 변환 계산기 링크 모듈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Ethernet 통신
Ethernet
보드

Ethernet
Ethernet 모듈

CPU COM 통신
RS-232, RS-232/RS-422 변환 ACPU, QnACPU, QCPU(Q 모드), QCPU(A 모드),

FX CPU, 모션 컨트롤러 CPU

변환기/케이블

CPU USB 통신
USB

QCPU(Q 모드)

MELSECNET(Ⅱ) 통신
MELSECNET(Ⅱ)

보드
MELSECNET(Ⅱ) MELSECNET(Ⅱ) 모듈

MELSECNET/H 통신
MELSECNET/H

보드
MELSECNET/H MELSECNET/H 모듈

CC-Link 통신
CC-Link
보드

CC-Link
CC-Link 모듈
(소프트웨어 버전 "N" 이후)

CC-Link G4 통신

RS-232/
RS-422 변환 CC-Link G4

모듈

(소프트웨어 버전
"D" 이후)

CC-Link
CC-Link 모듈
(소프트웨어 버전 "N" 이후)

CPU 보드 통신
CPU 보드

A2USHCPU-S1 상당

AF 통신 AF 보드
버스 접속

ACPU, QnACPU

GX Simulator 통신
GX Developer＋GX Simulator

(오프 라인 디버그)

ㆍGX Developer Version 5(SW5D5C-GPPW) 이후
ㆍGX Simulator(SW5D5C-LLT 10B) 이후
별도로 구입하십시오.

모뎀 통신 모뎀 전화 회선
모뎀 A6TEL, Q6TEL, FX CPU, QC24N,

Q 시리즈 대응 C24, Q 시리즈 대응 CMO

게이트웨이 기능 통신
Ethernet

보드

Ethernet
GOT

Q 시리즈 버스 통신
PC

CPU 모듈
동일 베이스 내

QCPU(Q 모드)

MELSECNET/10 통신
MELSECNET/10

보드
MELSECNET/10 MELSECNET/10 모듈



■사용자의 개발 효율 대폭 향상

MX Component에는 위저드 형식의 통신 설정 유틸리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화면에서 대화 형식으로 설정하기만 하면, 통신하

고자 하는 PLC CPU에 액세스 시 필요한 통신 설정을 간편

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만 통신 설정을 하면, 통신 설정 유틸리티에 기억

되어 있는 PLC CPU의 논리 국번을 지정하여 바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통신 설정 내용 저장 및 읽기 가능

MX Component에는 통신 설정 유틸리티에서 설정한 통신

설정 내용을 파일에 저장하거나 읽는 기능이 있습니다.

개발용 PC에서 작업한 설정 데이터를 실제로 사용하는 PC

로 옮기는 경우에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주) 개발용 PC 및 실제로 사용하는 PC에는 MX Component
가 인스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바이스 모니터 기능

PLC 모니터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지정된 디바이스 상태를

감시하거나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수 기능 모듈의 버퍼메모리에 액세스 가능

PLC CPU의 디바이스 뿐만 아니라,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및 특수 기능 모듈의 버퍼메모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PLC CPU의 시계 데이터 읽기/쓰기 가능

PC에 접속된 PLC CPU의 시계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습

니다.

■ -thread 통신 가능Multi

복수의 스레드(thread)에서 동시에 같은 통신 경로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GX Simulator를 사용하여 오프 라인 상태에서 디

그 가능

버

GX Developer와 GX Simulator를 사용하여 PLC를 접속하지

않고 1대의 PC로 디버그할 수 있습니다.

GX Simulator를 사용하는 경우 GX Developer와 GX Simulator

가 모두 필요합니다.

5.3.2 Active X 통신 지원 툴：

MX Component

5.3 MX 시리즈

개발용
PC

통신 설정용 데이터를 입력하여 저장한다.

통신 설정 데이터
를 옮긴다.

실제로 사용할
PC

통신 설정용 데이터를 읽고 통신 경로를 정한다.

현장의 작업 시간 단축

X39가 ON되어
있습니다. X39 ON!

디바이스 상태를 체크

MX Component에서 통신 경로를 설정하여 접속

접속된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및
특수 기능 모듈의 버퍼메모리 읽기/
쓰기 가능!

버퍼메모리에 액세스

접속된 PLC CPU의 시계 데이터 읽기
/쓰기 가능!

시계 데이터에 액세스

같은 PC의 GX Simulator에
액세스하여 디버그할 수
있다!

PC

PLC CPU를 접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PLC

사용자 프로그램

스레드 1

Act 컨트롤 1

스레드 2

Act 컨트롤 2

포인트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 지원

MX Component에서는 Visual Basic , Visual C++ 는 물론 VB Script 및 VB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VB Script에 의한 모니터링 페이지 작성 가능

① HTML 형식으로 모니터링 페이지 작성 가능

텍스트 문자 편집기를 사용하여 그래픽 모니터용 홈 페이지(HTML 형식)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Visual Basic , Visual C++ 등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별도로

② ASP 기능에 의해 인터넷ㆍ인트라넷을 경유하여 모니터 가능

VB Script의 ASP 기능으로 공장(MX Component로 모니터링 하는 대상)의 Web 페이지를 공개하고 Internet Explorer

에서 공장의 URL을 지정하면, 인터넷/인트라넷을 경유하여 원격지나 출장지에서도 PLC의 디바이스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 발생 시 리모트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5.3.2 Active X 통신 지원 툴：

MX Component

5.3 MX 시리즈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여 모니터 가능

ㆍMX Component
ㆍWeb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 5.0 이후
ㆍPLC 모니터용 HTML

MELSECNET/H 등

＜공장＞

ㆍMX Component
ㆍPLC 액세스용 ASP

MELSECNET/H 등

인터넷
인트라넷

Web 서버 *1

*1 OS가 지원하는 Web 서버
(Internet Information Server,
Personal Web Server 등)

＜사무실측＞

Web 브라우저만

Internet Explorer 5.0 이후



●VBA에 의한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기능

VBA로 프로그래밍을 실행하고 Excel 및 Access 기능을® ®

이용하여, 그래프가 표시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PLC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로깅하여

디바이스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

다.

실시간으로

실

시간으로

■QCPU(Q 모드)의 멀티 CPU 시스템에 대응

통신 설정 유틸리티 또는 ACT 컨트롤의 속성을 설정하여 멀

티 CPU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PC CPU 모듈에서 동작 가능

PC CPU 모듈에서 Q 시리즈 버스 통신으로 같은 베이스에

있는 QCPU(Q 모드)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MELSECNET/

통신용 컨트롤 및 CC-Link 통신용 컨트롤을 사용하여 PC

CPU 모듈이 관리하고 있는 MELSECNET/H 모듈 및 CC-

Link 모듈을 경유하여 다른 국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

■GOT의 게이트웨이 디바이스 읽기/쓰기 가능

MX Component의 게이트웨이 통신 기능으로 GOT의 게이

트웨이 디바이스를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GOT의 게이트웨이 디바이스를 읽기/쓰기하여 GOT가 모니

터하고 있는 PLC CPU의 디바이스를 간접적으로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에러 내용 검색 시간 단축

트러블슈팅 기능용 Act Support 컨트롤에 대응합니다.

에러 코드를 지정하기만 하면, 에러 내용이나 처리 방법을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ACT 컨트롤에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 프로그래밍 매뉴얼에

서 에러 내용 및 처리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지 박스에 에러 내용을 표시한 예＞

5.3.2 Active X 통신 지원 툴：

MX Component

5.3 MX 시리즈

QCPU(Q 모드) QCPU(Q 모드) 등

PC
CPU 모듈

QCPU(Q 모드) 등

MX Component(게이트웨이 기능)
에서 GOT 게이트웨이의 디바이스
를 읽거나 쓸 수 있다.

GOT에서 PLC CPU의

데이터를 읽거나 쓴다.

미쓰비시 PLC A사 PLC B사 PLC

에러 내용 및 처리 방법이

표시됩니다.



대응 OS 일람

MX Component의 각종 통신 경로에 대응하는 OS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MX Component 오퍼레이팅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1 : A80BD-J61BT13 사용 시만 대응

*2 : Q80BD-J61BT11N 사용 시만 대응

(1) Windows 95에서는 COM 포트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신 기능을 실행하면, 메모리 리크(memory leak)가 발생되므로 연속으로

마십시오.동작시키지

ㆍ계산기 링크 통신

ㆍCPU COM 통신

ㆍCC-Link G4 통신

ㆍ모뎀 통신

(2) PC98-NX에서는 다음과 같은 통신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ㆍMELSECNET(Ⅱ) 통신

ㆍMELSECNET/10 통신

ㆍMELSECNET/H 통신

ㆍCC-Link 통신

ㆍCPU 보드 통신

(3) GX Simulator로 통신하는 경우, GX Developer와 GX Simulator는 다음의 버전을 사용하십시오.

(4) Windows Me, XP Home Edition에서는 VB Script의 ASP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3.2 Active X 통신 지원 툴：

MX Component

5.3 MX 시리즈

ㆍAF 통신

항목

계산기 링크 통신

Ethernet 통신

CPU COM 통신

CPU USB 통신

MELSECNET(Ⅱ) 통신

MELSECNET/10 통신

MELSECNET/H 통신

CC-Link 통신

CC-Link G4 통신

CPU 보드 통신

AF 통신

Q 시리즈 버스 통신(PC CPU)

GX Simulator 통신

모뎀 통신

게이트웨이 기능 통신

○：동작 가능  ×：동작 불가능

이후

이후

이후

이후

이후

이후

포인트



접속 구성 일람

접속 구성과 필요 인터페이스 일람을 나타냅니다.

(기존 제품과의 접속 및 주의 사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X Component 오퍼레이팅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5.3.2 Active X 통신 지원 툴：

MX Component

5.3 MX 시리즈

접속 방식
PC측

인터페이스
PLC/GOT 종류*1 PLC/GOT측

인터페이스
케이블 종류 비고

계산기 링크
PC

COM 포트

베이식 모델 Q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범용 Windows 대응®

Ethernet 보드/카드

MELSECNET/10

모드 시 접속 가능

합니다.

MELSECNET/H

모드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QCPU A모드)

베이식 모델 Q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베이식 모델 Q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베이식 모델 Q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QCPU A모드)

QCPU A모드)

QCPU A모드)

광 케이블,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

동축 케이블

RS-232/422 케이블



*1 : “AnU”에는 모션 컨트롤러 “A173UH(S1), A273UH(S3)”가 포함됩니다. “AnSH”에는 모션 컨트롤러 “A171SH, A172SH”가 포함됩니
다.

*2 : CONTEC CO., Ltd. MELSEC-Q 시리즈 대응 PC CPU 모듈을 나타냅니다.
*3：RS-232 통신 기기에 대해서는 FX 시리즈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5.3.2 Active X 통신 지원 툴：

MX Component

5.3 MX 시리즈

CC-Link 전용 케이블

PC

COM 포트

AJ65BT-G4(-S3) 경유 CC-Link
RS-232/422 변환

케이블

PC

COM 포트

CPU 모듈 RS-232

RS-232/422 변환

케이블

PC

USB 포트

USB/RS-422 변환

케이블

PC

USB 포트

Q02CPU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AJ71AP21, CPU 내장

MELSECNET 인터페이스

광 케이블
QCPU(Q 모드)에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PLC

버스
버스 증설 케이블

PC용 PLC 보드

시뮬레이션

Q 시리즈 버스 통신

PC CPU 모듈*2

에서 같은 멀티 CPU

시스템의 QCPU에

액세스합니다.

모뎀 모뎀

PLC 인터페이스와

모뎀 사이에는 RS-

232 케이블

QJ71CMO 이외는

PLC측에도 모뎀이

필요합니다.

RS-232 통신 기기 *3

게이트웨이
범용 Windows 대응®

Ethernet 보드/카드

베이식 모델 Q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베이식 모델 Q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QCPU A모드)

QCPU A모드)

QCPU A모드)

QCPU A모드)

QCPU A모드)/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PLC/GOT 측

CPU 모듈 RS-232

CPU 모듈 RS-232

CPU 모듈 RS-232

CPU 모듈 RS-232

Q 시리즈 버스

USB 케이블

RS-232 케이블

접속 방식
PC측

인터페이스
PLC/GOT 종류*1

인터페이스
케이블 종류 비고



동작 환경

MX Component의 동작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Windows Me 사용 시는 Pentium 150MHz 이상을, Windows XP Professional 및 Windows XP Home Edition 사용 시는
Pentium 300MHz 이상을 권합니다.

® ® ® ®

®

*2 : 멀티 프로세서 PC는 드라이버가 대응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Windows NT Workstation 4.0 사용 시는 Service Pack 3 이상이 필요합니다.® ®

*4：MX Component는 XP 호환 모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Windows 2000 Professional 사용 시는 64MB 이상을, Windows XP Professional 및 Windows XP Home Edition 사용 시는
128MB 이상을 권합니다.

® ® ®

*6：일본어 환경에서 작성한 사용자 프로그램은 일본어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7：VB Script를 동작시키려면, Internet Explorer(버전 5.00. 2919.6307 이후)를 사용하십시오.

*8：Windows Me, Windows XP Home Edition 사용 시 ASP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5.3.2 Active X 통신 지원 툴：

MX Component

5.3 MX 시리즈

컴퓨터

본체
Pentium 133MHz 이상 탑재된 OS가 동작하는 PC(PC98-NX 포함)® * *1 2이

PC CPU 모듈 CONTEC CO., Ltd. MELSEC-Q 시리즈 대응 PC CPU 모듈

기본 소프트웨어

필요 메모리 32MB 이상 *5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 용량 100MB 이상

디스크 드라이브 CD-ROM 디스크 드라이브

디스플레이 해상도 800×600도트 이상

프로그램 언어*6

개발 소프트웨어

텍스트 문자 편집기 및 시판되고 있는 HTML 툴

항목 내용

PC

프로그램 언어



사용하는 OS, PC에 관한 주의 사항

(1) Microsoft Windows NT Workstation Operating System Version 4.0, Microsoft Windows 2000 Professional® ® ® ® ®

Operating System,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Operating System 및 Microsoft Windows XP Home

Edition 사용 시

Administrator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MX Component를 동작시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 ® ® ®

(a) 통신 설정 유틸리티
ㆍ논리 국번을 작성하거나 변경 및 삭제할 수 없습니다.
ㆍ통신 설정 내용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ㆍMX Component Version3.00A보다 앞서는 버전으로 통신이 설정되어 있으면 기동할 수 없습니다. * 1

(b) PLC 모니터 유틸리티
ㆍMX Component Version3.00A보다 앞서는 버전으로 통신이 설정되어 있으면 기동할 수 없습니다. * 1

ㆍ디바이스 등록 모니터 기능으로 디바이스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c) 통신 보드
ㆍMELSECNET/H, MELSECNET/10, MELSECNET(Ⅱ), CC-Link, AF, CPU 보드의 각 유틸리티에서 각종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 1 : 다음의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면 Administrator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한 번 유틸리티를 기동한 다음 종료하십시오.
이후에는 Administrator 권한이 없는 사용자라도 유틸리티를 기동할 수 있게 됩니다.

(2) Microsoft Windows 95 Operating System에서의 Ethernet 통신, 계산기 링크 통신 및 CPU COM 통신® ®

(a) OSR2보다 앞서는 버전의 Windows 95에서 TCP/IP 및 UDP/IP를 사용하여 Ethernet 통신을 하면 메모리 리크

(memory leak)가 발생합니다.

®

Windows 95에서 연속 동작을 하는 경우 Windows 95 OSR2 이후의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

(b) Windows 95에서 계산기 링크 통신 및 CPU COM 통신 등 COM 포트를 사용하여 통신을 하면, 메모리 리크

(memory leak)가 발생되므로 마십시오.

®

연속하여 동작시키지
(3) Microsoft Windows Millennium Edition Operating System 사용 시 주의 사항® ®

MX Component는 작동 환경에 따라 「시스템 복원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

다.

시스템 드라이브의 사용 가능 용량이 200MB 이하가 되면 작동 환경에 따라 「시스템 복원 기능」이 동작하지 않으므로,

Windows Me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드라이브에 200MB 이상의 사용 가능 용량을 확보하십시오.®

(4) PC의 재시작(Resume) 기능 등

PC의 재시작(Resume) 기능ㆍ중지 설정ㆍ절전 기능 및 대기 모드를 설정하여 PLC CPU와 교신하는 경우, 교신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 기능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가능 PLC CPU

사용 가능한 PLC CPU는 다음과 같습니다.

액세스 가능한 CPU 디바이스 범위

액세스 가능한 디바이스는 MX Component 오퍼레이팅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5.3.2 Active X 통신 지원 툴：

MX Component

5.3 MX 시리즈

PLC CPU 형명

QCPU(A 모드)

QCPU(Q 모드)

모션 컨트롤러 CPU

ACPU

QnACPU

FXCPU



5.3.3 Excel 통신 지원 툴：

MX Sheet

개요

MX Sheet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도 Excel을 이용하여 간단한 설정만 하면 디바이스 데이터의 수집 등을 실행할 수 있

는 통신 지원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특징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기능 실행

프로그래밍을 작성하지 않고도 간단한 설정만으로 PLC의

디바이스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쓸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신 경로를 사용하여 디바이스 데이터 수

/쓰기 가능

집

MX Sheet는 PLC와 PLC 간의 통신 시에 MX Component를

사용합니다.

MX Component가 지원하는 다양한 통신 경로를 이용하여

사용자 작업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5.3 MX 시리즈

＜MX Component를 사용한 통신 예＞

모뎀 통신

게이트웨이 기능 통신

MELSECNET/H

Ethernet 통신

Excel 시트상에 PLC의 디바이스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간단한 설정
만 하면



■디바이스 조건으로 각 기능을 제어

디바이스 데이터의 수집/쓰기 조건을 PLC 디바이스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PLC에서 MX Sheet의 각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CSV 파일로 로깅 가능

로깅 기능 또는 모니터 기능을 사용하여 디바이스 데이터를

Excel 시트에 표시하고, 수집 데이터를 CSV 파일에 저장합

니다.

1개의 CSV 파일로 장기간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MX Chart와의 호환성

MX Sheet는 MX Chart의 설정 데이터를 MX Sheet의 설정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MX Links의 통신 설정과 MX Chart의 각종 설정 내용을 MX

Component의 논리 국번과 MX Sheet의 셀 설정으로 변환

하여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사용한 조작성 향상

버튼을 작성하여 통신 시작, 통신 종료, 원샷 통신 등 각 기

능의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실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조작성이 향상됩니다.

통신 시작의 경우

기능

■로깅 기능

Excel 시트에서 선택한 셀에 PLC에서 수집한 디바이스 데이

터를 이력으로 축적하는 기능입니다.

■모니터 기능

Excel 시트에서 선택한 셀에 PLC에서 수집한 디바이스 데이

터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5.3.3 Excel 통신 지원 툴：

MX Sheet

5.3 MX 시리즈

＜비트 디바이스가 ON되어 있을 때 디바이스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쓰는 경우＞

디바이스 데이터 수집
/쓰기

대상 기능

ㆍ로깅 ㆍ모니터

ㆍ쓰기 ㆍ알람 서머리

ㆍ코멘트 표시 ㆍ자동 저장

ㆍ자동 인쇄

디바이스 데이터 수집
/쓰기

Excel 시트에 표시

동시 실행!

CSV 파일에 저장

[CSV 파일]

이력으로 디바이스 데이

터가 축적됩니다.

PLC CPU

PLC의 디바이스 데이터를 Excel

로 표시합니다.

변 환

MX Sheet 메뉴를

표시한 다음 통신

시작을 선택

버튼으로

하면

클릭만으
로 가능



■쓰기 기능

Excel 시트에 입력된 값을 PLC의 디바이스에 쓰는 기능입니

다.

■알람 서머리

알람 서머리 기능은 비트 디바이스의 ON/OFF 정보를 별도

로 설정된 알람 코멘트 문자열로 변환하여 Excel 시트에 알

람 이력으로 축적하는 기능입니다.

이력이 맨 마지막 줄까지 도달한 시점에서 다음의 동작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ㆍ스크롤

ㆍExcel 시트 인쇄

ㆍExcel 북 저장

알람 데이터의 이력을 축적하여 라인의 상황 등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코멘트 표시

‘코멘트 표시’는 비트 디바이스 및 워드 디바이스값을 별도

로 설정된 코멘트 문자열로 변환하여 Excel 시트에 표시하

는 기능입니다.(디바이스값의 변경 내용이 코멘트로 표시됩

니다.)

예를 들어, 임의의 디바이스에 상한값과 하한값을 설정해

두면, 디바이스값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 경고 메시지를 표

시 수 있습니다.할

■CSV 로깅

‘CSV 로깅’은 로깅 기능 또는 모니터 기능을 사용하여 디바

이스 데이터를 Excel 시트에 표시하고 수집 데이터를 CSV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1개의 CSV 파일로 장기간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자동 저장 기능

Excel 북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지정된 시간 및 디바이스 트리거 시에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자동 인쇄 기능

Excel 북 또는 지정된 Excel 시트를 자동으로 인쇄하는 기능

입니다.

지정된 시간 및 디바이스 트리거 시에 인쇄합니다.자동으로

■자동 통신 시작 설정

‘자동 통신 시작 설정’은 MX 설정되어 있는 Excel

북을 기동한 경우 PLC와 자동으로 통신되도록 하는 기능입

니다.

MX Sheet 메뉴에서 [통신 시작]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Sheet가

5.3.3 Excel 통신 지원 툴：

MX Sheet

5.3 MX 시리즈

Excel에 입력된 값을 PLC의
디바이스에 씁니다.

PLC CPU

비트 디바이스의 ON/OFF에 따라
알람 데이터가 축적됩니다.

온도 상승 온도 하강

Excel 시트에 표시

동시 실행!

CSV 파일에 저장

[CSV 파일]



■버튼 작성 기능

버튼을 만들어 통신 시작, 통신 종료, 원샷 통신 기능 등의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이들 기능이 실행되는 기능입니다.

■보안 기능

MX Sheet의 설정 내용을 패스

워드에 의해 보호합니다.

한 번 설정된 MX Sheet의 설정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

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데이터 변환 기능

‘데이터 변환 기능’은 MX Links(SW3D5F-CSKP)의 통신 설

정과 MX Chart(SW3D5F-OLEX)의 각종 설정을 MX

Component의 논리 국번과 MX Sheet의 셀 설정으로 변환

하는 기능으로, 본 기능을 사용하면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기능 일람

데이터 변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MX Sheet 오퍼레이팅 매뉴얼을 참조하십시

오.

●시스템 구성

데이터 변환 기능 실행 시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MX Links의 각 유틸리티는 통신 설정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
다.

*2 : 데이터 변환용 Excel 북에는 MX Chart의 설정이 설정되어 있
어야 합니다..

다음의 OS 및 변환 전 Excel 북은 데이터 변환 기능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5.3.3 Excel 통신 지원 툴：

MX Sheet

5.3 MX 시리즈

MX Links 데이터

변환

MX Links의 각 유틸리티에 설정되어 있는 통신 설

정 내용을 MX Component의 통신 설정 내용(논리

국번)으로 자동 변환하는 기능입니다.

MX Chart 데이터

의 변환

MX Chart의 각 설정 데이터를 MX Sheet의 셀 설정

으로 자동 변환하는 기능입니다.

대응 버전

PC

다음의 OS가 동작하고 MX Links, MX Chart가 설치된

PC *1

Microsoft® Windows 98 Operating System®

Microsoft Windows NT Workstation Operating® ® ®

System Version 4.0

MX Links SW3D5F-CSKP Version 10B 이후

MX Chart SW3D5F-OLEX Version 00A 이후

변환 전 Excel

북
Excel 97 및 Excel 2000에서 작성한 Excel 북 *2

OS

Microsoft Windows 95 Operating System® ®

Microsoft Windows Millennium Edition® ®

Operating System

Microsoft Windows 2000 Professional® ®

Operating System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

Operating System

Microsoft Windows XP Home Edition® ®

Operating System

변환 전 Excel 북 Excel 95

항 목

내 용기 능

대응 버전항 목

대응 버전항 목

비 고



■기능 일람

*1 : 본 디바이스 점수는 워드 디바이스를 16비트 정수로 수집/쓰기하는 경우의 점수입니다.
설정 가능 디바이스 점수는 디바이스의 데이터 타입 등에 따라 다릅니다.

2 : 1개의 Excel 파일(1개의 Excel 북)에는 100개의 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1개의 Excel 파일(1개의 Excel 북)에는 1000개의 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비트 디바이스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5：1개의 Excel 파일(1개의 Excel 북)에는 500개의 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
*

5.3.3 Excel 통신 지원 툴：

MX Sheet

5.3 MX 시리즈

기능명 내 용
설정 가능

디바이스 점수
설정 가능 셀수

로깅
Excel에서 선택한 셀에 PLC에서 수집한 디바이스 데이터를 이력으로 축적하는

기능입니다.
256점 * *1, 2 256열×65536행

모니터
Excel에서 선택한 셀에 PLC에서 수집한 디바이스 데이터를 표시하는 기능입니

다.
2000점 * *1, 3 2000

쓰기 Excel에서 입력한 값을 PLC의 디바이스에 쓰는 기능입니다. 2000점 * *1, 3

알람 서머리
비트 디바이스의 ON/OFF 정보를 별도로 설정된 알람 코멘트 문자열로 변환 하

여, Excel 시트에 알람 이력으로 축적하는 기능입니다.
2000점 * *2, 4 6열×65536행

코멘트 표시
비트 디바이스 및 워드 디바이스값을 별도로 설정된 코멘트 문자열로 변환하여,

Excel 시트에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1점 *5 1

디바이스 트리거
디바이스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쓰기 위한 디바이스 조건을 설정하여, 디바이스

조건 성립 시 디바이스 데이터를 수집/쓰기하는 기능입니다.

핸드셰이크
디바이스 데이터를 확실하게 수집하거나 쓰기 위해 PLC와 핸드셰이크를 설정

하는 기능입니다.

CSV 로깅
로깅 기능 또는 모니터 기능을 사용하여 디바이스 데이터를 Excel 시트에 표시

하고 수집 데이터를 CSV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자동 저장 Excel 북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자동 인쇄 Excel 북을 자동으로 인쇄하는 기능입니다.

자동 통신 시작 Excel 북을 기동한 경우 PLC와의 통신을 자동으로 시작하는 기능입니다.

통신 시작 PLC와의 통신을 시작하는 기능입니다.

통신 종료 PLC와의 통신을 종료하는 기능입니다.

원샷 통신 선택한 셀에 설정된 기능을 임의의 타이밍에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버튼 작성
통신 시작, 통신 종료, 원샷 통신 등의 기능을 간단하게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

는 버튼을 작성하는 기능입니다.

MX Sheet 설정

보호/해제
MX Sheet의 설정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패스워드를 설정/해제하는 기능입니다.

옵션 에러 로그 시트의 출력 형식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설정 내용 출력 MX Sheet의 설정 내용을 CSV 파일 형식으로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변환

MX Links(SW3D5F-CSKP)의 통신 설정과 MX Chart(SW3D5F-OLEX)의 각종

설정을 MX Component의 논리 국번과 MX Sheet의 셀 설정으로 변환하는 기능

입니다.

2000



동작 환경

*1 : Windows XP Professional 및 Windows XP Home Edition 사용 시는 Pentium 300MHz 이상을 권합니다.

2 : 멀티 프로세서의 PC는 드라이버가 대응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Windows NT Workstation 4.0 사용 시는 Service Pack 3 이상이 필요합니다.

4：MX Sheet는 XP 호환 모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Windows XP Professional 및 Windows XP Home Edition 사용 시는 128MB 이상을 권합니다.

6：일본어 환경에서 작성한 Excel 시트는 일본어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

*

사용하는 OS, PC에 관한 주의 사항

(1) Microsoft WindowsNT Workstation Operating

System Version 4.0, Microsoft Windows 2000

Professional Operating System,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Operating System 및

Microsoft Windows XP Home Edition 사용 시

® ®

® ®

®

®

® ®

통신 설정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Administrator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로그 온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

변환 기능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Administrator 권한이

필요합니다.

Administrator 권한이 없는 사용자 어카운트로 데이터

변환 기능을 실행하면, MX Links/MX Chart 데이터를 변

환할 수 없습니다.

(2) 다른 버전의 Excel 제품 혼용

1대의 PC에 다른 버전의 Excel 제품이 함께 사용되고

있으면 MX Sheet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Excel 2000과 Excel 2002는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PC의 재시작(resume) 기능 등
MX Sheet를 사용하는 PC에 아래의 기능이 설정되어 있

으면 PLC와 통신 시 통신 에러가 발생합니다.

MX Sheet를 사용하는 PC에는 다음의 기능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ㆍ재시작(resume) 기능

ㆍ중지 기능

ㆍ절전 기능

ㆍ대기 모드

VBA 사용 시의 주의 사항

(1) VBA 프로그램 조합
MX Sheet가 설정되어 있는 Excel 시트에 사용자가 작성

한 VBA 프로그램을 조합하는 경우, VBA 프로그램의 동

작을 확인하고 나서 MX Sheet의 Excel 시트에 프로그래

밍하십시오.

(2) VBA 프로그램 작성

MX Sheet는 OLE 오토메이션을 이용하여 통신합니다.

VBA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① DoEvents 메소드를 For-Next 루프 내에서 실행하지

마십시오.

② GetSaveAsFileName 메소드에서는 FileFilter가 무시

됩니다.

③ Excel 메뉴의 Reset 메소드는 실행하지 마십시오.

다른 MELSOFT 제품 사용 시의 주의 사항

(1) MX Component 버전

MX Sheet를 사용하는 경우 MX Component Version

3.01B 이후의 MX Component가 필요합니다.

MX Component Version 3.00A 이전 버전에서는 정상적

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2) 논리 국번

MX Component의 통신 설정 유틸리티에서 논리 국번을

삭제하는 경우, 삭제할 논리 국번이 MX Sheet에서 사용

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십시오.

MX Sheet에서 사용되고 있는 논리 국번을 삭제하면 MX

Sheet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5.3.3 Excel 통신 지원 툴：

MX Sheet

5.3 MX 시리즈

구성 기기 내 용

컴퓨터

본체

PC Pentium 200MHz 이상 이 탑재된 OS가 동작하는 PC(PC98-NX 포함)® * *1 2

PC CPU 모듈 CONTEC CO., Ltd. MELSEC-Q 시리즈 대응 PC CPU 모듈

필요 메모리 64MB 이상*5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 용량 100MB 이상

디스크 드라이브 CD-ROM 디스크 드라이브

디스플레이 해상도 1024×768도트 이상

기본 소프트웨어

필요

소프트웨어

Excel*6

MX Component MX Component Version 3.01B 이후

또는 또는



(3) MX Chart와 혼용

1대의 PC에 MX Sheet 및 MX Chart를 인스톨하여 동시

에 통신할 수 없습니다.

(4) 모뎀 통신을 하는 경우

MX Sheet에서 모뎀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경우, MX

Sheet와 GX Developer 및 다른 어플리케이션(MX

Component를 이용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등)은 동시

에 통신할 수 없습니다.

MX Sheet와 GX Developer 및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사

용하여 동시에 통신하면, 통신 에러, 전화 회선 차단 등

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MX Sheet에서 모뎀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경우, GX

Developer 및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모뎀을 사용하고 있

지 않은지를 확인하십시오.

액세스 가능 CPU

MX Sheet에서 액세스가 가능한 CPU는 MX Component

Version3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3.2항의 MX Component Version 3의 내용

을 참조하십시오.

액세스 가능 디바이스 범위

MX Sheet에서 액세스가 가능한 디바이스 범위는 다음의 항

목을 제외하고 MX Component Version 3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3.2항의 MX Component Version 3의 내용

을 참조하십시오.

주) 디바이스 확장 표현
MX Sheet에서는 비트 디바이스의 워드 지정(K4X0, K8M0 등)
과 워드 디바이스의 비트 지정(D0. 0, W0.1 등)으로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1

*1 : MX Sheet Version1.06G 이후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액세스 데이터》 탭에서 설정한 경우에만 워드 디바이스의
트 지정(예：D0. 0 등)으로 디바이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

MX Sheet와 MX Chart 비교

다음은 MX Sheet와 MX Chart를 비교한 내역입니다.

*1 : 본 디바이스 점수는 워드 디바이스를 16비트 정수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쓴 경우의 점수입니다.

5.3.3 Excel 통신 지원 툴：

MX Sheet

5.3 MX 시리즈

항 목 MX Sheet MX Chart

로깅 기능

디바이스 점수 256점 *1

로깅 행수 65536행

설정 가능 셀 범위 100/1Excel 북

통신 간격 0.1초~3600초, 시간 지정 1초~3600초, 시간 지정

셀 초과 시 저장, 인쇄 대응 대응하지 않음

CSV 로깅 저장 점수 256점

CSV 로깅 저장 행수 9999999행

모니터 기능

디바이스 점수 2000점 *1

설정 가능 셀 범위 1000/1Excel 북

통신 간격 0.1초~3600초, 시간 지정 0.5초~3600초, 시간 지정

CSV 로깅 저장 점수 1000점

CSV 로깅 저장 행수 9999999행

쓰기 기능

디바이스 점수 2000점 *1

설정 가능 셀 범위 1000/1Excel 북

통신 간격 0.1초~3600초, 시간 지정 0.5초~3600초, 시간 지정

알람 서머리 기능

디바이스 점수 2000점

이력 행수 65536행

설정 가능 셀 범위 100/1Excel 북

통신 간격 0.1초~3600초

코멘트 표시 기능

디바이스 점수 1점

코멘트수 1000개

최대 등록 점수 500/1Excel 북

통신 간격 0.1초~3600초, 시간 지정 0.5초~3600초, 시간 지정

자동 저장/자동 인쇄

기능

시간 지정 대응

디바이스 트리거 지정 대응

자동 저장 형식 Excel 파일, HTML 파일, CSV 파일 Excel 파일

원샷 통신

로깅 기능용 대응

모니터 기능용 대응

쓰기 기능용 대응

알람 서머리 기능용 대응하지 않음

코멘트 기능용 대응

매크로
읽기 함수 대응하지 않음 대응(OLEXRead 함수)

쓰기 함수 대응하지 않음 대응(OLEXWrite 함수)

256점

2000행

대응하지 않음

대응하지 않음

1000점

대응하지 않음

대응하지 않음

1000점

300점

300행

0.5초~3600초

대응하지 않음

대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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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파트너 제품

PC CPU 모듈

PC CPU 모듈은 Q 시리즈 PLC의 베이스에 장착(2슬롯 점

유)하여 PC/AT 호환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입니다.

■특징

(1) PC 기능을 PLC의 베이스상에서 실행할 수 있으므로 장

치ㆍ제어반을 소형화할 수 있습니다.

(2) FA 사양의 내환경성, 내노이즈성을 갖고 있으며, ATA

플래시 카드나 실리콘 디스크 드라이브를 채택함으로써

HDD의 수명ㆍ내진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안심하고

FA PC, 패널 컨트롤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시퀀스 제어를 PLC CPU가 담당하고 정보 처리를 PC

CPU가 담당하여 제어와 정보처리를 최적의 시

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합한

(4) MX Component나 GT SoftGOT, Windows 에 대응하

는 일반 S/W,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S/W를 도입하여 편

리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5) Ethernet 통신 포트를 내장하여 전자 메일 및 WEB과 같

은 인터넷/인트라넷 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6) 일반 PC 카드를 이용하여 유연하게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7) USB 포트를 내장하여 일반 USB 기기를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8) 버스 I/F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C 언어 응용

프로그램으로 I/O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일부 모듈에 있습니다.)제한이

(9) PLC CPU, 모션 CPU와 멀티 CPU를 구성할 수 있으며,

PC CPU 모듈 단독으로 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0) 방열용 팬이 없어 메인터넌스가 간편하며 분진 등의 문

제도 없습니다. 클린 룸 환경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관

■사양

Absocoder 방식 위치 검출 모듈

Absocoder 방식의 위치 검출 모듈은 Q 시리즈 PLC의 베이

스에 직접 장착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특징

(1) 위치 검출용 리미트 스위치나 도그가 불필요하므로 유

지보수가 .간편합니다

(2) 위치 검출에는 앱솔루트 방식의 Absocoder(NSD

CORP.)를 사용합니다.

(3) 위치 검출기로서 사용하는 Absocoder는 진동, 충격,

물, 기름, 분진 악조건하에서도 강력한 내환경 성능

을 발휘합니다.

열,

등의

■외관

■사양

형명 PPC-CPU686(MS)-128

MPU Mobile Celeron Processor_LP 400MHz

메모리 128MB

비디오 메모리 2MB

IF

USB 2ch(1ch는 확장 커넥터)

시리얼 2ch(D-SUB 9P)(1ch는 확장 커넥터)

패러렐 1ch(확장 커넥터)

PS2 마우스/

키보드

MINi DIN 6P

변환 케이블에 의해 동시 사용 가능

LAN 100BASE-TX/10BASE-T

디스플레이 아날로그 RGB H-Dsub 15P

FDD
26P 하프 커넥터

(Contec Ltd FDD 접속용)

PC 카드
PCMCIA, CardBus

TypeⅠ, Ⅱ×2 또는 TypeⅢ×1

별도의 모듈(PCC-SDD (MS)-32/64/128/

192/320/500/1000)

1슬롯 점유

하드 디스크

모듈

별도의 모듈(PPC-HDD(MS))

1슬롯 점유

OS
Windows NT4.0, Windows 2000,® ®

Windows NT4.0EmBedded®

형명 VS-Q62

위치 검출 축수

위치 검출 방식 Absocoder에 의한 앱솔루트 위치 검출

분해능
4096분할×32회전 ~ 409.6분할×320회전

(다회전형 사용 시)

샘플링 시간

부속 기능 현재값 설정 기능

실리콘 디스크

모듈



ID 시스템용 인터페이스 모듈

ID 컨트롤러 BIS C-488-00은 Q 시리즈의 베이스에 직접

장착하여 PLC의 명령으로 ID 태그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컨

트롤 모듈입니다.

■특징

(1) ID 안테나를 2개 접속할 수 있으며, 2ch를 동시에 병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BIS C 시리즈의 모든 ID 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alluff ID 시스템/ BIS 시리즈는 전자 결합 방식에 의해 데

이터를 읽거나 쓰는 FA용 ID 시스템입니다.

ID 태그는 충분한 크기 및 메모리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메모리 용량：512바이트~8k바이트)

■사양

GP-IB 모듈

GP-IB 모듈은 Q 시리즈 PLC의 베이스에 장착하여, 계측 기

기 등과 GP-IB 회선으로 데이터를 교신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송신ㆍ수신 전체로 한꺼번에 63422바이트의 대용량의

텍스트를 통신할 수 있습니다.

(2) 본 모듈은 마스터/슬레이브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기능 선택 시는 시스템 컨트롤러로 동작하며, 어

드레스드 커맨드ㆍ유니버설 커맨드 등을 송출할 수 있습

니다. 슬레이브 기능 선택 시는 시스템 컨트롤러의 지시

에 따라 데이터를 교신합니다.

6.1 파트너 제품

형명 BIS C-488-00

전원 전압 DC24V±10%

소비 전류

I/O 점유 점수 32점

ID 안테나 접속 개수 2개까지 접속 가능

ID 안테나 접속 방법 단자대

■사양

형명 EQGPIB

접속 가능 장수 최대 (본 모듈 포함)15장

접속 케이블 길이
모듈 - 기기 간, 기기 - 기기 간：

2m 이내(1개의 시스템에서 20m 이내)

최대 텍스트 길이 송ㆍ수신 전체 63422바이트

데이터 전송 속도 접속된 기기 중 가장 늦은 기기의 전송 속도

프로그램에서의

액세스 방법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다이렉트 디바이스(또는

FROM/TO 명령) 및 입출력 명령

입출력 점유 점수 16점 1슬롯



PLC 주변기기

●현장에 적합한 주변기기

EHGP10 타입 핸디 그래픽 프로그래머는 MELSEC-QCPU

및 QnA, APLC CPU에 대응하는 현장용 주변기기로서 내환

경성이 뛰어나며 터치 패널을 채택하여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EHGP10 타입
핸디 그래픽 프로그래머

●PocketLadder

EPGP형 간이 보수 툴 PocketLadder는 시판되고 있는

PocketPC 에서 동작하는 MELSEC-Q/QnA/A 시리즈 대

응 간이 보수 툴입니다. PLC 읽기/쓰기, 래더 모니터, 디바

이스 모니터, 접점 코일 검색, PLC 진단, 시스템 모니터, 네

트워크 진단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현장에서 간편하게

각종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1

*1 : PocketPC는 별도로 구입하십시오.

●프로그래밍 모듈

EPU01 타입 프로그래밍 모듈은 MELSEC-QCPU 및 QnA,

A PLC CPU에 대응하고 있으며, CPU의 프로그램 편집, 디

바이스 테스트, 디바이스 모니터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

다.

(QCPU는 하이 퍼포먼스 모델 전용)

6.1 파트너 제품



FA 제품

Q 시리즈에서는 PLC의 적용 용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편리 제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FA 제품 라인 업

●변환 모듈

각종 컨트롤러(PLC)에서 외부 배선을 쉽게 접속하는 단자대 변환 모듈.
ㆍ입력, 출력 신호에 대응하는 각 접점(32점)의 동작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단자대 변환 모듈
ㆍ단자대 배선 시 나사를 조일 필요가 없어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나사 불필요 단자대 변환 모듈
ㆍ전선의 피복을 벗기지 않고 압접 접속이 가능한 원터치 커넥터 변환 모듈
ㆍ8점, 16점 단위로 분산 배치가 가능한 단자대 변환 모듈
ㆍ셀프 업 나사로 배선이 단자대 변환 모듈
ㆍDC 및 AC에 사용 가능한 단자대 변환 모듈 및 케이블
ㆍ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도 측정이 가능한 열전대 입력용 단자대 변환 모듈

용이한 소형/저가형

●인터페이스 터미널 모듈

릴레이 트라이액, 트랜지스터 등 다양한 기종을 구비하여 시스템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터미

널 모듈.
ㆍA접점, C접점 릴레이 출력 모듈, 릴레이 절연 입력 모듈, 커넥터 단자대 변환 모듈을 구비
ㆍ1선식, 2선식, 독립 코먼식 등을 구비하여 각종 출력에 대응
ㆍ1점 단위로 모듈(릴레이 트라이액, 트랜지스터) 교환 가능(소켓 타입)
ㆍ소켓이 없는 저가형 릴레이 타입 모듈 구비
ㆍ독립 코먼식 모듈은 릴레이 트라이액, 트랜지스터 함께 사용 가능
ㆍ모듈 교환용 공구를 내장하여 모듈 내에 보관 가능(소켓 타입)

●PLC용 주변 케이블

MELSEC의 각종 모듈과 PC 등과 접속할 수 있는 주변 케이블.
ㆍMELSEC의 각종 모듈과 주변장치(PC), 표시기 등과 광 케이블로 접속 가능
ㆍ노이즈에 강하며 장거리 통신(MAX800m) 가능(유리 섬유 사용 시)
ㆍ같은 방식 이외(RS-232⇔RS-422)에도 직접 통신 가능
ㆍ저가의 플라스틱 섬유 케이블, 가벼우면서도 강한 유리 섬유 케이블
ㆍMELSEC의 각종 모듈과 PC를 저렴하게 접속할 수 있는 메탈 케이블

●PLC 위치결정용 케이블

MELSEC용 각 사 서보 앰프에 대응하는 위치결정 케이블.
ㆍ각종 서보 앰프에 대응하는 제품

ㆍ실드 케이블을 사용하여 노이즈에 안심하고 사용 가능

ㆍ사용자가 제작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배선 잘못의 우려도 없음

ㆍ분리형 전선타입도 구비

● CC-Link용 제품

CC-Link 시스템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구축할 수 있는 CC-Link용 제품.
ㆍCC-Link용 각종 케이블
ㆍCC-Link용 케이블의 양쪽 끝을 단말 처리한 케이블
ㆍCC-Link용 간이형 T분기 모듈, 범용으로 사용 가능한 방수형 T분기 모듈(방수：IP67)
ㆍCC-Link용 케이블의 반외 서랍, 중계가 가능한 각종 원터치 방수 커넥터 및 방수 커넥터 부착 케이블

●중계 터미널 모듈

제어반 내의 미쓰비시 PLC MELSEC-Q, AnS, A 시리즈 및 각종 기기에서 제어반 밖으로 배선 시, 중계

터미널 모듈 경유로 반외용 케이블을 사용하여 쉽게 제어반 밖으로 배선할 수 있습니다.

ㆍ제어반 내에 있는 MELSEC 32점 커넥터 타입 DC 입출력 모듈에서 입출력 신호를 2개의 20심 반외용
케이블로 제어반 밖으로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40P 커넥터 타입 중계 터미널 모듈
ㆍ제어반 내에 있는 MELSEC의 16점 단자대 타입 I/O(AC/DC)의 입출력 신호를 20심 반외용 케이블 1개
로 제어반 밖으로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20P 커넥터 방식 중계 터미널 모듈
ㆍ제어반 내의 20점의 각종 신호를 20심 반외용 케이블 1개로 제어반 밖으로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20P 단자대 타입 중계 터미널 모듈
ㆍ20심 반외용 케이블 5종류와 삽입 오류 방지를 설정할 수 있는 외선용 커넥터 등을 구비

6.1 파트너 제품



■Q 시리즈 대응 제품 일람

6.1 파트너 제품

CPU 모듈 대응

커뮤니케이션 모듈,

인텔리전트 모듈 대응

접속 케이블

FA-CBLQC R2*** PC-CPU 접속용, RS-232 케이블

(미니 DIN6P 수(볼록))-(D-Sub9P 암(오목)) (3, 5, 15m)

FA-CBL30USB PC-CPU 접속용 USB 케이블(3m)

FA-CBL25P6P***
PC, 표시기 등 - CPU 접속용, RS-232 케이블

(미니 DIN6P 수(볼록))-(D-Sub25P 수(볼록))(3, 5, 14m)

FA-CBL9S9P*** PC-인텔리전트 모듈 접속용 RS-232 케이블(D-Sub9P 수

(볼록)) - (D-Sub9P 암(오목))(3, 5, 15m)

광변환기 FA-OPT232** 각종 RS-232 기기 접속용 광변환기

변환 케이블 FA-CBL25S*** 광변환기 접속용 변환 케이블(0.2 M)

변환 어댑터 FA-A25S*** 광변환기 접속용 변환 어댑터

광 케이블 FA-FB M**** * 광변환기 접속용 광 케이블

(반내, 옥내ㆍ휴대용, 옥외용)

DC：입력, 출력 모듈

(커넥터 타입) 대응

나사 불필요 단자대 변환 모듈 FA-TE(W) 32XY DC용 나사 불필요 단자대 타입 32점 모듈

원터치 커넥터 타입 분산 모듈 FA-CB XY** * DC용 원터치 커넥터 타입 8, 16점 분산 모듈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 FA-TB XY** *
DC용 단자대 타입 8점, 16점 분산 모듈, 단자대 타입 16점,

32점 모듈

접속 케이블

FA-CBL FMV*** * 입력, 출력 모듈 - 원터치 커넥터 타입 분산 모듈, FA-CBL

DMF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 접속용 케이블

***

*

FA-(F) CBL MMH***
원터치 커넥터 타입 분산 모듈, 단자대 타입 분산 모듈 간 접속

용 케이블

AC/DC：입력, 출력

모듈

(단자대 타입) 대응

PLC/단자대 변환 모듈 FA-TB161AC** AC/DC용 단자대 변환 모듈 16점 1 코먼, 1선 또는 2선식

접속 케이블 FA-CBL TD** 입력, 출력 모듈 - PLC/단자대 변환 모듈 접속용 케이블

DC：입력, 출력 모듈

(커넥터 타입) 대응

인터페이스 터미널 모듈 FA-TH16******
A 접점 릴레이 C 접점 릴레이 트라이액, 트랜지스터 출력 터미

널 모듈(16점), A 접점 릴레이 입력 터미널 모듈(16점)

접속 케이블
FA-CBL FM2V*** 인터페이스 터미널 모듈 접속용 케이블 40심

FA-CBL MMH20*** 인터페이스 터미널 모듈 접속용 케이블 20심

위치결정 모듈 대응 접속 케이블

FA-CBLQ75***** 위치결정 모듈 - 서보 앰프 간 접속용 케이블

(QD75용)

FA-CBLQ70***
위치결정 모듈-서보 앰프 간 접속용 케이블

(QD70용)

온도 입력 모듈 대응
변환 모듈 FA-TB20TD Q64TD용 단자대 모듈

접속 케이블 FA-CBLQ64TD** Q64TD 단자대 모듈 접속용 케이블

온도 조절 모듈 대응
변환 모듈 FA-TB20TC Q64TCTT(BW)용 단자대 모듈

접속 케이블 FA-CBLQ64TC** Q64TCTT(BW) 단자대 모듈 접속용 케이블

AC/DC：입력, 출력

모듈

(단자대 타입) 대응

중계 터미널 모듈
FA-CC P**

커넥터 타입, 단자대 타입 중계 터미널 모듈
FA-CTB20P

반외 접속용 케이블 FA-CBL EX*** **** 제어반 밖으로 중계 터미널 모듈 접속용 케

이블

배선 시 사용하는

품명 품종 형명 개요

FA-CBL DM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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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1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안전을 위한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주의 사항

본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각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매뉴얼

및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매뉴얼에서 소개하는 관련 매뉴얼

을 잘 읽으신 후 안전에 주의하여 올바르게 취급하시기 바

니다.랍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에서는 주의 사항을 「위험」,

「주의」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위험

잘못 취급하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며, 사망

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

주의

잘못 취급하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며, 중경

상을 입거나 물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또한, 주의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일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설계 시 주의 사항

●외부 전원의 이상이나 PLC 본체의 고장 시라도 시스템

전체가 안전하게 동작하도록 PLC 외부에 안전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출력 이상, 동작 이상에 의해 사고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1) 비상 정지 회로, 보호 회로, 정회전/역회전 등 상반되

는 동작의 인터록 회로, 위치결정의 상한/하한 등 기계

파손 방지의 인터록 회로 등은 PLC의 외부에 구성하십

시오.

(2) PLC는 다음과 같은 이상을 검출하면 연산을 정지하며,

(a)의 경우 모든 출력을 OFF합니다.

(b)의 경우 파라미터 설정에 따라 모든 출력을 유지하

거나 OFF합니다.

다만 AnS 시리즈의 모듈은 (a), (b)의 어느 경우에도

출력이 OFF됩니다.

PLC CPU가 검출할 수 없는 입출력 제어 부분 등의 이상

발생 시는 모든 출력이 ON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계가

안전하게 동작하도록 PLC의 외부에 페일 세이프 회로를

구성하거나 기구를 마련하십시오.

페일 세이프 회로 예에 대해서는 본 매뉴얼의 “실장과 설

치”를 참조하십시오.

위험

(3) 출력 모듈의 릴레이나 트랜지스터 등의 고장에 따라서

는 출력이 ON 상태를 유지하거나 OFF 상태를 유지하

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출

력 신호에 대해서는 외부에 감시 회로를 마련하십시오.

●출력 모듈에 대해 정격 이상의 부하 전류 또는 부하 합

선 등에 의한 과전류가 장시간 계속해서 흐르면, 발연ㆍ

발화의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에 퓨즈 등 안전 장치를

련하십시오.

마

●PLC 본체의 전원 기동 후 외부 공급 전원이 투입되도록

회로를 구성하십시오.

외부 전원을 먼저 공급하면 출력 이상, 동작 이상에 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

●데이터 링크가 교신 이상이 되었을 때의 각 국의 동작

상태에 대해서는 각 데이터 링크 매뉴얼을 참조하십시

오.

출력 이상, 동작 이상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CPU 모듈에 주변기기를 접속하거나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특수 기능 모듈에 PC 등을 접속하여 운전 중인

PLC를 제어(데이터 변경)할 때는, 항시 시스템 전체가

안전하게 동작하도록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인터록 회로

를 구성하십시오.

또한, 운전 중인 PLC에 기타 제어(프로그램 변경, 운전

상태 변경(상태 제어))를 할 때는 매뉴얼을 잘 읽고 충분

히 안전을 확인하고 나서 실행하십시오.

외부 기기에서 원격지의 PLC에 상기의 제어를 할

때는 데이터 교신 이상으로 PLC의 트러블에 즉각적으

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인터록 회로를 구성하고 데이터

교신 이상 발생 시 시스템에 대한 처리 방법 등을 외부

기기와 PLC CPU 간에 정해 놓으십시오.

특히,

주의

●제어선이나 통신 케이블은 주회로나 동력선 등과 함께

묶거나 가까이 배치하지 마십시오.

100mm 이상을 기준으로 떼어 놓으십시오.

노이즈에 의한 동작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출력 모듈에서 램프 부하, 히터, 솔레노이드 밸브 등을

제어할 때, 출력의 OFF → ON 시에 큰 전류(일반적인

경우의 10배 정도)가 흐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격전류

에 여유가 있는 모듈로 변경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십

시오.

Q 시리즈 모듈
모듈

AnS 시리즈

(a) 전원 모듈의 과전류 보

호 장치 또는 과전압 보

호 장치가 동작하였을 때

출력 OFF출력 OFF

(b) PLC CPU에서 WDT 에

러 등 자기진단 기능으로

이상을 검출하였을 때

파라미터 설정

에 의해 모든 출

력을 유지 또는

OFF출력 OFF

출력 OFF

부

위험



■장착 시 주의 사항 ■배선 시 주의 사항

주의

●PLC는 본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일반 사양의 환경에

서 사용하십시오.
일반 사양을 벗어나는 환경에서 사용하면, 감전, 화재,

동작 이상, 제품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모듈 하부의 모듈 장착용 레버를 누르면서 모듈 고정용

고리를 베이스 모듈의 고정 구멍에 확실히 삽입하고,

듈 고정 구멍을 지지점으로 하여 장착하십시오.

모

모듈이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동작 이상, 고

떨어짐의 원인이 됩니다.

진동이 많은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모듈을 나사로 조

이십시오.

나사는 규정 토크 내에서 조이십시오.

나사를 느슨하게 조이면 떨어짐, 합선, 동작 이상의 원

인이 됩니다.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이면 나사나 모듈의 파손에 의한 떨

어짐, 합선, 동작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장,

●증설 케이블은 베이스 모듈의 증설 케이블용 커넥터에

확실히 장착하십시오.

장착 후 장착 상태를 점섬하십시오.

접촉 불량에 의해 오입력, 출력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메모리 카드는 메모리 카드 장착 슬롯에 확실하게 장착

하십시오.

장착 후 장착 상태를 .

접촉 불량에 의한 동작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점검하십시오

●모듈은 반드시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부 공급 전

원을 모두 차단하고 나서 탈착하십시오.

모두 차단하지 않으면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에 대응하는 CPU 모듈을 사용한 시스

템 및 MELSECNET/H 리모트 I/O국은 온라인 중(전원

공급 중)에 모듈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중(전원 공급 중)에 모듈 교환이 가능한 모

듈에는 제한이 있으며, 모듈 마다 교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QCPU 사용자 매뉴얼 및 온라

인 모듈 교환에 대응하는 모듈 매뉴얼의 온라인 모듈 교

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모듈의 도전 부분에는 직접 접촉하지 마십시오.

모듈의 동작 이상,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배선 작업 등은 반드시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부

공급 전원을 모두 차단하고 나서 실행하십시오.

모두 차단하지 않으면 감전 또는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

니다.

●배선 작업 후 전원을 공급하거나 운전하는 경우 반드시

제품에 부속된 단자 커버를 장착하십시오.

단자 커버를 장착하지 않으면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FG 단자 및 LG 단자는 PLC 전용 D종 접지(제3종 접지)

이상으로 반드시 접지하십시오.

감전, 동작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듈은 제품의 정격전압 및 단자 배열을 확인한 다음 올

바르게 배선하십시오.

정격과 다른 전원을 접속하거나 잘못 배선하면 화재, 고

장의 원인이 됩니다.

●외부 접속용 커넥터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공구로 압착

및 압접하거나 올바르게 납땜하십시오.

접속이 불완전하면 합선, 화재, 동작 이상의 원인이 됩

니다.

●나사는 규정 토크 내에서 조이십시오.

나사를 느슨하게 조이면 떨어짐, 합선, 동작 이상의 원

인이 됩니다.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이면 나사나 모듈의 파손에 의한 떨

어짐, 합선, 동작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모듈 내에 부스러기나 배선 쓰레기 등 이물질이 들어가

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화재, 고장, 동작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모듈은 배선 시에 모듈 내에 배선 쓰레기 등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듈 상부에 침투 방지 라

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배선 작업 중에는 본 라벨을 벗기지 마십시오.

시스템 운전 시는 방열을 위해 본 라벨을 반드시 벗겨

주십시오.

부

주의

부1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기동ᆞ보수 시 주의 사항

위험

●전원 공급 중에 단자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배터리는 올바르게 접속하십시오.

충전, 분해, 가열, 불 속 투입, 합선, 납땜 등을 실행하지

마십시오.

배터리를 잘못 취급하면 발열, 파열, 발화 등에 의한 손

상, 화재의 우려가 있습니다.

●청소, 단자 나사, 모듈 고정 나사는 반드시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부 공급 전원을 모두 차단하고 나서 조

이십시오.

모두 차단하지 않으면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사를 느슨하게 조이면 떨어짐, 합선, 동작 이상의 원

인이 됩니다.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이면 나사나 모듈의 파손에 의한 떨

어짐, 합선, 동작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주의

●운전 중인 CPU 모듈에 주변기기를 접속하여 실행하는

온라인 조작(특히 프로그램 변경, 강제 출력, 운전 상태

의 변경)은 매뉴얼을 잘 읽고, 충분히 안전을 확인하고

나서 실행하십시오.

조작 잘못에 따른 기계의 파손이나 사고의 원인이 됩니

다.

●각 모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고장, 동작 이상, 손상,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휴대전화나 PHS 등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기기는 PLC

본체의 모든 방향에서 25cm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사

용하십시오.
25cm 이내에서 사용하면 동작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모듈은 반드시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부 공급 전

원을 모두 차단하고 나서 탈착하십시오.

모두 차단하지 않으면 모듈의 고장이나 동작 이상의 원

인이 됩니다.

온라인 모듈 교환에 대응하는 CPU 모듈을 사용한 시스

템 및 MELSECNET/H 리모트 I/O국은 온라인 중(전원

공급 중)에 모듈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중(전원 공급 중)에 모듈 교환이 가능한 모

듈에는 제한이 있으며, 모듈 마다 교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QCPU 사용자 매뉴얼 및 온라

인 모듈 교환에 대응하는 모듈의 매뉴얼의 온라인 모듈

교환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모듈과 베이스는 제품 사용 후 50회 이내에서 탈착하십

시오.(JIS-B3502에 준거)

50회를 초과하면 동작 이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듈에 장착하는 배터리는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떨어짐ㆍ충격에 의해 배터리가 파손되어 배터리액이 배

터리 내부에서 누수될 수 있습니다.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한 배터리는 사용하지 마시고

기하십시오.

폐

●모듈에 접촉하기 전에는 반드시 접지된 금속 등에 먼저

접촉하여 인체 등에 대전되어 있는 정전기를 방전시키

십시오.

정전기를 방전시키지 않으면 모듈의 고장이나 동작 이

상의 원인이 됩니다.

■폐기 시 주의 사항

●제품을 폐기할 때는 산업 폐기물로 취급하십시오.

■수송 시 주의 사항

●리튬을 함유하고 있는 배터리의 수송 시는 수송 규제에

따른 취급이 필요합니다.

(규제 대상 기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7을 참조하십

시오.)

부

주의

주의

주의

부1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부2 실장과 설치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여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실장 및 설치에 대한 방법 및 주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페일 세이프 회로

PLC 전원의 ON-OFF 시는 PLC 본체 전원과 제어 대상용 외부 전원(특히 DC)의 지연 시간 및 기동 시간의 차이에 의해 제어

출력이 일시적으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DC 출력 모듈에 제어 대상 외부 전원을 흐르게 한 다음 PLC 본체 전원을 흘리면, DC 출력 모듈이 PLC의 전원

ON 시에 순간적으로 출력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PLC 본체의 전원을 흐르게 할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전원의 이상이나 PLC 본체의 고장 시는 시스템 전체가 이상 동작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페일 세이프(이중 안전 장치)의 관점에서 이상 동작으로 인한 기계의 파손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비상 정지 회로,

보호 회로, 인터록 회로 등)은 PLC의 외부에 따로 회로를 구성하십시오.

아래 그림에 상기 관점에서의 시스템 설계 회로 예를 나타냅니다.

■시스템 설계 회로 예(전원 모듈의 단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Q00JCPU의 경우)

AC의 경우
전원

트랜스

퓨즈

CPU 모듈

프로그램
기동 SW

정지 SW

입력 모듈

출력 모듈

출력 모듈

직류 전류 확립
신호 입력

기동ㆍ정지 회로

PLC의 RUN

출력인 RA1
ON 시에 기동 가능

경보용 출력

(램프 또는 부저)

SM403에 의해 RUN 시에 ON

정지 시 출력 기기의

전원 OFF

비상 정지 시
극한 리미트에 의한

정지 시

인터록 회로

정회전, 역회전 등
상반되는 동작이나
기계의 파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은 외부에 인터록 회
로를 구성합니다.

전원
ACㆍDC의 경우

트랜스 트랜스

퓨즈 퓨즈

CPU 모듈

프로그램
기동 SW

정지 SW

출력 모듈

출력 모듈

직류 전원

퓨즈

TM은 DC 입력 신호가

확립할 때까지의 시간

으로 설정한다.

전압 릴레이를 사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경보용 출력

(램프 또는 부저)

SM403에 의해 RUN 시에 ON

정지 시 출력 기기의

전원 OFF

비상 정지 시

극한 리미트에 의한

정지 시

부



전원의 기동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C의 경우

[1] 전원을 「ON」한다.

[2] CPU가 「RUN」된다.

[3] 기동 SW를 「ON」한다.

[4] 전자 콘택터(MC) 「ON」 시에 프로그램으로 출력 기

기를 구동한다.

●ACᆞDC의 경우

[1] 전원을 「ON」한다.

[2] CPU가 「RUN」된다.

[3] DC 전원 확립 시 RA2를 「ON」한다.

[4] DC 전원 100% 확립 시 타이머(TM)를 「ON」한다.

(TM 설정값은 RA2 「ON」에서 DC 전압 100% 확립

시까지의 시간으로 설정값은 0.5초로 하십시오.)하고,

[5] 기동 SW를 「ON」한다.

[6] 전자 콘택터(MC) 「ON」 시 프로그램으로 출력

구동한다.(RA2에 전압 릴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프

그램에서 타이머(TM)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로

기기

를

■시스템 설계 회로 예(전원 모듈의 단자를 사용하는 경우)

부2 실장과 설치

직류 전류 확립
신호 입력

기동ㆍ정지 회로

PLC의 RUN
출력인 RA1
ON 시 기동 가능

전원 모듈

인터록 회로

정회전, 역회전 등
상반되는 동작이나
기계의 파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은 외부에 인터록 회
로를 구성합니다.

전원
ACㆍDC의 경우

트랜스

퓨즈

CPU 모듈

기동
SW

프로그램

정지

출력 모듈

출력 모듈

직류 전원

퓨즈

TM은 DC 입력 신호가
확립할 때까지의 시간
으로 설정한다.

전압 릴레이를 사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경보용 출력

(램프 또는 부저)

접점 OFF(정지 에러

발생) 시 OFF

접점 OFF 시 출력

기기 전원 OFF

비상 정지 시

극한 리미트에 의한
정지 시

SW

퓨즈

트랜스

부



전원의 기동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AᆞDC의 경우C

[1] 전원을 「ON」한다.

[2] CPU가 「RUN」된다.

[3] DC 전원 확립 시 RA2를 「ON」한다.

[4] DC 전원 100% 확립 시 타이머(TM)를 「ON」한다.(TM의 설정값은 RA2 「ON」에서 DC 전압 100% 확립 시까지의

시간으로 한다. 설정값은 0.5초로 하십시오.)

[5] 기동 SW를 「ON」한다.

[6] 전자 콘택터(MC) 「ON」 시 프로그램에 의해 출력 기기를 구동한다.(RA2에 전압 릴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서 타이머(TM)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PLC 고장 시 페일 세이프 대책

PLC CPU 모듈과 메모리의 고장 발생은 자기진단 기능에 의해 검출되지만, 입출력 제어 부분 등에 이상이 있을 때는 CPU

모듈에 따라 고장을 검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장에 따라 모든 접점이 ON 또는 OFF하거나 제어 대상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을 보장할 수 없

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조회사로서 품질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떠한 원인으로 PLC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기계의 파손이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부에 페일 세이프 회로를 구성하십시오.

시스템 예와 그 페일 세이프의 회로 예를 나타냅니다.

*1 : 페일 세이프용 출력 모듈은 시스템의 마지막 슬롯에 장착하십
시오.

(상기 시스템에서는 Y80~Y8F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예

*2 : Y80은 0.5초 간격으로 ON/OFF를 반복하므로 무접점 출력
모듈(상기 예는 트랜지스터)을 사용하십시오.

페일 세이프 회로 예

부2 실장과 설치

입력

슬롯 점수 16점

페일 세이프용 출력 모듈 *1

출력

ON 지연 타이머

내부 프로그램

OFF 지연 타이머

외부 부하

CPU 모듈 출력 모듈 *2

입력 입력 입력 입력

16점 16점 16점 16점

출력 출력 출력

슬롯 점수 16점 16점 16점 16점

부



PLC의 발열량 계산 방법

PLC가 탑재된 제어반 내의 온도는 PLC의 사용 주위 온도

55℃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어반의 방열 설계를 하기 위해 내부에 탑재되는 장치ㆍ기

기의 평균 소비 전력(발열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PLC 시스템의 평균 소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소비 전력에서 제어반 내 온도 상승을 산출하십시오.

전력을

■평균 소비 전력 계산 방법

PLC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곳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전원 모듈의 소비 전력

전원 모듈의 전력 변환 효율은 약70% 정도로, 30%가

발열로 소비되어 출력 전력의 3/7이 소비 전력이 됩니

다.

따라서 계산식은

각 모듈의 논리 DC5V 회로 소비 전류

전원 이중화 시스템을 구성한 경우에도, 「전원 모듈의 소비 전

력」의 계산 방법은 전원 단독 시스템 구성 시와 동일합니다.

(이중화 전원 모듈(Q64RP)은 2대를 병렬로 운전하면 부하 전류

를 반씩 분담하여 운전합니다.)

(2) 각 모듈(CPU 모듈 포함)의 합계 DC5V 논리부 소비 전

력

전원 모듈의 DC5V 출력 회로부가 각 모듈의 소비 전력

이 됩니다.

(베이스 모듈의 소비 전류도 포함됩니다.)

* ：모션 CPU, PC CPU 모듈의 소비 전력은 각 모듈의 취급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 출력 모듈의 합계 DC24V 평균 소비 전력(동시 ON점수

만큼의 소비 전력)

외부 DC24V 전원의 평균 전력이 각 모듈의 합계 소비

전력이 됩니다.

(4) 출력 모듈의 출력 드롭 전압에 의한 평균 소비 전력

(동시 ON점수 만큼의 소비 전력)

출력 점수×동시 ON율 (W)

출력 전류(실 사용 시 전류)(A)

각 출력 모듈의 드롭 전압(V)

(5) 입력 모듈의 입력 평균 소비 전력(동시 ON점수 만큼의

소비 전력)

W I EIN IN= × ×입력 점수×동시 ON율 (W)

IIN ：입력 전류(교류의 경우, 실효값)(A)

E ：입력 전압(실 사용 시 전압)(V)

(6)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전원부의 소비 전력

이상에 의해 각 블록별로 계산한 소비 전력을 더한 값이

PLC 시스템 전체의 소비 전력이 됩니다.

이 전체의 소비 전력(W)에서 발열량 및 제어반 내 온도 상

승을 계산하십시오.

다음은 제어반 내 온도 상승의 개략 계산식입니다.

W：PLC 시스템 전체의 소비 전력(상기에서 구한 값)

A： 제어반 내의 표면적〔m 〕2

U： 팬 등에 의해 제어반 내의

온도를 균일하게 할 때 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6ㆍ

제어반 내의 공기를 순환시키지 않을 때ㆍㆍㆍㆍㆍ4

제어반 내의 온도가 규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열교환기를 제

어반에 장착하여 제어반 내의 온도를 내려 주십시오.

일반 환기팬을 사용하면 외부의 공기와 함께 먼지 등도 들어옵니

다.

먼지 등에 의해 PLC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십

시오.

(7) 평균 소비 전력의 계산 예

(a) 시스템 구성

(b) 각 모듈의 DC5V 소비 전류

부2 실장과 설치

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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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전원 모듈의 소비 전력

(d) 각 모듈의 합계 DC5V 논리부 소비 전력

(e) 출력 모듈의 합계 DC24V 평균 소비 전력

(f) 출력 모듈 출력 드롭 전압에 의한 소비 전력

(g) 입력 모듈의 입력 평균 소비 전력

(h)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전원부의 소비 전력

(i) 시스템 전체의 소비 전력

이중화 시스템(이중화 CPU 사용 시)을 구성한 경우의 발열량은

제어계/대기계 시스템을 각각의 단독 시스템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를 더한 값이 됩니다.

모듈의 장착

■취급 시 주의 사항

CPU 모듈,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전원 모듈,

베이스 모듈 등의 취급 시 주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ㆍ모듈의 케이스, 메모리 카드, 단자대 커넥터, 핀 커넥터는

떨어 뜨리거나 강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ㆍ모듈의 프린트 기판은 케이스에서 분리하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ㆍ모듈 고정 나사 및 단자대 나사는 다음의 범위에서 조이십

시오.

ㆍQ3□B, Q3□SB, Q3□RB, Q6□B, Q6□RB, QA1S6□B의

전원 모듈 장착 슬롯에는 전원 모듈을 반드시 장착하십시

오.

전원 모듈을 장착하지 않고 입출력 모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등 부하가 적은 모듈을 장착하면 이들 모듈이 동작할

수도 있지만, 전압이 불안정하게 되므로 동작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ㆍ증설 케이블, 트래킹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주회로(고

전압, 대전류)선과 함께 배선하거나 가까이 배치하지 마십

시오.

100mm 이상을 기준으로 떼어 놓으십시오.

다음의 순서로 기본 베이스 모듈 및 Q00JCPU를 장착(

경우)하십시오.

나사

를 고정하는

(1) 베이스 모듈 위쪽용 설치용 나사 2개를 제어반에 건다.

부2 실장과 설치

표 부.1 조임 토크 범위

나사의 위치 조임 토크 범위

모듈 고정 나사(M3×12 나사)

입출력 모듈 단자대 나사(M3 나사)

입출력 모듈 단자대 장착 나사(M3.5 나사)

전원 모듈의 단자 나사(M3.5 나사)

제어반

부

포인트



(2) 오른쪽 나사에 베이스 모듈 오른쪽의 노치(notch)를 건

다.

제어반

(3) 왼쪽 나사에 베이스 모듈 왼쪽의 장착 구멍을 건다.

(4) 베이스 모듈 아래 쪽 장착 나사 구멍에 장착 나사를 4개

의 장착 나사로 조인다.

주1：기본 베이스 모듈, Q00JCPU를 제어반에 걸 때는 오른쪽 끝
슬롯에는 모듈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십시오.
분리할 때는 오른쪽 끝 슬롯의 모듈을 떼고 나서 베이스 모듈
을 분리하십시오.

주2：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에 동봉되어 있는 장착 나사는 다
른 베이스 모듈에 동봉되어 있는 장착 나사와 다릅니다.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용 장착 나사는 「십자 구멍 부착
바인드 소나사 M4×12(검정)」를 사용하십시오.

DIN 레일을 장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DIN 레일 장착 시 전용 장착 어댑터(별매)가 필요하므로 따

로 준비하십시오.

(a) 적용 어댑터 형명

Q38B, Q312B, Q68B, Q612B,

Q38RB, Q68RB용

Q35B, Q65B, Q00JCPU용

Q33B, Q52B, Q55B, Q63B, Q32SB,

Q33SB, Q35SB용

표 부.2 DIN 레일 설치용 어댑터 동봉품.

(b) 어댑터 장착 방법

베이스 모듈에 DIN 레일 설치용 어댑터를 장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c) 적용 DIN 레일 형명(JIS C 2812)

TH35-7.5Fe

TH35-7.5Al

TH35-15Fe

(d) DIN 레일 장착 나사 간격

TH35-7.5Fe, TH35-7.5Al의 DIN 레일을 사용할

때,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레일 장착 나사(사용자

구입품)를 200mm 이하의 피치로 조이십시오.

진동이나 충격이 큰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 나사를 200mm 이하의 피치로 조이십시

오.

① Q38B, Q312B, Q68B, Q38RB, Q68RB를 사용

한 경우

A위치(베이스 모듈의 하부)는 DIN 레일 설치용

어댑터(이하, 어댑터로 줄여서 표현)에 동봉 된

장착 나사와 각형 와셔를 사용하여 3부분의 DIN

레일을 조이십시오

부2 실장과 설치

：Q6DIN1

：Q6DIN2

：Q6DIN3

DIN 레일

설치용 어댑터

동봉품의 개수

어댑터

(대)

어댑터

(소)

장착

나사
(M5×10)

각형 와셔 스토퍼

베이스 모듈 뒷면

어댑터(소)의 훅을 아래
쪽의 구멍에 걸칩니다.

어댑터(소)의 상부를 “탈칵”
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안쪽
으로 밀어넣습니다.

어댑터(대)를 베이스 모듈의 홈 부분에
아래에서 밀어 넣습니다.

어댑터(대)의 하부를 “탈칵”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DIN 레일 DIN 레일 장착 나사(사용자 구입품)

P=200mm 이하

DIN 레일
장착 나사(어댑터 동봉품)
각형 와셔 필요 1*

장착 나사(사용자 준비)
각형 와셔 불필요

스토퍼

스토퍼
P=200㎜ 이하

제어반

부



② Q35B, Q65B, Q00JCPU, Q33B, Q52B, Q55B,

Q63B, Q32SB, Q33SB, Q35SB를 사용한 경우

A위치(베이스 모듈의 하부)는 어댑터에 동봉된

장착 나사와 각형 와셔를 사용하여 2부분의 DIN

레일을 조이십시오.

*2 : A 위치(베이스 모듈의 하부)는 어댑터에 동봉된 장착 나사와
각형 와셔를 사용하여 DIN 레일을 제어반 등에 조이십시오.

*3：B 위치(베이스 모듈이 장착되어 있지 않는 장소)는 어댑터에
동봉된 장착 나사와 각형 와셔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
용자가 별도로 구입한 장착 나사로 DIN 레일을 조이십시오.

1. 와셔는 장착 나사 마다 한 장만 사용하십시오.

어댑터에 동봉된 각형 와셔 이외의 부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와셔를 2장 이상 겹쳐서 설치하면, 장착 나사가 베이스 모듈

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2. 각형 와셔는 반드시 DIN 레일에 평행이 되도록 장착하십시오.

3. DIN 레일은 M5 크기의 나사를 장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십

시오.

(e) 스토퍼의 설치

진동이나 충격이 큰 곳에는 (a)와 같이 DIN 레일 설

치용 어댑터에 동봉된 스토퍼를 사용하여 베이스

모듈을 고정하십시오.

스토퍼를 사용할 때는 다음의 스토퍼 치수를 고려하여 제어반 등

에 장착하십시오. 베이스 모듈의 치수(W)에 대해서는 1.8절을

참조하십시오.

(f) DIN 레일 장착 시 측면 치수도

부2 실장과 설치

*1 :

DIN 레일
장착 나사(어댑터 동봉품)
각형 와셔 필요 1*

장착 나사(사용자 준비)
각형 와셔 불필요

스토퍼

스토퍼

P=200㎜ 이하

각형 와셔 DIN 레일

장착 나사

(M5×10) 측면도 A

장착 나사 DIN 레일

각형 와셔 장착 위치(제어반 등)

측면도 A

각형 와셔 DIN 레일 각형 와셔 DIN 레일

① 스토퍼 상부의 나사를 느슨하게
.(2개)

한
다

② 스토퍼 하부의 훅을 DIN 레일의 하
부에 건다. 스토퍼 앞면의 ↑ 방향
을 위로 향하도록 한다.

③ 스토퍼 상부의 훅을 DIN 레일 상부
에 건다.

④ 스토퍼를 베이스 모듈의 끝까지 밀
어 밀착한다.

⑤ 스토퍼 상부의 나사를 드라이버로
단단히 조인다.
(조임 토크 100~135Nㆍcm)

좌우의 스토퍼가 DIN 레일에 확실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완 료

훅 스토퍼

훅

③ DIN 레일 위에 훅을 건다

② DIN 레일 아래에
훅을 건다

스토퍼

DIN 레일

(왼쪽)

스토퍼

DIN 레일

(오른쪽)

스토퍼 스토퍼

스토퍼
베이스 모듈

스토퍼

DIN 레일

베이스 모듈의 치수：W 1* DIN 레일 중심

단위：mm

DIN 레일 깊이(D)

제어반면

베이스 전원 모듈

DIN 레일 어댑터

DIN 레일

예:Q64P 전원 모듈=115

단위：mm

부

포인트

포인트



■베이스 모듈 장착 시 주의 사항

PLC를 제어반 등에 설치하는 경우, 조작성, 보수성, 내환경

성을 고려하십시오.

(1) 모듈 장착 위치

통풍이 잘되게 하고 모듈을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모듈

상하부와 구조물이나 부품과 다음의 거리를 .두십시오

(a) 기본 베이스 모듈, 증설 베이스 모듈의 경우

*1 : 배선 덕트 높이가 50mm 이하인 경우. 이외는 40mm 이상.
*2 : 인접하는 모듈을 분리하지 않고 증설 케이블을 장착하는 경우

20mm 이상.

*3：커넥터 타입의 경우 80mm 이상. 이중화 CPU를 사용하는 경
우 트래킹 케이블을 장착해야 하므로 140mm 이상.

*4：Q7BAT를 장착하는 경우 45mm 이상.

(b)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의 경우

*1 : 배선 덕트 높이가 50mm 이하인 경우. 이외는 40mm 이상.

*2 :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모듈은 전원 모듈의 배선이 모듈 왼쪽
보다 깁니다. 배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17mm 이상 떨어뜨
려 설치하십시오.

모듈 왼쪽의 구조물이나 기기, 부품 등에 의해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스파이럴 튜브 등의 절연체로 보호
하십시오.

*3：커넥터 타입의 경우 80mm 이상.
*4：Q7BAT를 장착하는 경우 45mm 이상.

(2) 모듈 장착 방향
ㆍPLC는 방열을 위해 통풍이 잘 되도록 아래 그림과 같은방

향으로 장착하십시오.

ㆍ아래 그림과 같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장착면

베이스 모듈은 평평한 면에 장착하십시오.

장착면에 요철이 있으면 프린트 기판에 무리한 힘이 가

해져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4) 다른 기기와 함께 배선

대형 전자 콘택터나 차단기 등과는 별도의 패널에 넣거

나 떨어뜨리십시오.

(5) 다른 기기와의 거리

방사 노이즈나 열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PLC와 기기(콘

택터나 릴레이)는 다음의 거리를 .두십시오

ㆍPLC의 앞면에 장착된 기기：100mm 이상*

ㆍPLC의 좌우에 장착된 기기：50mm 이상

*：이중화 CPU를 사용하는 경우 트래킹 케이블에서 100mm 이
의 거리를 .

상
두십시오

부2 실장과 설치

제어반의 천정 또는 배선 덕트,
부품의 위치를 나타낸다.

5mm 이상 2*

PLC

제어반 문

제어반의 천정 또는 배선 덕트,
부품의 위치를 나타낸다.

30mm 이상 1*

30mm 이상
*4

20mm
이상 3*

5mm 이상

17mm 이상 2*

PLC

제어반 문

30mm 이상 1*

30mm 이상
*4

20mm
이상 3*

5mm 이상

세로 장착 가로 장착

콘택터, 릴레이 등

100mm 이상 * 50mm 이상

50mm 이상

부



배선

■배선 시 주의 사항

전원선을 배선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 전원 배선

ㆍ PLC의 전원과 입출력 기기 및 동력 기기는 다음과 같이

계통을 분리하여 배선하십시오.

노이즈가 많은 경우에는 절연 트랜스를 접속하십시오.

ㆍ 여러 전원 모듈의 DC24V 출력을 병렬로 접속하여 1대의

입출력 모듈에 공급하지 마십시오.

병렬로 접속하면 전원 모듈이 손상됩니다.

ㆍ AC100V선, AC200V선, DC24V선 등은 가능한 한 조밀하

게 트위스트하여 모듈 간을 최단 거리로 접속하십시오.

전압강하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굵은 선(MAX. 2mm )

을 사용하십시오.

2

ㆍ AC100V선, DC24V선 모두 주회로(고전압, 대전류)선, 입

출력 신호선과 함께 배선하거나 가깝게 설치하지 마십시

오.
100mm 이상을 기준으로 떼어 놓으십시오.

ㆍ 번개에 의한 서지를 방지하기 위해 그림 부.25와 같이 낙

뢰용 서지 앱소버를 접속하십시오.

1. 낙뢰용 서지 앱소버의 접지(E1)와 PLC의 접지(E2)는 분리하

여 주십시오.
2. 전원 전압이 최대로 상승하더라도 서지 앱소버의 최대 허용

회로 전압을 초과하지 않는 충분한 용량의 낙뢰용 서지 앱소

버를 선정하십시오.

(2) 입출력 기기의 배선

ㆍ 단자대에는 절연 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는 사용할 수 없습

니다.

압착 단자의 전선 접속부에는 마크 튜브 또는 절연 튜브를

씌울 것을 권합니다.

ㆍ 단자대에 접속하는 전선은 심선 0.3mm ~ 0.75mm , 외

경 2.8mm 이하의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2 2

ㆍ 입력선과 출력선은 분리하여 배선하십시오.

ㆍ 주회로선이나 동력선과 분리할 수 없을 때는 일괄 실드 케

이블을 사용하여 PLC에서 접지하십시오.

반대 쪽에 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ㆍ 배관을 사용하여 배선하였을 때는 관을 확실히 접지하십

시오.

ㆍ DC24V 입력선은 AC100V나 AC200V의 선과 분리하십시

오.

ㆍ 200m 이상의 장거리 배선 시에는 선간 용량에 의한 누설

전류로 이상이 발생합니다.

ㆍ 온라인으로 모듈을 교환하는 모듈의 외부 전원은 감전이

나 동작 중인 모듈의 동작 이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스위

치 등으로 별도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3) 접지

접지는 다음과 같이 작업하십시오.

ㆍ 접지는 가능한 한 전용 접지로 D종 접지(제3종 접지)하십

시오.(접지 저항 100Ω 이하)

ㆍ 전용 접지를 할 수 없을 때는 아래 그림 중에 「(2) 공용

접지」로 하십시오.

ㆍ 접지용 전선은 2mm 이상을 사용하십시오.2

접지점은 가능한 한 PLC에 가깝게 하여 접지선의 거리를

짧게 하십시오.

부2 실장과 설치

주전원

PLC

전원

절연

트랜스

PLC

입출력 전원

입출력 기기

주회로 기기

주회로 기기

PLC
실드 케이블

입력

출력 실드 피복

전원 모듈 입출력 모듈 전원 모듈 입출력 모듈

외부 전원

PLC

입출력 기기

낙뢰용 서지 앱소버

PLC 다른 기기

D종 접지
(제3종 접지)

(1) 전용 접지……최선 (2) 공용 접지……양호 (3) 공통 접지……불가능

PLC PLC다른 기기다른 기기

D종 접지
(제3종 접지)

부

포인트



■전원 모듈의 배선

기본 베이스 모듈 및 증설 베이스 모듈의 전원선, 접지선 등

배선 예를 나타냅니다.

(1) 전원 단독 시스템의 경우

*1 : 단자는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기본 베이스 모듈에 전원 모듈을 장착한 경우＞

AC 전원 미입력 시, CPU 모듈 정지 에러(리셋 시 포함) 발

생 시 또는 전원 모듈의 퓨즈 단선 시 OFF(개방)됩니다.
＜증설 베이스 모듈에 전원 모듈을 장착한 경우＞
항시 OFF(개방)됩니다.

1. AC100/200V, DC24V의 전원선은 가능한 한 굵은 전선(최대

2mm )으로 하여 반드시 연결 단자에서 꼬십시오.

압착 단자는 나사의 합선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 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를 사용하십시오.

2. LG 단자와 FG 단자를 접속한 경우 반드시 접지하십시오.

접지하지 않으면 노이즈에 취약해집니다.

LG 단자는 입력 전압의 1/2의 전위를 갖고 있으므로 단자부

에 접촉하면 감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증설 베이스 모듈의 단자에서 시스템의 이상을 검출할

수 없습니다.( 단자는 항시 OFF)

2

(2) 전원 이중화 시스템의 경우

*2 : 단자는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에 이중화 전원 모듈을 장착한 경

우＞
AC 전원 미입력 시, CPU 모듈 정지 에러(리셋 시 포함) 발

생 시, 이중화 전원 모듈의 퓨즈 단선시 또는 이중화 전원

모듈 고장 시 OFF(개방)됩니다.
＜이중화 증설 베이스 모듈에 이중화 전원 모듈을 장착한 경

우＞
AC 전원 미입력 시, 이중화 전원 모듈의 퓨즈 단선 시 또는

이중화 전원 모듈 고장 시 OFF(개방)됩니다.

*3：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에 장착된 이중화 전원 모듈과 이중

화 증설 베이스 모듈에 장착된 이중화 전원 모듈의 입력 전원

을 동시에 공급하면,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 ERR 단자의

ON(합선) 타이밍은 CPU 모듈의 초기화 처리 시간만큼 이중

화 증설 베이스 모듈 ERR 단자의 ON(합선)보다 늦어집니다.

1. AC100/200V, DC24V의 전원선은 가능한 한 굵은 전선(최대

2mm )으로 하여, 반드시 연결 단자에서 꼬십시오.

압착 단자는 나사의 합선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 슬리브 부착

압착 단자를 사용하십시오.

2. 이중화 전원 모듈(Q64RP)에 공급하는 전원은 별도의 계통(전

원 계통의 이중화)으로 하십시오.

3. 전원 이중화 시스템에서 2대의 이중화 전원 모듈을 병렬 운전

하는 경우, 한 쪽의 이중화 전원 모듈을 AC 전원 입력으로 하

고 다른 한 쪽은 UPS 장치를 접속할 것을 권합니다.

4. LG 단자와 FG 단자를 접속한 경우에는 반드시 접지하십시오.

접지하지 않으면 노이즈에 취약해집니다.

LG 단자는 입력 전압의 1/2의 전위를 갖고 있으므로 단자부

에 접촉하면 감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부2 실장과 설치

기본 베이스 모듈
(Q38B)

CPU 모듈

퓨즈

입출력 모듈 내부에서
DC24V를 필요로 하는 모
듈의 DC24V 단자에 접속

증설 베이스 모듈

증설 케이블 입출력 모듈

접지선

접지

계통 A 계통 B

이중화 기본 베이스 모듈
(Q38RB)

CPU 모듈

증설 케이블

이중화 증설 베이스 모듈
(Q68RB)

입출력 모듈

접지선

접지

부

포인트

포인트



부3 보수 점검
부3.1 일상 점검

PLC를 항상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또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설명합니다.

*1 : Q00JCPU는 CPU 모듈에 있는「POWER」 LED로 확인하십시오.
*2 : 베이식 모델 QCPU에는 「BAT.」 LED가 없습니다.

항목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판정 기준 처 리

일상 점검

베이스 모듈의 장착 상태
장착 나사의 풀림이나 커버의 이탈

확인.
확실히 장착되어 있을 것. 나사를 확실하게다시 조인다.

입출력 모듈 등의 장착 상태
모듈의 이탈, 모듈 고정용 훅의 장

착 상태 확인.

모듈 고정용 훅이 확실하게 장착되

어 있을 것.
모듈 고정용 훅을 확실하게 건다.

접속 상태

단자 나사의 풀림. 풀림이 없을 것. 단자 나사를 확실하게 다시 조인다.

압착 단자 간의 근접.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케이블의 커넥터. 커넥터가 느슨해지지 않을 것.
커넥터 고정 나사를 확실하게 다시

조인다.

전원 모듈

「POWER」 LED*1
점등을 확인.

점등.

(소등 시는 이상)

QCPU 사용자 애뉴얼

(보수 점검편)의 12.2항 트러블

슈팅을 참조하십시오.

CPU 모듈

「RUN」 LED
「RUN」 상태에서 점등을 확인.

점등.

(소등 시는 이상)

CPU 모듈

「ERR.」 LED
소등 확인.

소등.

점등 또는 점멸 시는 이상

CPU 모듈

「BAT.」 LED*2
소등 확인.

소등.

(점등 시는 이상)

입력 모듈

입력 표시 LED
점등 및 소등 확인.

입력 ON 시 점등.

입력 OFF 시 소등.

(상기 이외는 이상)

출력 모듈

출력 표시 LED
점등 및 소등 확인.

출력 ON 시 점등.

출력 OFF 시 소등.

(상기 이외는 이상)

부



부3.2 정기 점검

설비를 이전하거나 개조하였을 때 또는 배선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점검하십시오.

6개월 ~ 1년에 1 ~ 2회 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 점검 항목을 설명합니다.

*1 : 시스템에 AnS 시리즈용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10~90%RH가 됩니다.

부3 보수 점검

주위 온도

온도ㆍ습도계로 측정

부식성 가스 측정

0~55℃
제어반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

어반 내의 온도가 주위 온도가 됩

니다.

주위 습도

분위기 부식성 가스가 없을 것.

전원 전압 체크
AC100/200V, DC24V 단자 간에

전압 측정
공급 전원 변경.

풀림 모듈을 움직여 본다. 견고하게 장착되어 있을 것.

나사를 확실하게 다시 조인다.

CPU 모듈, 입출력 모듈, 전원 모듈

의 경우, 풀려져 있는 경우 나사로

고정한다.

쓰레기, 이물질 육안 검사. 없을 것. 제거, 청소

단자 나사의 풀림 드라이버로 조임 상태 점검. 풀림이 없을 것. 확실하게 다시 조인다.

압착 단자의 근접 육안 검사.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커넥터의 풀림 육안 검사. 풀림이 없을 것.
커넥터 고정 나사를 확실하게 다시

조인다.

배터리
GX Developer의 모니터 모드에서

SM51 또는 SM52의 OFF를 확인
(예방 보전)

배터리 용량 저하가 표시되지 않아

도 규정 수명을 초과한 경우 교환

하십시오.

항목 점검 항목 점검 방법 판정 기준 처 리

부

정기 점검



부3.3 배터리의 수명

CPU 모듈, SRAM 카드에 장착하는 배터리는 프로그램 메모리 및 래치 디바이스의 정전 유지용으로 사용됩니다. 배터리의

전압 저하에 의해 특수 릴레이 SM51, SM52가 ON됩니다. 이 특수 릴레이가 ON되어도 곧바로 프로그램 및 정전 유지의 내

용히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SM51이 ON된 경우에는 정전 유지 시간(3분간) 신속하게 배터리를 교환하십시오.내에

SM51은 배터리 전압이 규정값 이하가 되면 ON되며, 이후 배터리 전압이 정상으로 돌아와도 ON 상태를 유지합니다.

SM52는 배터리 전압이 규정값 이하가 되면 ON되며, 이후 배터리 전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OFF됩니다.

SM51, SM52가 ON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배터리를 교환하십시오.

SM51, SM52는 CPU 모듈, SRAM 카드의 배터리가 전압 저하 하였을 때 ON .

특수 레지스터 SD51, SD52의 내용을 확인하면 어느 배터리가 전압 저하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CPU 모듈 배터리와 SRAM 카드 배터리의 각 메모리에 대한 설명합니다.

다음 2가지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1) CPU 모듈의 배터리에서는 SRAM 카드의 메모리를 유지할 수 없다.

2) SRAM 카드의 배터리에서는 CPU 모듈의 메모리를 유지할 수 없다.

유지에 대해

CPU 모듈의 배터리와 SRAM 카드의 배터리에 의한 각 메모리의 유지

부3 보수 점검

전원 모듈의

전원

CPU 모듈의

배터리

SRAM 카드의 배터리

유무

CPU 모듈의

메모리

SRAM 카드의

메모리

ON

접속
유

무

비접속

OFF

○：유지 ×：유지하지 않음

접속

비접속

유

무

유

무

유

무

0 고정
CPU 모듈용 배터리 에러

SRAM 카드용 배터리 알람

SRAM 카드용 배터리 에러

배터리 전압 저하 시
「1」이 됩니다.

부

포인트

포인트



■CPU 모듈의 배터리 수명

(1) 베이식 모델 QCPU에 장착된 배터리(Q6BAT)의 수명

*1 : 전원 공급 시간율은 1일(24시간)의 PLC 전원 ON 시간에 대한 비율로 다음과 같이 됩니다.
(12시간 전원 ON 합계 시간, 12시간 전원 OFF 합계 시간의 경우, 전원 공급 시간율이 50%가 됩니다.)

2 : 보증값이란 저장 주위 온도 -25~75℃(사용 주위 온도 0~55℃)의 범위에서 부품 제조회사에서 제공한 메모리(SRAM)의 특성값을 기
초로 당사가 보장하는 합계 정전 시간입니다.

3：실력값(참고)이란 저장 주위 온도 40℃에서 당사의 실측을 기초로 계산한 합계 정전 시간입니다. 실력값은 부품의 특성 불균형 등에
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조값으로 사용하십시오.

4：다음과 같은 경우 전원 OFF 후 정전 유지 시간은 3분입니다.

*

*

*

의

ㆍ배터리 커넥터가 분리되었다.

ㆍ배터리의 리드 선이 단선되었다.

1. 배터리 수명은 보증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2. 배터리 수명이 보증값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PLC의 전원 OFF 시 배터리가 소모되어도 프로그램을 보호할 수 있도록 ROM

운전을 하거나, SM52 ON 후(알람 발생 후 정전 유지 시간 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사전에 백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3. Q6BAT의 수명은 CPU 모듈에 접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5년입니다.

4. 배터리는 배터리 저하의 특수 릴레이 SM52가 ON된 경우 신속하게 교환하십시오.

다만 알람 발생 전이라도 사용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배터리를 교환할 것을 권합니다.

5.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배터리(Q7BAT, Q8BAT)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3.3 배터리의 수명

부3 보수 점검

CPU 모듈 형명 전원 공급 시간율*1

배터리 수명

보증값*2

(70℃)

실력값

(참고)*3

(40℃)

SM52 ON 후
(알람 발생 후의 정전

유지 시간*4

부

26,000시간

2.96년

43,800시간

5.00년

710시간

30일

37,142시간

4.23년

43,800시간

5.00년

710시간

30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710시간

30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710시간

30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710시간

30일

26,000시간

2.96년

43,800시간

5.00년

710시간

30일

37,142시간

4.23년

43,800시간

5.00년

710시간

30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710시간

30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710시간

30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710시간

30일

5,600시간

0.63년

25,175시간

2.87년

420시간

18일

8,000시간

0.91년

35,964시간

4.10년

420시간

18일

11,200시간

1.27년

43,800시간

5.00년

420시간

18일

18,666시간

2.13년

43,800시간

5.00년

420시간

18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420시간

18일

포인트



(2)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에 장착된 배터리(Q6BAT, Q7BAT, Q8BAT)의 수명

*1 : 전원 공급 시간율은 1일(24시간)의 PLC 전원 ON 시간에 대한 비율로 다음과 같이 됩니다.
(12시간 전원 ON 합계 시간, 12시간 전원 OFF 합계 시간의 경우, 전원 공급 시간율이 50%가 됩니다.)

2 : 보증값이란 저장 주위 온도 -25~75℃(사용 주위 온도 0~55℃)의 범위에서 부품 제조회사에서 제공한 메모리(SRAM)의 특성값을 기

초로 당사가 보장하는 합계 정전 시간입니다.
3：실력값(참고)이란 저장 주위 온도 40℃에서 당사의 실측을 기초로 계산한 합계 정전 시간입니다. 실력값은 부품의 특성 불균형 등에
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조값으로 사용하십시오.

4：다음과 같은 경우 전원 OFF 후 정전 유지 시간은 3분입니다.

*

*

*

의

ㆍ배터리 커넥터가 분리되었다.
ㆍ배터리의 리드 선이 단선되었다.

*5：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서는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5011” 이후인 CPU 모듈을 나타냅니다.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5010” 이전인 CPU 모듈의 배터리 수명은 부4.3을 참조하십시오.

부3.3 배터리의 수명

부3 보수 점검

CPU 모듈 형명
전원 공급

시간율*1

배터리 수명* 5

Q6BAT Q7BAT

보증값*2

(70℃)

실력값*3

(참고)

(40℃)

SM52 ON 후

(알람 발생 후

정전 유지

시간 )*4

보증값*2

(70℃)

실력값*3

(참고)

(40℃)

SM52 ON 후

(알람 발생 후

정전 유지

시간 )*4

부

30,000시간

3.42년

43,800시간

5.00년

120시간

5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42,857시간

4.89년

43,800시간

5.00년

120시간

5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120시간

5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120시간

5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120시간

5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2,341시간

0.26년

18,364시간

2.09년

120시간

5일

5,000시간

0.57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3,344시간

0.38년

26,234시간

2.99년

120시간

5일

7,142시간

0.81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4,682시간

0.53년

36,728시간

4.19년

120시간

5일

10,000시간

1.14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7,803시간

0.89년

43,800시간

5.00년

120시간

5일

16,666시간

1.90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120시간

5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1,260시간

0.14년

7,755시간

0.88년

48시간

2일

2,900시간

0.33년

21,107시간

2.40년

96시간

4일

1,800시간

0.20년

11,079시간

1.26년

48시간

2일

4,142시간

0.47년

30,153시간

3.44년

96시간

4일

2,520시간

0.28년

15,510시간

1.77년

48시간

2일

5,800시간

0.66년

42,214시간

4.81년

96시간

4일

4,200시간

0.47년

25,850시간

2.95년

48시간

2일

9,666시간

1.10년

43,800시간

5.00년

96시간

4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48시간

2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96시간

4일



*1 : 전원 공급 시간율은 1일(24시간)의 PLC 전원 ON 시간에 대한 비율로 다음과 같이 됩니다.
(12시간 전원 ON 합계 시간, 12시간 전원 OFF 합계 시간의 경우, 전원 공급 시간율이 50%가 됩니다.)

2 : 보증값이란 저장 주위 온도 -25~75℃(사용 주위 온도 0~55℃)의 범위에서 부품 제조회사에서 제공한 메모리(SRAM)의 특성값을 기
초로 당사가 보장하는 합계 정전 시간입니다.

3：실력값(참고)이란 저장 주위 온도 40℃에서 당사의 실측을 기초로 계산한 합계 정전 시간입니다. 실력값은 부품의 특성 불균형 등에
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조값으로 사용하십시오.

4：다음과 같은 경우 전원 OFF 후 정전 유지 시간은 3분입니다.

*

*

*

의

ㆍ배터리 커넥터가 분리되었다.
ㆍ배터리의 리드 선이 단선되었다.

*5：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서는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5011” 이후인 CPU 모듈을 나타냅니다.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5010” 이전인 CPU 모듈의 배터리 수명은 부4.3을 참조하십시오.

1. 배터리 수명은 보증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2. 배터리 수명이 보증값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PLC의 전원 OFF 시 배터리가 소모되어도 프로그램을 보호할 수 있도록 ROM

운전을 하거나, SM52 ON 후(알람 발생 후 정전 유지 시간 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사전에 백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3. Q6BAT의 수명은 CPU 모듈에 접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5년입니다.

4. 배터리는 배터리 저하의 특수 릴레이 SM52가 ON된 경우 신속하게 교환하십시오.

다만 알람 발생 전이라도 사용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배터리를 교환할 것을 권합니다.

부3.3 배터리의 수명

부3 보수 점검

CPU 모듈 형명 전원 공급 시간율*1

배터리 수명*5

Q8BAT

보증값*2

(70℃)

실력값

(참고)*3

(40℃)

SM52 ON 후

(알람 발생 후 정전

유지 시간 )*4

부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20,498시간

2.34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29,959시간

3.42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41,785시간

4.77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11,038시간

1.26년
29,609시간

3.38년

96시간

4일

16,200시간

1.80년

42,311시간

4.83년

22,075시간

2.52년

43,800시간

5.00년

96시간

4일

37,055시간

4.23년

43,800시간

5.00년

96시간

4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96시간

4일

96시간

4일

포인트



■SRAM 카드의 배터리 수명

*

*

1 : 전원 공급 시간율은 1일(24시간)의 PLC 전원 ON 시간에 대한 비율로 다음과 같이 됩니다.
(12시간 전원 ON 합계 시간, 12시간 전원 OFF 합계 시간의 경우, 전원 공급 시간율이 50%가 됩니다.)

2 : 제조 관리 번호(왼쪽에서 3번째 자리)는 SRAM 카드 본체 뒤 라벨(아래 그림 참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조 관리 번호

SRAM 카드 본체 뒤 라벨

*3：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 SRAM 카드를 장착한 경우,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4012” 이후인 CPU 모듈을 사용한 배터리 수
명을 나타냅니다.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4011” 이전인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 SRAM 카드를 장착한 경우의 배터리 수명은 부4.3을 참조

십시오.
4：실제 사용값은 실력값을 나타내는데, 주위 온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

*

1. 배터리 수명은 보증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2. 배터리 수명이 보증값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PLC의 전원 OFF 시 배터리가 소모되어도 프로그램을 보호할 수 있도록 ROM

운전을 하거나, SM52 ON 후(알람 발생 후 정전 유지 시간 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사전에 백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3. Q6BAT의 수명은 CPU 모듈에 접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5년입니다.

4. 배터리는 배터리 저하의 특수 릴레이 SM52가 ON된 경우 신속하게 교환하십시오.

다만 알람 발생 전이라도 사용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배터리를 교환할 것을 권합니다.

5.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배터리(Q7BAT, Q8BAT)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3.3 배터리의 수명

부3 보수 점검

SRAM 카드
전원 공급

시간율*1

배터리 수명 *3

보증값(MIN) 실제 사용값(TYP)*4

SM52 ON 후

(알람 발생 후

정전 유지 시간)

Q2MEM-1MBS

제조 관리 번호

“□□A”*2

Q2MEM-1MBS

제조 관리 번호

또는

B 이후

“□□B”*2

“□□B□”*2

부

690시간

0.07년

6,336시간

0.72년
8시간

11,784시간

1.34년

13,872시간

1.58년
8시간

2,400시간

0.27년

23,660시간

2.7년
20시간

2,880시간

0.32년

31,540시간

3.6년
20시간

4,320시간

0.49년

39,420시간

4.5년
20시간

6,480시간

0.73년

43,800시간

5.0년
20시간

43,800시간

5.0년

43,800시간

5.0년
50시간

2,400시간

0.27년

23,660시간

2.7년
20시간

2,880시간

0.32년

31,540시간

3.6년
20시간

4,320시간

0.49년

39,420시간

4.5년
20시간

6,480시간

0.73년

43,800시간

5.0년
20시간

43,800시간

5.0년

43,800시간

5.0년
50시간

포인트



부4 비교
부4.1 베이식 모델 QCPU의 기능 향상

베이식 모델 QCPU는 버전 업으로 기능이 추가되거나 사양이 변경됩니다.

CPU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사양은 기능 버전/시리얼 No.에 따라 다릅니다.

*1 : 기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QCPU 사용자 매뉴얼(기능 해설ㆍ프로그램 기초편)을 참조하십시오.
2 : GX Developer Version 8에서 작성된 CPU의 명령은 Version 7 이전 GX Developer에서 읽으면 「 명령 코드 이상」으로 처리됩니다.
3：Q00JCPU에서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
*

(3) GX Developer의 버전에 따른 추가 기능 사용 가능 여부

(1) 사양 비교

(2) 기능 비교

사 양

CPU 모듈의 기능 버전

기능 버전 A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04121”이전

기능 버전 B

추가 기능*1

추가 기능
GX Developer의 버전

GX Developer 7 이전 제품 GX Developer 8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04122”이후

CPU 모듈의 기능 버전

기능 버전 A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04121”이전

기능 버전 B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04122”이후

표준 RAM 용량 64kbyte

CPU 공유 메모리

○：사용 가능/대응 가능, ×：사용 불가능/대응 불가능

MELSAP3

펑션 블록

스트럭처드 텍스트(ST) 언어

PID 연산 기능 *2

실수 연산 기능 *2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이벤트 인터럽트

디바이스 초기값 자동 설정 기능

리모트 패스워드 설정 기능

전자 메일 파라미터

포인터를 사용한 RUN 중 쓰기

파일 레지스터 R의 대용량화 *3

멀티 CPU 시스템 대응

복수 블록 RUN 중 쓰기

○：사용 가능/대응 가능, ×：사용 불가능/대응 불가능

MELSAP3

펑션 블록

스트럭처드 텍스트(ST) 언어

PID 연산 기능

실수 연산 기능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이벤트 인터럽트

디바이스 초기값 자동 설정 기능

리모트 패스워드 설정 기능

전자 메일 파라미터

포인터를 사용한 RUN 중 쓰기

파일 레지스터 R의 대용량화

멀티 CPU 시스템 대응

복수 블록 RUN 중 쓰기

○：사용 가능/대응 가능, ×：사용 불가능 －：GX Developer에 관계없는 기능

128kbyte

64kbyte 128kbyte

부



부4.2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의 기능 향상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는 버전 업으로 기능이 추가되거나 사양이 변경됩니다.

CPU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사양은 기능 버전/시리얼 No.에 따라 다릅니다.

부4 비교

(1) 사양 비교

*1 : SRAM 카드의 배터리 수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3.3항을 참조하십시오.

(2) 기능 비교

*2 : 기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QCPU 사용자 매뉴얼(기능 해설ㆍ프로그램 기초편)을 참조하십시오.

(3) GX Developer의 버전에 따른 추가 기능의 사용 가능 여부

사 양

CPU 모듈의 시리얼 No.

기능 버전 A 기능 버전 B

02091 이전 02092 이후

추가 기능*2

CPU 모듈의 시리얼 No.

기능 버전 A 기능 버전 B

추가 기능

GX Developer의 버전

Version

8.03D 이후

04012 이후03051 이후

02091 이전 02092 이후 04012 이후03051 이후 04022 이후 04032 이후

표준 RAM 용량

64kbyte

CPU 공유 메모리

SRAM 카드 배터리의 수명 증대 *1

2MB의 SRAM 카드 대응

○：사용 가능/대응 가능, ×：사용 불가능/대응 불가능

표준 ROM에 대한 자동 쓰기 기능

외부 입출력의 강제 ON/OFF 기능

리모트 패스워드 설정 기능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대응

인터럽트 모듈 대응

프로그래밍 모듈 대응

멀티 CPU 시스템 대응

멀티 CPU 시스템의 PC CPU 모듈 대응

고속 인터럽트 기능

전용 명령의 모듈로 지정된 인덱스 수식 대응

COM 명령의 리프레시 항목 선택

SFC 프로그램 RUN 중 일괄 쓰기

파일의 메모리 용량 변경

CC-Link 리모트 네트워크 추가 모드 대응

불완전 미분 PID 연산 기능

부동 소수점 비교 명령의 고속화

○：사용 가능/대응 가능, ×：사용 불가능/대응 불가능

표준 ROM에 자동 쓰기 기능

외부 입출력의 강제 ON/OFF 기능

리모트 패스워드 설정 기능

MELSECNET/H 리모트 I/O 네트워크 대응

인터럽트 모듈 대응

프로그래밍 모듈 대응

멀티 CPU 시스템 대응

멀티 CPU 시스템의 PC CPU 모듈 대응

고속 인터럽트

전용 명령의 모듈로 지정된 인덱스 수식 대응

COM 명령의 리프레시 항목 선택

SFC 프로그램 RUN 중 일괄 쓰기

파일의 메모리 용량 변경

CC-Link 리모트 네트워크 추가 모드 대응

불완전 미분 PID 연산 기능

부동 소수점 비교 명령의 고속화

○：사용 가능/대응 가능, ×：사용 불가능 －：GX Developer에 관계없는 기능

128kbyte

256kbyte

256kbyte

128kbyte

64kbyte

64kbyte

64kbyte

64kbyte

부



부4.3 구버전의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사용 시 주의 사항

(1)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5010” 이전인 제품 사용 시 Q6BAT/Q7BAT 배터리 수명

(2)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4011” 이전인 제품 사용 시 SRAM 카드 배터리 수명

(3)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에 따른 파일 레지스터 점수

부4 비교

CPU 모듈 형명
전원 공급

시간율

배터리 수명

Q6BAT Q7BAT

보증값

(70℃)

실제 사용값

(40℃)

SM52 ON 후

(알람 발생 후

정전 유지 시간)

보증값

(70℃)

실제 사용값

(40℃)

SM52 ON 후

(알람 발생 후

정전 유지 시간)

SRAM 카드
전원 공급

시간율

배터리 수명

보증값(MIN) 실제 사용값(TYP)
SM52 ON 후

(알람 발생 후 정전 유지 시간)

CPU 모듈 형명 파일 레지스터 점수

32점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4011” 이전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4012” 이후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2091” 이전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2092” 이후

64점

128점

32점

32점

부

5,433시간

0.62년

13,120시간

1.49년

120시간

5일

13,000시간

1.48년

31,000시간

3.53년

240시간

10일

7,761시간

0.88년

18,742시간

2.13년

120시간

5일

18,571시간

2.11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10,866시간

1.24년

26,240시간

2.99년

120시간

5일

26,000시간

2.96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18,110시간

2.06년

43,733시간

4.99년

120시간

5일

43,333시간

4.94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120시간

5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2,341시간

0.26년

6,435시간

0.73년
120시간

5일

5,000시간

0.57년

14,000시간

1.59년

240시간

10일

3,344시간

0.38년

9,192시간

1.04년

120시간

5일

7,142시간

0.81년

20,000시간

2.28년

240시간

10일

4,682시간

0.53년

12,870시간

1.46년

120시간

5일

10,000시간

1.14년

28,000시간

3.19년

240시간

10일

7,803시간

0.89년

21,450시간

2.44년

120시간

5일

16,666시간

1.90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120시간

5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240시간

10일

1,260시간

0.14년

4,228시간

0.48년

48시간

2일

2,900시간

0.33년

9,700시간

1.10년

96시간

4일

1,800시간
0.20년

6,040시간
0.68년

48시간
2일

4,142시간
0.47년

13,857시간
1.58년

96시간
4일

2,520시간

0.28년

8,456시간

0.96년

48시간

2일

5,800시간

0.66년
19,400시간

2.21년

96시간

4일

4,200시간

0.47년

14,093시간

1.60년

48시간

2일

9,666시간

1.10년

32,333시간

3.69년

96시간

4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48시간

2일

43,800시간

5.00년

43,800시간

5.00년

96시간

690 시간

0.07년

6,336 시간

0.72년
8 시간

11,784 시간

1.34년
13,872 시간

1.58년
8 시간

4일



부5 명령 일람
부5.1 MELSEC-Q 시리즈 명령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39종의 시퀀스 명령

●접점 명령

로드 a접점 연산 시작

로드 인버스 b접점 연산 시작

앤드 a접점 직렬 접속

앤드 인버스 b접점 직렬 접속

오어 a접점 병렬 접속

오어 인버스 b접점 병렬 접속

로드 펄스 펄스상승 연산 시작

로드 펄스 F 펄스상승 연산 시작

앤드 펄스 펄스상승 직렬 접속

앤드 펄스 F 펄스상승 직렬 접속

오어 펄스 펄스상승 병렬 접속

오어 펄스 F 펄스상승 병렬 접속

●결합 명령

앤드 블록 래더 블록 직렬 접속

오어 블록 래더 블록 병렬 접속

메모리 푸시 연산 결과 기억

메모리 읽기 연산 결과 읽기

메모리 팝
연산 결과의 읽기 및

리셋

인버스 연산 결과 반전

연산 결과 펄스상승 처리

연산 결과 펄스하강 처리

에지 릴레이 펄스
연산 결과 펄스상승 처리

디바이스 V로 기억

에지 릴레이 펄스 F
연산 결과 펄스하강 처리

디바이스 V로 기억

에지 펄스

에지 펄스 F

명령 기호(호칭) 기능 도면 표시

PLC CPU

베이식

모델

QCPU

하이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부



부5 명령 일람
부5.1 MELSEC-Q 시리즈 명령

●출력 명령

●시프트 명령

●마스터 컨트롤 명령

●종료 명령

●기타 명령

아웃 디바이스 출력

세트 디바이스 세트

리셋 디바이스 리셋

펄스 펄스상승 출력

펄스 F 펄스하강 출력

플립플롭
비트 디바이스 출력

반전

델타 펄스 출력(매스캔)

델타 P
펄스 출력

(1스캔 전용)

시프트
비트 디바이스의 1비트

시프트

시프트 P
비트 디바이스의 1비트

시프트(펄스 동작)

마스터 컨트롤 마스터 컨트롤 세트

마스터 컨트롤 리셋 마스터 컨트롤 리셋

에프 엔드
메인 루틴 프로그램

종료

엔드 시퀀스 프로그램 종료

스톱
시퀀스 프로그램 정지

(출력은 모두 OFF)

노프 무처리

노프 엘 에프 프린터 출력의 페이지

넘기기

페이지 프린터 출력의 페이지

전환

명령 기호(호칭) 기능 도면 표시

PLC CPU

베이식

모델

QCPU

하이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부



프로그램 작성을 효율화하는 기본 명령

*1 : 시리얼 No. 상위 5자리가 04122 이후인 제품이 대응합니다.

부5 명령 일람
부5.1 MELSEC-Q 시리즈 명령

●비교 연산 명령

●산술 연산 명령

●데이터 변환 명령

●데이터 전송 명령

BIN16비트 데이터 비교

BIN32비트 데이터 비교

부동 소수점 데이터 비교

문자열 데이터 비교

블록 데이터 비교

BIN16비트 데이터 덧셈/뺄셈

BIN32비트 데이터 덧셈/뺄셈

BIN16비트 데이터 곱셈/나눗셈

BIN32 히트 데이터 곱셈/나눗셈

BCD 4자리 데이터 덧셈/뺄셈

BCD 8자리 데이터 덧셈/뺄셈

BCD 4자리 데이터 곱셈/나눗셈

BCD 8자리 데이터 곱셈/나눗셈

부동 소수점 데이터 덧셈/뺄셈

부동 소수점 데이터 곱셈/나눗셈

블록 덧셈/뺄셈

문자열 결합

BIN16비트 데이터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BIN32비트 데이터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BIN16/32비트 데이터→BCD4/8자리 데이터 변환

BCD4/8자리 데이터→BIN16/32비트 데이터 변환

BIN16/32비트 데이터→부동 소수점 데이터 변환

부동 소수점 데이터→BIN16/32비트 데이터 변환

BIN16비트 데이터→BIN32비트 데이터 변환

BIN32비트 데이터→BIN16비트 데이터 변환

BIN16/32비트 데이터→그레이 코드 변환

그레이 코드 변환→BIN16/32비트 데이터

BIN16/32비트 데이터 2의 보수

부동 소수점 데이터의 부호 반전

BIN 데이터→BCD 데이터에 대한 블록 변환

BCD 데이터→BIN 데이터에 대한 블록 변환

16/32비트 데이터 전송

부동 소수점 데이터 전송

문자열 데이터 전송

16/32비트 데이터 부정 전송

블록 데이터 전송

동일 데이터 블록 전송

16/32비트 데이터 교신

블록 데이터 교신

상하 바이트 교환

기능 명령 기호

PLC CPU

베이식

모델

QCPU

하이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부



부5 명령 일람
부5.1 MELSEC-Q 시리즈 명령

●프로그램 분기 명령

●프로그램 실행 제어 명령

●I/O 리프레시 명령

●기타 편리 명령

고도의 제어를 실행하는 321종의 응용 명령

●논리 연산 명령

●로테이션 명령

●시프트 명령

●비트 처리 명령

포인터 분기

END로 점프

인터럽트 허가/금지

인터럽트 프로그램 마스크

인터럽트 프로그램에서의 복귀

I/O 리프레시 명령

업다운 카운터

티칭 타이머

특수 기능 타이머

로터리 테이블의 근거리 제어

경사 신호

펄스 밀도 측정

고정 스캔 펄스 출력

펄스폭 변조

매트릭스 입력

16/32비트 데이터 논리적

16/32비트 데이터 논리합

16/32비트 데이터 배타적 논리합

16/32비트 데이터 부정 배타적 논리합

블록 데이터 논리적

블록 데이터 논리합

블록 데이터 배타적 논리합

블록 데이터 부정 배타적 논리합(일치)

16비트 데이터 오른쪽 로테이션

16비트 데이터 왼쪽 로테이션

32비트 데이터 오른쪽 로테이션

32비트 데이터 왼쪽 로테이션

N비트 데이터 1비트 오른쪽 시프트, 왼쪽 시프트

워드 디바이스 비트 세트/리셋

비트 테스트

비트 디바이스 일괄 리셋

16비트 데이터 N비트 오른쪽 시프트, 왼쪽 시프트

n워드 데이터 1워드 오른쪽 시프트, 왼쪽 시프트

기능 명령 기호

PLC CPU

베이식

모델

QCPU

하이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기능 명령 기호

PLC CPU

베이식

모델

QCPU

하이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부



*1 :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4122 이후인 제품이 대응합니다.
6：시리얼 No.04122 이후의 베이식 모델 QCPU, 시리얼 No.04012 이후의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 이중화 CPU의 COM 명령은

QCPU용 명령의 선택 리프레시 명령(COM)이 됩니다.
*

부5 명령 일람
부5.1 MELSEC-Q 시리즈 명령

●데이터 처리 명령

●구조화 명령

●테이블 조작 명령

●버퍼메모리 액세스 명령

●표시 명령

●디버그ᆞ고장 진단 명령

16/32비트 데이터 검색

16/32비트 데이터 체크

8→256비트 디코드, 256→8비트 인코드

7 세그먼트 디코드

16비트 데이터의 4비트 분리, 결합

16비트 데이터의 임의 비트 분리, 결합

바이트 단위 분리, 결합

16/32비트 데이터 최대값 검색

16/32비트 데이터 최소값 검색

16/32비트 데이터 정렬

16/32비트 데이터 합계 계산

FOR~NEXT(반복)

FOR~NEXT 강제 종료

서브 루틴 호출, 리턴

출력 OFF 서브 루틴 호출

프로그램 간 서브 루틴 호출

서브 루틴 프로그램 호출

리프레시

래더 프로그램 전체의 인덱스 수식

래더 프로그램 전체의 인덱스 수식값 지정

테이블 데이터 쓰기

테이블에서의 선입 데이터(최고 데이터) 읽기

테이블에서의 후입 데이터(최신 데이터) 읽기

테이블 데이터 삽입, 삭제

버퍼메모리에서의 1워드/2워드 데이터 읽기

버퍼메모리에 대한 1워드/2워드 데이터 쓰기

ASCII 코드 프린트

에러 표시, 어넌시에이터 리셋

지정 포맷 고장 체크, 체크 스타트

고장 체크 패턴 변경

프로그램 간 출력 OFF 서브 루틴 호출

기능 명령 기호

PLC CPU

베이식

모델

QCPU

하이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부



*

*

1 :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4122 이후인 제품이 대응합니다.

3：Q00JCPU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5 명령 일람
부5.1 MELSEC-Q 시리즈 명령

●문자열 처리 명령

●특수 함수 명령

●데이터 제어 명령

●전환 명령

BIN16/32비트 데이터→10진5/10 타입 아스키 변환

BIN16/32비트 데이터→16진4/8 타입 아스키 변환

BCD4 타입/8 타입데이터→10진4/8 타입 아스키 변환

10진5/10 타입 아스키 데이터→BIN16/32비트 변환

16진4/8 타입 아스키 데이터→BIN16/32비트 변환

10진4/8 타입 아스키 데이터→BCD4/8비트 변환

디바이스의 코멘트 데이터 읽기

문자열 길이 검출

BIN16/32비트 데이터→문자열 변환

문자열 데이터→BIN16/32비트 변환

부동 소수점 데이터→문자열 변환

문자열 변환→부동 소수점 데이터

16진BIN 데이터→아스키 변환

아스키 데이터→16진BIN 변환

문자열 중 오른쪽, 왼쪽 데이터 추출

문자열 중 임의 데이터 추출, 대체

부동 소수점 데이터→BCD 분석

BCD 데이터→부동 소수점 분석

부동 소수점 데이터 SIN 연산

부동 소수점 데이터 COS 연산

부동 소수점 데이터 TAN 연산

부동 소수점 데이터 SIN 연산
－1

부동 소수점 데이터 COS 연산
－1

부동 소수점 데이터 TAN 연산
－1

부동 소수점 데이터 각도 데이터→라디안 변환

부동 소수점 데이터 라디안 데이터→각도 변환

부동 소수점 데이터 평방근 연산

부동 소수점 데이터 지수 연산

부동 소수점 데이터 자연로그 연산

부동 소수점 데이터 난수 발생

BCD형 SIN 연산

BCD형 COS 연산

BCD형 TAN 연산

BCD형 SIN 연산
－1

BCD형 COS 연산
－1

BCD형 TAN 연산
－1

BCD4자리/8자리 평방근 연산

16/32비트 상하한 리미트 제어

16/32비트 불감대 존 제어

16/32비트 존 제어

파일 레지스터 블록 No. 전환

파일 레지스터용 파일 세트

코멘트용 파일 세트

기능 명령 기호

PLC CPU

베이식

모델

QCPU

하이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부

문자열 검색



*1 :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4122 이후인 제품이 대응합니다.
2 :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5032 이후인 제품이 대응합니다.
3：Q00JCPU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04122 이후인 Q00/01CPU가 대응합니다.
5：기능 버전 B 이후인 제품이 대응합니다.
6：시리얼 No.04122 이후인 베이식 모델 QCPU, 시리얼 No.04012 이후인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의 COM 명령은 QCPU 명령의 선
택 리프레시 명령(COM)이 됩니다.

7：시리얼 No.04121 이전 베이식 모델 QCPU, 시리얼 No.04011 이전의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의 COM 명령은 응용 명령의 리프레
시 명령(COM)이 됩니다.

*
*

*
*
*

*

부5 명령 일람
부5.1 MELSEC-Q 시리즈 명령

●시계용 명령

●프로그램 제어용 명령

●기타 명령

●QCPU용 명령

●PID 제어용 명령(완전 미분)

●PID 제어용 명령(불완전 미분)

●이중화 CPU용 명령

시계 데이터 읽기

시계 데이터 쓰기

시계 데이터 덧셈, 뺄셈

시계 데이터 포맷 변환

프로그램 대기

프로그램 출력 OFF 대기

프로그램 스캔 실행 등록

프로그램 저속 실행 등록

프로그램 실행 상태 체크

WDT 리셋

타이밍 펄스 발생

타임 체크 명령

파일 레지스터 1바이트 읽기

파일 레지스터 1바이트 쓰기

간접 어드레스 설정

키보드를 사용한 숫자 키 입력

인덱스 레지스터 일괄 대피, 복귀

리프레시 COM

네트워크 리프레시

루틴 파라미터 읽기, 등록

모듈 정보 읽기

트레이스

바이너리 데이터 읽기/쓰기

프로그램 로드, 언로드

고속 파일 레지스터 전송

자호기 CPU 공유 메모리에 쓰기

자호기 CPU 공유 메모리에 쓰기

타호기 CPU 공유 메모리에서 읽기

선택 리프레시 명령

계 전환 명령

PID 제어용 데이터 설정

PID 제어

지정 루프 연산 정지

지정 루프 연산 시작

지정 루프 파라미터 변경

PID 제어용 데이터 설정

PID 제어

지정 루프 No. 연산 정지

지정 루프 No. 연산 시작

지정 루프 No. 파라미터 변경

기능 명령 기호

PLC CPU

베이식

모델

QCPU

하이퍼포먼스

모델

QCPU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부



부5.2 프로세스 제어 명령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계장 제어용 프로세스 제어 명령 일반 펑션

부5 명령 일람

●입출력 제어 명령

●제어 연산 명령

●보정 연산 명령

●산술 연산 명령

●비교 연산 명령

●오토 튜닝

●형 변환 펑션

●단항 펑션

●산술 연산 펑션

INT형→REAL형으로 변환

INT형→DINT형으로 변환

INT형→BCD형으로 변환

INT형→WORD형으로 변환

INT형→DWORD형으로 변환

INT형→BOOL형으로 변환

DINT형→REAL형으로 변환

DINT형→INT형으로 변환

DINT형→BCD형으로 변환

DINT형→WORD형으로 변환

DINT형→DWORD형으로 변환

DINT형→BOOL형으로 변환

REAL형→INT형으로 변환

REAL형→DINT형으로 변환

BCD형→INT형으로 변환

BCD형→DINT형으로 변환

WORD형→INT형으로 변환

WORD형→DINT형으로 변환

WORD형→DWORD형으로 변환

WORD형→BOOL형으로 변환

DWORD형→INT형으로 변환

DWORD형→DINT형으로 변환

DWORD형→WORD형으로 변환

DWORD형→BOOL형으로 변환

INT형→STRING형으로 변환

DINT형→STRING형으로 변환

REAL형→STRING형(지수 형식)으로

변환

REAL형→STRING형(소수점 형식)으로

변환

STRING형→INT형으로 변환

STRING형→DINT형으로 변환

STRING형→REAL형으로 변환

BOOL형→INT형으로 변환

BOOL형→DINT형으로 변환

BOOL형→WORD형으로 변환

BOOL형→DWORD형으로 변환

절대값

평방근

자연로그(e)

상용로그(10)

지수

SIN(사인) 함수

COS(코사인) 함수

TAN(탄젠트) 함수

SIN-1(역사인) 함수

COS-1(역코사인) 함수

TAN-1(역탄젠트) 함수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나머지

기능 명령 기호

아날로그 입력 처리

모드 전환 기능 출력 처리 1

모드 전환 기능 출력 처리 2

수동 출력

시간 비율

배치 카운터

펄스수 적산

기본 PID

2 자유도 PID

위치형 PID

샘플 PI

I-PD 제어

브렌드 PI 제어

비율

상하한 경보

진행 지연

적분

미분

데드 타임

하이 선택

로 선택

중간값 선택

평균값

상하한 리미터

변경율 리미터 1

변경율 리미터 2

2 위치 ON/OFF

3 위치 ON/OFF

불감대

프로그램 설정기

루프 선택

범프리스 트랜스퍼

아날로그 메모리

꺾은선

역꺾은선

표준 필터

적산

온도 압력 보정

공학값 변환

공학값 역변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평방근

절대값

오토 튜닝

기능 펑션명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부



부5.2 프로세스 제어 명령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부5 명령 일람

●비트열 시프트 펑션

●논리 연산 펑션

●선택 펑션

●비교 펑션

●문자열 펑션

●보조 펑션

●래더 프로그램 제어 펑션

●플립플롭 FB

●에지 검출 FB

●카운터 FB

●타이머 FB

●통신 제어 FB

일반 FB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오른쪽 회전

좌회전

논리적

논리합

배타적 논리합

2입력 1선택

최대값

최소값

상하한 제한

멀티플렉서

비교

문자열 길이를 계산

왼쪽부터 지정 문자열을 출력

오른쪽부터 지정 문자열을 출력

지정 위치부터 지정 문자열을 출력

문자열 결합

문자열 삽입

문자열 삭제

문자열 대체

문자열 검색

WORD형 데이터를 16개의 BOOL형

으로 전개

16개의 BOOL형 데이터를 WORD 또는

DWORD형(하위 워드)으로 정리

2개의 WORD 데이터형을 1개의

DWORD형으로 정리

DWORD형의 상위 워드를 출력

DWORD형의 하위 워드를 출력

입력 핀 결선 상태 수집

래더 서브 루틴을 기동

(인수는 DINT형)

래더 서브 루틴을 기동

(인수는 REAL형)

지정된 래더 파일을 대기→스캔 실행

상태로 변경.

지정된 래더 파일을 현스캔으로 스캔

실행→대기 상태로 변경.

지정된 래더 파일을 다음 스캔에서

스캔 실행→대기 상태로 변경.

지정된 래더 파일을 저속 실행 타입

으로 변경.

SR형 플립플롭

RS형 플립플롭

래치(BOOL형)

래치(REAL형)

래치(WORD형)

래치(DWORD형)

펄스상승 에지 검출

펄스하강 에지 검출

펄스상승/펄스하강 에지 검출

업 카운터

다운 카운터

업/다운 카운터

펄스 타이머(고속 타이머형)

펄스 타이머(저속 타이머형)

ON 지연 타이머(고속 타이머형)

ON 지연 타이머(저속 타이머형)

OFF 지연 타이머(고속 타이머형)

OFF 지연 타이머(저속 타이머형)

다른 국 PLC CPU에 데이터 송신

다른 국 PLC CPU에서의 데이터 수신

기능 펑션명

기능 FB명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부

부정



부5.2 프로세스 제어 명령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부5 명령 일람

프로세스 펑션

프로세스 FB

범용 프로세스 FB

태그 액세스 FB

●보정 연산 FB

●산술 연산 FB

●비교 연산 FB

●제어 연산 FB

●입출력 제어 FB

●루프 제어 연산 FB

●아날로그값 선택ᆞ평균값 펑션

기능 펑션명

기능 FB명

기능 FB명

하이 선택

로 선택

중간값 선택

평균값

절대값

꺾은선

역꺾은선

표준 필터(이동평균)

공학값 변환

공학값 역변환

온도 압력 보정

적산

덧셈(계수 내장)

뺄셈(계수 내장)

곱셈(계수 내장)

나눗셈(계수 내장)

평방근(계수 내장)

비교(설정값 내장)

진행 지연

적분

미분

데드 타임 보상

상하한 리미터

변경율 리미터 1

변경율 리미터 2

불감대(Dead band)

범프리스 트랜스퍼

아날로그 메모리

아날로그 입력

모드 전환 출력1(입력 덧셈 있음)

모드 전환 출력2(입력 덧셈 없음)

모드 전환 출력 3(입력 덧셈, 보상

있음)

수동 출력

시간 비례 출력

펄스 적산

배치 카운터

비율 제어

(상위 루프용 트래킹 있음)

비율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속도형 기본 PID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속도형 기본 PID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위치형 기본 PID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하위 루프에서의 트래킹 없음)

위치형 기본 PID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하위 루프에서의 트래킹 없음)

위치형 기본 PID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하위 루프에서의 트래킹 있음)

위치형 기본 PID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하위 루프에서의 트래킹 있음)

샘플 PI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샘플 PI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측정값 비례 미분 선행형 PID(I-PD)

제어(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측정값 비례 미분 선행형 PID(I-PD)

제어(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브렌드 PI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브렌드 PI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2 자유도형 PID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2 자유도형 고기능 PID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2 자유도형 고기능 PID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상하한 경보 체크

2 위치 ON/OFF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2 위치 ON/OFF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3 위치 ON/OFF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3 위치 ON/OFF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2 자유도형 PID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비교(설정값 내장)

비교(설정값 내장)

비교(설정값 내장)

비교(설정값 내장)

부



부5.2 프로세스 제어 명령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부5 명령 일람

태그 FB

●태그 특수 FB

●루프 태그 FB

(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프로그램 설정기

루프 선택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루프 선택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루프 선택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제어 모드 전환

속도형 기본 PID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속도형 기본 PID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속도형 기본 PID 제어 DUTY 출력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속도형 기본 PID 제어 DUTY 출력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위치형 기본 PID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하위 루프

에서의 트래킹 없음)

위치형 기본 PID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하위 루프

에서의 트래킹 없음)

위치형 기본 PID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하위 루프

에서의 트래킹 있음)

위치형 기본 PID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하위 루프

에서의 트래킹 있음)

샘플 PI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샘플 PI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측정값 비례 미분 선행형 PID(I-PD)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측정값 비례 미분 선행형 PID(I-PD)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브렌드 PI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브렌드 PI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2 자유도형 PID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2 자유도형 PID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2 자유도형 PID 제어 DUTY 출력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2 자유도형 PID 제어 DUTY 출력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2 자유도형 고기능 PID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2 자유도형 고기능 PID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비율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비율 제어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2 위치 ON/OFF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2 위치 ON/OFF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3 위치 ON/OFF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3 위치 ON/OFF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모니터

모니터 기능 수동 출력

배치 유량 확보

펄스 적산 M_PSUM

(다음 페이지에 계속)

기능 FB명기능 FB명

부



부5.2 프로세스 제어 명령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부5 명령 일람

●스테이터스 태그 FB

모듈 FB

●아날로그 모듈 FB

●온도 입력 모듈 FB

●카운터 모듈 FB

●디지털 입출력 모듈 FB

●CC-Link 모듈 FB

(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루프 선택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없음)

루프 선택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루프 선택

(상위 루프로의 트래킹 있음)

수동 출력

프로그램 설정기

모터 비가역(2 입력, 2 출력)

모터 가역(2 입력, 3 출력)

온 오프 조작(2 입력, 2 출력)

온 오프 조작(2 입력, 3 출력)

타이머 1

(COMPLETE로 타이머 스톱)

타이머 2

(COMPLETE 이후도 타이머 동작 계속)

카운터 1

(COMPLETE로 카운트 스톱)

카운터 2

(COMPLETE 이후도 카운트 동작 계속)

●알람 태그 FB
알람

●메시지 태그 FB
메시지

4채널 아날로그 입력

8채널 아날로그 입력

채널 간 절연형 2채널

디스트리뷰터(분류기)

채널 간 절연형 4채널

아날로그 입력

2채널 아날로그 출력

4채널 아날로그 출력

8채널 아날로그 출력

채널 간 절연형 2채널

아날로그 출력

4채널 온도 입력

채널 간 절연형 4채널

온도/미세 전압 입력

4채널 온도 입력

고속 카운터

채널 간 절연형 펄스 입력

8점 디지털 입력

16점 디지털 입력

32점 디지털 입력

64점 디지털 입력

8점 디지털 출력

16점 디지털 출력

32점 디지털 출력

64점 디지털 출력

입력 32점 출력 32점 디지털 입출력 혼합

입력 8점 출력 7점 디지털 입출력 혼합

1국 점유 CC-Link 자국

2국 점유 CC-Link 자국

3국 점유 CC-Link 자국

4국 점유 CC-Link 자국

*： CC-Link Version2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기능 FB명 기능 FB명

기능 FB명

부



부6 기존 시스템 유용 시 주의 사항
부6.1 AnSHCPU에서 베이식 모델 QCPU에 유용

*1 : GX Developer의 변환 기능에 의해 사용할 수 없는 명령은 SM999로 변경됩니다.
GX Developer에서 변환 후 SM999를 검색하여 변환할 수 없는 명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 GX Developer의 변환 기능에 의해 AnSH에서 사용하던 누산기(A), 인덱스 레지스터(V, Z)는 다음과 같이 변환됩니다.
A0→ SD718
A1→ SD719
Z → Z0
V → Z7
인덱스 레지스터를 32비트로 취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취급 내용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nSH가 하위 16비트를 Z로, 상위 16비트를 V로 표현하는데 비해, 베이식 모델 QCPU는 하위 16비트를 Zn로, 상위 16비트를 Z(n+1)
로 표현합니다.
예)

ㆍAnSHCPU의 프로그램으로 다음을 기술한 경우의 실행 결과
DMOV K100000 Z → Z에 하위 16비트, V에 상위 16비트가 저장된다.
ㆍ상기 프로그램을 베이식 모델 QCPU로 변환한 경우

DMOV K100000 Z0 → Z0에 하위 16비트, Z1에 상위 16비트가 저장된다.
*3：A6GPP/A6PHP/A6HGP(SW□GP-GPPA/GPPAU)

A7PHP/A7HGP(SW□SRXV-GPPA)
DOS/V PC(SW□IVD-GPPA)
NEC PC9800 시리즈(SW□NX-GPPA)

*4：전용 명령에 의해 64장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네트워크 파라미터는 1CPU당 4장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5：EPU01은 미쓰비시전기엔지니어링(주) 제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6장 6.1항의 파트너 제품을 참조하십시오.

성능

입출력 제어

방식

리프레시 방식/다이렉트 방식을 전환할 수 없다.

(리프레시 방식 고정)

다이렉트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 다이렉트 액세스 입력

(DX), 다이렉트 액세스 출력(DY)을 사용하십시오.

명령수 사용할 수 없는 명령이 있다.
부5.1항 명령 일람을 참조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하십시오.

*1

표준 RAM

용량

Q00JCPU는 파일 레지스터(R)(표준 RAM)를 사용

할 수 없다.

표준 디바이스 메모리가 증가하였으므로 변경된 범위에

사용하십시오.서

처리 시간
고속으로 처리된다.(스캔 타임 등 처리 시간이 짧

아진다.)
프로그램 타이밍을 확인하십시오.

디바이스
누산기(A), 인덱스 레지스터(V)의 취급 방법이 다

르다.

GX Developer의 변환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다만 일부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접속

전원, 베이스 AnS 시리즈의 전원, 베이스를 사용할 수 없다. Q 시리즈용 전원, 베이스를 사용하십시오.

시스템 구성

AnS 시리즈 모듈을 사용할 수 없다. Q 시리즈용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Ethernet 1장, CC-Link 2장만 장착할 수 있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서는 Ethernet 4장, CC-Link

64장 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4

툴 접속

AnS 시리즈의 툴 을 사용할 수 없다.*3
베이식 모델 QCPU 대응 GX Developer(버전 7 이후)를

사용하십시오.

MX Links, MX Monitor, MX Chart를 사용할 수 없

다.

MX Component를 사용하십시오.(PC측 응용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합니다.)

AnS 시리즈 프로그래밍 모듈(A8UPU/A8PUJ/

A7PUS)을 사용할 수 없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서는 Q 시리즈 대응 프로그

래밍 모듈(EPU01)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Q00JCPU는 기본 베이스에 GOT의 버스 연장 모

듈(A9GT-QCNB)을 접속할 수 없다.

증설 베이스가 접속되어 있는 경우 증설 베이스에 버스

연장 모듈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취급

LED

LED의 점등/점멸 조건이 AnS 시리즈와 다르다.
베이식 모델 QCPU의 사용자 매뉴얼에서 LED의 점등/점

멸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LED의 표시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 없다.

LED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에러 체크 안함으로 설정하거

나 에러 해제 기능을 사용하여 소등하십시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서는 LED의 표시 우선 순위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키스위치
키스위치의 조작이 AnS 시리즈와 다르다.

(래치 클리어 키 없음, 리셋 조작 변경.)

래치 클리어는 GX Developer의 리모트 조작에 의해 처리

하십시오. 리셋은 RUN/STOP/RESET 스위치를 몇초간

RESET 위치로 하여 처리하십시오.(리셋 완료 시

ERR. LED가 점멸합니다.)

No. 항목명 상세 항목 베이식 모델 QCPU에서의 주의 사항 고객의 대응

부



*6：표준 RAM은 Q00/Q01CPU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타이머/카운터 현재값의 갱신 처리와 접점의 ON/OFF 처리 타이밍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AnSH：END 명령 실행 시 처리
베이식 모델 QCPU：OUT T□ 명령 /OUT C□실행 시 처리(순서대로 처리)

8：GX Configurator에서 해당 기능을 설정하면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과 교신할 수 있습니다.
GX Configurator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해당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

부6 기존 시스템 유용 시 주의 사항
부6.1 AnSHCPU에서 베이식 모델 QCPU에 유용

하드웨어 취급

메모리 카세트 AnS 시리즈 메모리 카세트를 사용할 수 없다.
내장 메모리를 사용하십시오.(프로그램 메모리, 표준

RAM, 표준 ROM) *6

배터리 AnS 시리즈 배터리(A6BAT)를 사용할 수 없다. Q 시리즈용 배터리(Q6BAT)를 사용하십시오.

메모리 프로텍

트 스위치
메모리 프로텍트 스위치로 프로텍트할 수 없다.

패스워드 등록에 의해 파일 단위로 액세스 제한이 가능합

니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서는 스위치 설정에 의해 메

모리 프로텍트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취급

언어ㆍ 명령

마이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하지 마십시오.

타이머, 카운터의 동작이 다르다.(순서대로 처리)

*7
타이밍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변경하십시오.

AnS 시리즈 특수 모듈 전용 명령을 사용할 수 없

거나, 버퍼메모리 어드레스에 호환성이 없다.

Q 시리즈의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용으로 프로그램을 수정

하십시오. *8

특수 릴레이/특수 레지스터가 변경되었다.

GX Developer의 변환 기능에 의해 AnSH용 특수 릴레이/

특수 레지스터(M9000~/D9000~)는 베이식 모델 QCPU

용 특수 릴레이/특수 레지스터(SM/SD)로 변환됩니다.

다만 호환성이 없는 디바이스는 SM999/SD999로 변경되

므로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변경하십시오.

에러 코드가 일부 변경되었다.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변경하십시오.

ROM의 취급

ROM 카세트로 분리할 수 없다.(미리 프로그램을

쓴 ROM 카세트를 다른 CPU에 장착하여 ROM 운

전할 수 없다.)

GX Developer를 사용하여 CPU 내장 표준 ROM에 쓰십시

오.

네트워크 취급
MELSECNET

(Ⅱ)
MELSECNET(Ⅱ)에 접속할 수 없다. MELSECNET/H 또는 CC-Link를 사용하십시오.

디버그 기능

샘플링

트레이스
샘플링 트레이스를 사용할 수 없다.

GX Simulator의 오프 라인 시뮬레이션 기능을 사용하십

시오.

스테이터스

래치
스테이터스 래치를 사용할 수 없다.

오프 라인

스위치
오프 라인 스위치를 사용할 수 없다.

No. 항목명 상세 항목 베이식 모델 QCPU에서의 주의 사항 고객의 대응

부



부6.2 A2US(H) CPU에서 베이식 모델 QCPU에 유용

부6 기존 시스템 유용 시 주의 사항

*1 : 베이식 모델 QCPU에서는 A2US(H) CPU에 비해 동일한 스텝에 2배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 (1) 프로그램을 변환하는 경우 반드시 프로그램을 백업하십시오.

프로그램을 변환한 결과 프로그램 용량이 부족하면 프로그램이 도중에 삭제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하면 본래의 프로그램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2) 프로그램이 끝까지 변환되었는지는 END 명령의 유무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십시오.
프로그램 용량 부족으로 프로그램이 도중에 삭제된 경우에도 변환 후 프로그램에는 END 명령이 부가됩니다.

(래더 블록의 도중에 삭제된 경우 등 END 명령이 부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GX Developer의 변환 기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명령은 SM999로 변경됩니다.

GX Developer에서 변환 후 SM999를 검색하여 변환할 수 없는 명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파일 레지스터는 Q00/Q01CPU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GX Developer의 변환 기능에 의해 A2US(H)에서 사용하던 누산기(A), 인덱스 레지스터(V, Z)는 다음과 같이 변환됩니다.
A0 → SD718
A1 → SD719
Z → Z0(Z1~Z6은 )그대로 사용 가능

V → Z7
V1~V2 → Z8~Z9
V3~V6 → SD999(베이식 모델 QCPU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인덱스 레지스터는 Z0~Z9의 10점.)

인덱스 레지스터를 32비트로 취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A2US(H)가 하위 16비트를 Zn으로, 상위 16비트를 Vn으로 표현하는데 비해, 베이식 모델 QCPU는 하위 16비트를 Zn으로, 상위 16비
트를 Z(n+1)로 표현합니다.
예)
ㆍA2US(H) CPU의 프로그램으로 다음 명령을 실행한 경우의 결과

DMOV K100000 Z1 → Z1에 하위 16비트, V1에 상위 16비트가 저장된다.

DMOV K200000 Z2 → Z2에 하위 16비트, V2에 상위 16비트가 저장된다.

ㆍ상기 프로그램을 베이식 모델 QCPU에서 변환하여 실행한 경우
DMOV K100000 Z1 → Z1에 하위 16비트, Z2에 상위 16비트가 저장된다.
DMOV K200000 Z2 → Z2에 하위 16비트, Z3에 상위 16비트가 저장된다.

* 이 때, Z2가 덮어쓰기되므로 32비트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성능

I/O 점수

베이스상에서 제어할 수 있는 I/O 점수가 적어진다.

(Q00J：256점, Q00/Q01：1024점)

베이식 모델 QCPU의 I/O 점수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리모트 I/O(CC-Link) 시스템을 구성하여 I/O를 2048점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CC-Link의 64국의 모든 접점을 리프레시 한 경우,

X, Y 점수가 부족하다.

디바이스M 등으로 리프레시하도록 파라미터를 설정하십

시오.

프로그램

용량
프로그램 용량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다.

GX Developer의 변환 기능에 의해 A2US(H) CPU에서 베

이식 모델 QCPU로 프로그램을 변환하면 프로그램의 스텝

수가 감소합니다. * 1

변환 후 프로그램 용량이 충분한지를 확인하려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변환하여 올바르게 변환되는지를 체크하십시

오. *2

프로그램이 끝까지 변환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용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때는 대용량의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를 사용하십시오.

명령수 사용할 수 없는 명령이 있다.
부5.1항 명령 일람을 참조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하십시오.

*3

처리 시간 스캔 타임, 각종 처리 시간이 변경된다.
처리 타이밍을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하

십시오.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
내장 프로그램 용량이 적어 진다.

코멘트 파일 등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하는 용량을 조정

하십시오.

표준 RAM

용량

Q00JCPU는 파일 레지스터(R)(표준 RAM)를 사용

할 수 없다.

표준 디바이스 메모리가 증가되었으므로 해당 범위에서

사용하십시오.

디바이스

디바이스 18kW 이상 사용할 수 없다.메모리를

베이식 모델 QCPU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Q00/Q01CPU의 경우 파일 레지스터(R) 사용 여부를 검토

하십시오.

디바이스 B, W가 줄어들었으므로 MELSECNET/H

의 모든 LB, LW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디바이스 할당에 의해 B, W의 점수를 늘리거나 파일 레지

스터로 할당하십시오. *4

인덱스 레지스터가 10점까지 밖에 없다.

베이식 모델 QCPU의 범위 내에서 인덱스 레지스터를 사

용하십시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서는 인덱스 레지스터를 16

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산기(A), 인덱스 레지스터(V)의 취급이 다르다.
GX Developer의 변환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다만 일부 프

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No. 항목명 상세 항목 베이식 모델 QCPU에서의 주의 사항 고객의 대응

부



*6：전용 명령으로 64장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네트워크 파라미터는 1CPU당 4장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7：A6GPP/A6PHP/A6HGP(SW□GP-GPPA/GPPAU)

A7PHP/A7HGP(SW□SRXV-GPPA)
DOS/V PC(SW□IVD-GPPA)

NEC PC9800 시리즈(SW□NX-GPPA)

*8：EPU01은 미쓰비시전기엔지니어링(주) 제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6장 6.1항의 파트너 제품을 참조하십시오.

*9：표준 RAM은 Q00/Q01CPU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6.2 A2US(H) CPU에서 베이식 모델 QCPU에 유용

부6 기존 시스템 유용 시 주의 사항

시스템

접속

전원, 베이스 AnS 시리즈 전원, 베이스를 사용할 수 없다. Q 시리즈용 전원, 베이스를 사용하십시오.

시스템 구성

AnS 시리즈의 모듈을 사용할 수 없다. Q 시리즈용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MELSECNET/H의 리모트 I/O 시스템을 실행할 수

없다.

CC－Link를 사용하십시오.

MELSECNET/H의 리모트 I/O 시스템은 하이 퍼포먼스 모

델 QCPU 구성할 수 있습니다.로

MELSECNET/H 1장, Ethernet 1장, CCLink 2장으

로 제한된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서는 MELSECNET/H 4장,

Ethernet 4장, CC-Link 64장 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6

툴 접속

AnS 시리즈의 툴 을 사용할 수 없다.*7
베이식 모델 QCPU 대응 GX Developer(버전 7 이후)를

사용하십시오.

MX Links, MX Monitor, MX Chart를 사용할 수 없

다.

MX Component를 사용하십시오.(PC측 응용 프로그램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AnS 시리즈 프로그래밍 모듈(A8UPU/A8PUJ/

A7PUS)을 사용할 수 없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서는 Q 시리즈 대응 프로그

래밍 모듈(EPU01)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Q00JCPU는 기본 베이스에 GOT의 버스 연장 모듈

(A9GT-QCNB)을 접속할 수 없다.

증설 베이스가 접속되어 있는 경우, 증설 베이스에 버스

연장 모듈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취급

LED

LED의 점등/점멸 조건이 AnS 시리즈와 다르다.
베이식 모델 QCPU의 사용자 매뉴얼에서 LED의 점등/점

멸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LED의 표시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 없다.

LED가 표시되지 않으면 에러 체크 안함으로 설정하거나

에러 해제 기능을 사용하여 소등하십시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서는 LED의 표시 우선 순위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키스위치
키스위치의 조작이 AnS 시리즈와 다르다.

(래치 클리어 키 없음, 리셋 조작 변경.)

래치 클리어는 GX Developer의

처리하십시오. 리셋은 RUN/STOP/RESET 스위치를 몇초

간 RESET 위치로 하여 처리십시오.(리셋 완료 시 ERR.

LED가 점멸합니다.)

리모트 기능을 이용하여

메모리 카세트 AnS 시리즈 메모리 카세트를 사용할 수 없다.
내장 메모리를 사용하십시오.(프로그램 메모리, 표준

RAM, 표준 ROM) *9

배터리 AnS 시리즈 배터리(A6BAT)를 사용할 수 없다. Q 시리즈용 배터리(Q6BAT)를 사용하십시오.

메모리 프로텍

트 스위치
메모리 프로텍트 스위치로 프로텍트할 수 없다.

패스워드 등록에 의해 파일 단위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

습니다.

하이 퍼포먼스 모델 QCPU에서는 스위치 설정에

.

의해 메

모리를 프로텍트할 수 있습니다

No. 항목명 상세 항목 베이식 모델 QCPU에서의 주의 사항 고객의 대응

부



A2US(H)：END 명령 실행 시 처리
베이식 모델 QCPU：OUT T□ 명령 /OUT C□실행 시 처리(순서대로 처리)

*11：GX Configurator에서 설정하여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과 교신할 수 있습니다.
GX Configurator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해당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12：파일 레지스터(R), 특수 릴레이(SM), 특수 레지스터(SD), 인덱스 레지스터(Z)는 읽기/쓰기할 수 없습니다.

QnA/Q 시리즈에서 추가가 된 디바이스 메모리도 읽기/쓰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디바이스 메모리를 읽기/쓰기하는 경우, 통신 프로토콜을 변경해야 합니다.
Q 대응 MELSEC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레퍼런스 매뉴얼을 참조하여 PC측 프로그램을 수정하십시오.

*13：MX Component를 사용하여 PC측 PLC 통신용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MX Component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장 5.3.2항을 참조하십시오.

부6.2 A2US(H) CPU에서 베이식 모델 QCPU에 유용

부6 기존 시스템 유용 시 주의 사항

*10：타이머/카운터의 현재값 갱신 처리와 접점의 ON/OFF 처리 타이밍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취급

언어ㆍ 명령

타이머, 카운터의 동작이 다르다.( 처리)순서대로

*10

타이밍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변경하십시

오.

AnS 시리즈 특수 모듈 전용 명령을 사용할 수 없거

나, 버퍼메모리 어드레스에 호환성이 없다.

Q 시리즈의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용으로 프로그램을 수정

하십시오. *11

특수 릴레이/특수 레지스터가 변경되었다.

GX Developer의 변환 기능에 의해 A2US(H)용 특수 릴레

이/특수 레지스터(M9000~/D9000~)는 베이식 모델

QCPU용 특수 릴레이/특수 레지스터(SM/SD)로 변환됩니

다. 다만 호환성이 없는 디바이스는 SM999/SD999로 변

경되므로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변경하십시오.

에러 코드가 일부 변경되었다.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변경하십시오.

ROM 취급

ROM 카세트로 분리할 수 없다.(미리 프로그램을

쓴 ROM 카세트를 다른 CPU에 장착하여 ROM 운

전을 할 수 없다.)

GX Developer를 사용하여 CPU 내장 표준 ROM에 쓰십시

오.

네트워크 취급

Ethernet

PC에서 Ethernet 경유로 MELSECNET/10의 다른

국에 액세스하는 경우의 액세스 방법이 다르다.

(Ethernet이 네트워크 No. /국번을 가진다.)

네트워크 파라미터의 「다른 국 액세스 시 유효 모듈」을

설정하여 PC측 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고 디바이스 메모

리을 읽기/쓰기할 수 있습니다.(일부 읽거나 쓸 수 없는 디

바이스가 있습니다.)*12

디바이스 메모리를 읽기/쓰기 이외의 기능을 실행하는 경

우, 프로토콜을 변경해야 하므로 PC측 프로그램을 수정

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Q 대응 MELSEC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레퍼런스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13

MELSECNET

(Ⅱ)
MELSECNET(Ⅱ)에 접속할 수 없다. MELSECNET/H 또는 CC-Link를 사용하십시오.

MELSECNET/

H

국 고유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없다.
리프레시 파라미터 설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링크 다이렉

트 디바이스(J□\□)를 사용하여 대응하십시오.

라우팅 파라미터를 8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라우팅을 범위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디버그 기능

샘플링

트레이스
샘플링 트레이스를 사용할 수 없다.

GX Simulator의 오프 라인 시뮬레이션

.

기능을 활용하십시

오

스테이터스

래치
스테이터스 래치를 사용할 수 없다.

스텝 운전 스텝 운전을 할 수 없다.
GX Simulator의 오프 라인 시뮬레이션

.

기능을 하십시

오

활용

오프 라인

스위치
오프 라인 스위치를 사용할 수 없다.

No. 항목명 상세 항목 베이식 모델 QCPU에서의 주의 사항 고객의 대응

부



부7 수송 시 주의 사항

리튬을 함유하고 있는 배터리를 수송할 때는 수송 규제에 따

른 취급이 필요합니다.

(1) 규제 대상 기종

Q 시리즈 CPU 모듈(메모리 카드 포함)에서 사용하고 있

는 배터리는 아래와 같이 .취급하십시오

(2) 수송 시 취급

출하 시는 당사에서 수송 규제에 따라 포장하고 있지만,

고객이 다시 포장하거나 개봉 후 수송하는 경우 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s(IATA 위험물 규칙서),

IMDG Code(국제 해상 위험물 수송 규정) 및 각국의 수

송 규제에 따라 수송해야 하므로 주의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이용하는 운송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수송 규제 대상 기종 일람표

Q 시리즈용 배터리 Q7BAT 리튬 전지 단독

위험물
Q 시리즈용 배터리

Q7BAT-

SET

리튬 전지 단독

＋홀더

Q 시리즈용 배터리 Q6BAT 리튬 전지 단독

비위험물

Q 시리즈용 메모리

카드용 배터리

Q2MEM-

BAT

리튬 코인 전지 단

독

Q 시리즈용 메모리 카드

Q2MEM-

1MBS

Q2MEM-

2MBS

리튬 코인 전지

(Q2MEMBAT)

동봉

품명 형명 제품 형식 수송 취급

부



부8 MELFANSweb

■MELFANSweb 인터넷으로

정보 탐색＆커뮤니케이션

●English

같은 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종ㆍ메뉴를 확

대하고 있습니다.

●제품 라인 업

당사 제품의 개요를 시리즈 별로 소개합니다.

사양, 기능, 결선 예, 외형 치수도 등 제품 개별의 상세한 정

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최근 발매되었거나 근일 발매 예정인 제품을 소개합니다.

●규격 적합 제품

방폭, 선박 등의 규격이나 UL, EN 등 각국 일본 외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소개합니다.

●매뉴얼 일람

제품 대응 매뉴얼의 최신 버전이나 제품 동봉 여부 등의 정

보를 제공합니다.

●이벤트 정보

전국에서 개최되는 당사 제품의 교육이나 전시회, 기술 세미

나 등을 안내합니다.

●토픽

시스템 확장 예정 등 MELFANSweb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갱신 이력

최근 추가 변경된 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새로운 내용만 보

고 싶을 때 이용하십시오.

●사이트 내 검색

MELFANSweb 내의 정보를 검색 하는 엔진을 내장하고 있

습니다.

* 1

*1 : FA 랜드는 대상 외

●관련 사이트

FA 기기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관련 사이트와 「글로벌

네트워크」와 링크되어 있습니다.

●문의 창구

일본/일본 외 영업 거점(지사 등) 및 서비스 거점의 소재지

나 취급 기종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FA 랜드ᆞ커뮤니케이션

멤버스 ID(회원 번호)를 , 상세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멤버스 ID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득하거나

●온라인 매뉴얼

FA 기기 제품의 매뉴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

다.

신개발 전용 소프트웨어와 매뉴얼 다운로드 기능에 의해 키

워드로 복수의 매뉴얼을 일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PLC, GOT 등 샘플 프로그램이나 체험판 소프트웨어 및 삼

상 모터, PLC, AC 서보의 외형도 데이터 등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Q & A

키워드를 사용하여 AND/OR 검색으로 알고 싶은 사항의 답

변을 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새로 질문을 입력하면 당

사 기술자가 직접 회신을 해 드리는 연중무휴 (접수) 기술

상담 창구입니다.

* 2

*2 : 메인터넌스 시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크니컬 라이브러리

용도 사례, 사용 방법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가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서관으로 사용하십시오.

등재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부



부9 보증

사용 시에는 아래의 제품 보증 내용을 확인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무상 보증 기간과 무상 보증 범위

무상 보증 기간 중에 제품에 당사측의 책임에 의한 고장

이나 하자(이하 합쳐서 「고장」이라고 부릅니다)가 발

생했을 경우, 당사는 구입하신 판매점 또는 당사의 서비

스 회사를 통하여 무상으로 제품을 수리하여 드립니다.

단, 해외로 출장 수리가 필요한 경우 또는 떨어져 있는

도서 및 이에 준하는 원격지에로의 출장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기술자 파견에 필요한 실비를 받습니다.

【무상 보증 기간】

제품의 무상 보증 기간은 고객께서 구입 후 또는 지

정 장소에 납입 후 1년간으로 합니다.

단, 당사 제품 출하 후의 유통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하여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을 무상 보증 기간의 상한

으로 합니다. 또한, 수리품의 무상 보증 기간은 수리

전의 무상 보증 기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무상 보증 범위】

(1) 사용 상태, 사용 방법 및 사용 환경 등이 사용 설

명서, 사용자 매뉴얼, 제품 본체의 주의 라벨 등

에 기재된 조건, 주의 사항 등에 따른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무상 보증 기간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유상 수리로 합니다.

(a) 고객의 부적절한 보관이나 취급, 부주의, 과

실 등에 의하여 발생한 고장 및 고객의 하드

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설계 내용에 기인한 고

장.

(b) 고객께서 당사의 양해 없이 제품을 개조한 것

에 기인하는 고장.

(c) 당사 제품이 고객의 기기에 구성되어 사용된

경우, 고객의 기기가 받고 있는 법적 규제에

의한 안전장치 또는 업계의 통념상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기능ㆍ구조 등을 갖추고 있

었다면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고장.

(d) 사용 설명서 등에 지정된 소모 부품(배터리,

백라이트, 퓨즈 등)이 정상적으로 보수ㆍ교

환되었으면 막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고장.

(e) 화재, 이상 전압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외부

요인 및 지진, 낙뢰, 풍수해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f) 당사 출하 시의 과학 기술 수준에서는 예견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한 고장.

(g) 기타, 당사의 책임 외의 경우 또는 고객이 당

사 책임 밖으로 인정한 고장.

2. 생산 중지 후의 유상 수리 기간

(1) 당사가 유상으로 제품 수리를 접수할 수 있는 기간

은 해당 제품의 생산 중지 후 7년간입니다.

생산 중지에 관하여는 당사 테크니컬 뉴스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2) 생산 중지 후의 제품 공급(보조 용품 포함)은 불가

능합니다.

3. 해외 서비스
해외에 있어서는 당사의 각 지역 해외 FA센터에서 수리

접수를 받습니다. 단, 각 FA센터에서의 수리 조건 등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4. 기회 손실, 이차 손실 등의 보증 채무의 제외

무상 보증 기간의 내외를 불문하고 당사의 책임으로 귀

속하지 않는 사유로부터 발생한 손해, 당사 제품의 고

장에 기인하는 고객의 기회 손실, 일실 이익, 당사의 예

견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

이차 손해, 사고 보상, 당사 제품 이외에 대한 손상 및

다른 업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제품 사양의 변경

카탈로그, 매뉴얼 또는 기술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사

양은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6. 제품의 적용

(1) 당사 MELSEC 범용 PLC를 사용하실 때는 본체에

고장ㆍ비정상적인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도 중대한

사고에 이르지 않는 용도일 것 및 고장ㆍ비정상 상

태 발생 시에 백업이나 페일 세이프 기능이 기기 외

부에서 시스템적으로 실시되고 있을 것을 사용 조

건으로 합니다.

(2) 당사 범용 PLC는 일반 공업용 등의 용도를 대상으

로 하는 범용품으로 설계ㆍ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전력 회사의 원자력 발전소 및 기타 발전소용 등

과 같이 공공의 영향이 큰 용도나 각 철도 회사 및

국방용 등 특별한 품질을 요구하는 용도에는 PLC의

적용을 제외하여 주십시오. 또한, 항공, 의료, 철도,

연소ㆍ연료 장치, 유인 반송 장치, 오락 기계, 안전

기계 등 인명이나 재산에 커다란 영향이 예측되고,

안전측면이나 제어 시스템에 특별한 고신뢰성이 요

구되는 당사 PLC의 적용을 제외

하여 주십시오.

용도에 사용 시는

단, 이들 용도라 하더라도 사전에 당사와 상담을 통

해 용도를 한정하여 특별한 품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고객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문서를 교환

하고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부



※기종 선정 시 사용 가능 모듈, 제약 사항 등을 본 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MELSOFT의 버전 및 대응 OS의 최신 정보는 MELFANSweb를 참조하시거나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베이식 모델에서 사용 가능 프로세스 CPU에서 사용 가능 MELSECNET/H 리모트 I/O에서 사용 가능

하이 퍼포먼스 모델에서 사용 가능 이중화 CPU에서 사용 가능

○  △수주 생산품(1.5~2.5개월) 상세 납기는 거래처에 문의하십시오.계획 생산품CPUᆞ베이스ᆞ전원

개요 납기품명 형명

베이스

베이식
모델

하이퍼포먼스

모델

프로세스

CPU

이중화 CPU

모션

CPU

배터리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용 어댑터

SRAM 카드용 배터리

접속 케이블

트래킹

케이블

케이블 분리
방지 홀더

기본 베이스

슬림 타입
기본 베이스

CPU

전원 이중화 시스

템용 기본 베이스

증설 베이스

입출력 점수:256점 입출력 디바이스 점수:2048점 프로그램 용량:8k스텝
기본 명령 처리 속도 (LD 명령) :0.20μs 프로그램 용량 58 스텝: k

입출력 점수:1024점 입출력 디바이스 점수:2048점 프로그램 용량 스텝:8k

기본 명령 처리 속도 (LD 명령) :0.16μs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94KB

8축 제어용

8축 제어용, 티칭 기능 내장

32축 제어용, 티칭 기능 내장

교환용 배터리

대용량 배터리

대용량 배터리 홀더 부착

소형 SRAM 메모리 카드 용량:1MB

소형 SRAM 메모리 카드 용량:2MB

소형 리니어 Flash 메모리 카드 용량:2MB

소형 리니어 Flash 메모리 카드 용량:4MB

소형 ATA 카드 용량:8MB

소형 ATA 카드 용량:16MB

소형 ATA 카드 용량:32MB

Q2MEM 메모리 카드의 표준 PCMCIA 슬롯용 어댑터

교환용 배터리 Q2MEM-1MBS/Q2MEM-2MBS용

PC - CPU 접속용 RS-232 케이블 3m(미니 DIN6P－Dsub9P)

1m 케이블 트래킹용

3m 케이블 트래킹용

CPU의 RS-232 커넥터 분리 방지용

3슬롯 전원 모듈 장착 가능 Q 시리즈 모듈 장착용

5슬롯 전원 모듈 장착 가능 Q 시리즈 모듈 장착용

8슬롯 전원 모듈 장착 가능 Q 시리즈 모듈 장착용

2슬롯 슬림 타입 전원 모듈 장착 가능 Q 시리즈 모듈 장착용

3슬롯 슬림 타입 전원 모듈 장착 가능 Q 시리즈 모듈 장착용

5슬롯 슬림 타입 전원 모듈 장착 가능 Q 시리즈 모듈 장착용

입출력 점수:1024점 입출력 디바이스 점수:2048점 프로그램 용량:14k스텝
기본 명령 처리 속도 (LD 명령) :0.10μs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94KB

입출력 점수:4096점 입출력 디바이스 점수:8192점 프로그램 용량:28k스텝

기본 명령 처리 속도 (LD 명령) :0.079μs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112KB

입출력 점수:4096점 입출력 디바이스 점수:8192점 프로그램 용량:28k스텝

기본 명령 처리 속도 (LD 명령) :0.034μs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112KB

입출력 점수:4096점 입출력 디바이스 점수:8192점 프로그램 용량:60k스텝
기본 명령 처리 속도 (LD 명령) :0.034μs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240KB

입출력 점수:4096점 입출력 디바이스 점수:8192점 프로그램 용량:124k스텝

기본 명령 처리 속도 (LD 명령) :0.034μs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496KB

입출력 점수:4096점 입출력 디바이스 점수:8192점 프로그램 용량:252k스텝

기본 명령 처리 속도 (LD 명령) :0.034μs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1008KB

입출력 점수:4096점 입출력 디바이스 점수:8192점 프로그램 용량:252k스텝

기본 명령 처리 속도 (LD 명령) : 0.034μs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1008KB

입출력 점수:4096점 입출력 디바이스 점수:8192점 프로그램 용량:252k스텝

기본 명령 처리 속도 (LD 명령) : 0.034μs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1008KB

입출력 점수:4096점 입출력 디바이스 점수:8192점 프로그램 용량:124k스텝

기본 명령 처리 속도 (LD 명령) :0.034μs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496KB

입출력 점수:4096점 입출력 디바이스 점수:8192점 프로그램 용량:124k스텝

기본 명령 처리 속도 (LD 명령) :0.034μs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496KB

5슬롯, AC100~240V 입력/DC5V3A 출력 전원

32축 제어용

12슬롯 전원 모듈 장착 가능 Q 시리즈 모듈 장착용

8슬롯 전원 모듈 장착 가능 Q 시리즈 모듈 장착용

5슬롯 전원 모듈 장착 가능 Q 시리즈 모듈 장착용

3슬롯 전원 모듈 장착 가능 Q 시리즈 모듈 장착용

8슬롯 전원 이중화 시스템용 전원 모듈 2장 장착 가능 Q 시리즈 모듈 장착용

부

부10 기종 리스트
부10.1



부10 기종 리스트
부10.1

개요품명 형명

CPUᆞ베이스ᆞ전원

12슬롯 전원 모듈 장착 가능 Q 시리즈 모듈 장착용

2슬롯 전원 모듈 장착 불가능 Q 시리즈 모듈 장착용

5슬롯 전원 모듈 장착 불가능 Q 시리즈 모듈 장착용

5슬롯 전원 모듈 장착 가능 AnS 시리즈 모듈 장착용

8슬롯 전원 모듈 장착 가능 AnS 시리즈 모듈 장착용

5슬롯 전원 모듈 장착 가능  A 시리즈 모듈 장착용

8슬롯 전원 이중화 시스템용 전원 모듈 2대 장착 가능 Q 시리즈 모듈 장착용

0.45m 케이블 Q52B/Q55B/Q63B/Q65B/Q68B/Q612B/Q38RB/Q68RB 접속용

DIN 레일 설치용 어댑터 Q38B/Q312B/Q68B/Q612B/Q38RB/Q68RB용

DIN 레일 설치용 어댑터 Q35B/Q65B/Q00JCPU용

DIN 레일 설치용 어댑터 Q32SB/Q33SB/Q35SB/Q33B/Q52B/Q55B/Q63B용

I/O 슬롯용 블랭크 커버

입력 전압 범위 : AC100~120V 출력 전압 : DC5V 출력 전류 : 6A

입력 전압 범위 : AC200~240V 출력 전압 : DC5V 출력 전류 : 6A

입력 전압 범위 : AC100~240V 출력 전압 : DC5/24V 출력 전류 : 3A/0.6A

입력 전압 범위 : DC24V 출력 전압 : DC5V 출력 전류 : 6A

입력 전압 범위 : AC100~120V/AC200~240V 출력 전압 : DC5V 출력 전류 : 8.5A

입력 전압 범위 : AC100~240V 출력 전압 : DC5V 출력 전류 : 2A, 슬림 타입 전원

입력 전압 범위 : AC100~120V/AC200~240V 출력 전압 : DC5V 출력 전류 : 8.5A

16점 AC100~120V 8mA(AC100V, 60Hz)/7mA(AC100V, 50Hz) 응답 시간 : 20ms

16점 1 코먼 18점 단자대

8점 AC100~240V
17mA(AC200V, 60Hz)/14mA(AC200V, 50Hz)/8mA(AC100V, 60Hz)/7mA(AC100V, 50Hz)
응답 시간 : 20ms 8점 1 코먼 18점 단자대

16점 DC24V 4mA 응답 시간 : 1/5/10/20/70ms 16점 1코먼 플러스 코먼 18점 단자대

16점 DC24V 6mA 응답 시간 : 0.1/0.2/0.4/0.6/1ms 16점 1코먼 플러스 코먼 18점 단자대

32점 DC24V 4mA 응답 시간 : 1/5/10/20/70ms 32점 1코먼 플러스 코먼 40핀 커넥터

32점 DC24V 4mA 응답 시간 : 0.1/0.2/0.4/0.6/1ms 32점 1코먼 플러스 코먼 40핀 커넥터

64점 DC24V 4mA 응답 시간 : 1/5/10/20/70ms 32점 1코먼 플러스 코먼 40핀 커넥터

64점 DC24V 4mA 응답 시간 : 0.1/0.2/0.4/0.6/1ms 32점 1코먼 플러스 코먼 40핀 커넥터

16점 DC5/12V 1.2mA(DC5V)/3.3mA(DC12V) 응답 시간 : 1/5/10/20/70ms 16점 1 코먼

플러스 코먼, 마이너스 코먼 공용 18점 단자대

32점 DC5/12V 1.2mA(DC5V)/3.3mA(DC12V) 응답 시간 : 1/5/10/20/70ms 32점 1 코먼

플러스 코먼, 마이너스 코먼 공용 40핀 커넥터

64점 DC5/12V 1.2mA(DC5V)/3.3mA(DC12V) 응답 시간 : 1/5/10/20/70ms 32점 1 코먼

플러스 코먼, 마이너스 코먼 공용 40핀 커넥터

16점 DC24V 4mA 응답 시간 : 1/5/10/20/70ms 16점 1코먼 마이너스 코먼  18점 단자대

32점 DC24V 4mA 응답 시간 : 1/5/10/20/70ms 32점 1코먼 마이너스 코먼  37핀 D서브 커넥터

64점 DC24V 4mA 응답 시간 : 1/5/10/20/70ms 32점 1코먼 마이너스 코먼  40핀 커넥터

64점 DC24V 4mA 응답 시간 : 0.2/0.3/0.5/0.7/1.3ms 32점 1코먼 마이너스 코먼  40핀 커넥터

16점 DC24V/AC240V 2A/1점, 8A/1 코먼 응답 시간 : 12ms 16점 1 코먼 18점 단자대

8점 DC24V/AC240V 2A/1점 응답 시간 : 12ms 18점 단자대 모든 접점 독립 접점

16점 AC100~240V 최소 부하 전압, 전류 : AC24V, 100mA/AC100/240V, 25mA
OFF 시 누설 전류 : 1.5mA(AC120V)/3mA(AC240V) 응답 시간 : 1ms＋0.5Hz 16점 1 코먼

16점 DC12~24V OFF 시 누설 전류 : 0.1mA 응답 시간 : 1ms 16점 1 코먼 싱크 타입

18점 단자대 서멀 프로텍트 있음 합선 보호 기능 있음 서지 킬러 있음

0.6m 케이블 접속용Q52B/Q55B/Q63B/Q65B/Q68B/Q612B/Q38RB/Q68RB

1.2m 케이블 접속용Q52B/Q55B/Q63B/Q65B/Q68B/Q612B/Q38RB/Q68RB

3m 케이블 접속용Q52B/Q55B/Q63B/Q65B/Q68B/Q612B/Q38RB/Q68RB

5m 케이블 접속용Q52B/Q55B/Q63B/Q65B/Q68B/Q612B/Q38RB/Q68RB

10m 케이블 접속용Q52B/Q55B/Q63B/Q65B/Q68B/Q612B/Q38RB/Q68RB

베이스

전원

슬림 타입 전원

전원 이중화 시스템용

전원

입출력 모듈

입력

출력

증설 케이블

전원 이중화 시스

템용 증설 베이스

증설 베이스

어댑터

블랭크 커버

AC

DC
(플러스 코먼)

(※ 2)

DC센서
(※ 2)

DC

(마이너스

코먼)

(※ 2)

릴레이

트라이액

트랜지스터

(싱크)

18점 단자대 서지 킬러 있음

납기

부

○  △수주 생산품(1.5~2.5개월) 상세 납기는 거래처에 문의하십시오.계획 생산품



입출력 모듈

개요품명 형명

출력

입출력

인터럽트 입력

커넥터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단자대 어댑터

커넥터/단자대 변환 모듈

릴레이 터미널 모듈

트랜지스터

(싱크)

트랜지스터

(독립)

TTL CMOS

트랜지스터
(소스)

DC 입력/

트랜지스터

출력

케이블

케이블

커넥터/

단자대

변환 모듈

릴레이

터미널

모듈

40핀 커넥터 서멀 프로텍트 있음 합선 보호 기능 있음 서지 킬러 있음

40핀 커넥터 서멀 프로텍트 있음 합선 보호 기능 있음 서지 킬러 있음

16점 DC12~24V OFF 시 누설 전류 : 0.1mA 응답 시간 : 1ms 16점 1코먼 싱크 타입

18점 단자대 서지 킬러 있음 퓨즈 있음

8점 DC5~24V OFF 시 누설 전류 : 0.1mA 응답 시간 : 10ms 싱크, 소스 공용 타입 18점 단자대

서지 킬러 있음 모든 접점 독립

16점 DC5~12V 응답 시간 : 0.5ms 16점 1코먼 싱크 타입 18점 단자대 퓨즈 있음

32점 DC5~12V 응답 시간 : 0.5ms 32점 1코먼 싱크 타입 40핀 커넥터 퓨즈 있음

16점 DC12~24V OFF 시 누설 전류 : 0.1mA 응답 시간 : 1ms 16점 1코먼 소스 타입

18점 단자대 서지 킬러 있음 퓨즈 있음

32점 DC12~24V OFF 시 누설 전류 : 0.1mA 응답 시간 : 1ms 32점 1코먼 소스 타입

37핀 D서브 커넥터 서멀 프로텍트 있음 합선 보호 기능 있음 서지 킬러 있음

입력 32점 DC24V 4mA 응답 시간 : 1/5/10/20/70ms 플러스 코먼 출력 32점 DC12~24V
OFF 시 누설 전류 : 0.1mA 응답 시간 : 1ms 싱크 타입 40핀 커넥터 서멀 프로텍트 있음
합선 보호 기능 있음 서지 킬러 있음

서지 킬러 있음 퓨즈 있음

16점 DC24V 4mA 응답 시간 : 0.1/0.2/0.4/0.6/1ms 16점 1코먼 18점 단자대

납땜용 32점 커넥터 (40핀 커넥터)

압착 단자 접속용 32점 커넥터 (40핀 커넥터)

플랫 케이블 압접용 32점 커넥터 (40핀 커넥터)

납땜용 32점 커넥터 (40핀 커넥터 2방향 케이블 설치 가능)

납땜용 32점 커넥터 (37핀 D서브 커넥터)

압착 단자 접속용 32점 커넥터 (37핀 D서브 커넥터)

플랫 케이블 압접용 32점 커넥터 (37핀 D서브 커넥터)

16점 입출력용 0.3~1.5mm2(AWG22~16)

32점 입출력용 0.5mm2(AWG20)

Q6TA32용 전용 공구

마이너스 코먼 입력 모듈용(표준 타입)

마이너스 코먼 입력 모듈용(2선식 타입)

플러스 코먼 입력 모듈용(3선식 타입)

마이너스 코먼 입력 모듈용(3선식 타입)

소스 타입 출력 모듈용(표준 타입)

소스 타입 출력 모듈용(2선식 타입)

플러스 코먼 입력 모듈, 싱크 타입 출력 모듈용(표준 타입)

플러스 코먼 입력 모듈, 싱크 타입 출력 모듈용(2선식 타입)

A6TBXY36/A6TBXY54/A6TBX70용(플러스 코먼/싱크 타입용) 0.5m

A6TBXY36/A6TBXY54/A6TBX70용(플러스 코먼/싱크 타입용) 1m

A6TBXY36/A6TBXY54/A6TBX70용(플러스 코먼/싱크 타입용) 2m

A6TBXY36/A6TBXY54/A6TBX70용(플러스 코먼/싱크 타입용) 3m

A6TBXY36/A6TBXY54/A6TBX70용(플러스 코먼/싱크 타입용) 5m

A6TBXY36/A6TBXY54/A6TBX70용(플러스 코먼/싱크 타입용) 8m ※코먼 전원 0.5A 이하

A6TBXY36/A6TBXY54/A6TBX70용(플러스 코먼/싱크 타입용) 10m ※코먼 전원 0.5A 이하

A6TBX36-E/A6TBY36-E/A6TBX54-E/A6TBY54-E/A6TBX70-E용
(마이너스 코먼, 소스 타입용) 0.5m

A6TBX36-E/A6TBY36-E/A6TBX54-E/A6TBY54-E/A6TBX70-E용
(마이너스 코먼, 소스 타입용) 1m

A6TBX36-E/A6TBY36-E/A6TBX54-E/A6TBY54-E/A6TBX70-E용
(마이너스 코먼, 소스 타입용) 2m

A6TBX36-E/A6TBY36-E/A6TBX54-E/A6TBY54-E/A6TBX70-E용
(마이너스 코먼, 소스 타입용) 3m

A6TBX36-E/A6TBY36-E/A6TBX54-E/A6TBY54-E/A6TBX70-E용
(마이너스 코먼, 소스 타입용) 5m

40핀 커넥터 DC24V 트랜지스터 출력 모듈(싱크 타입)용

A6TE2-16SRN용 0.6m

A6TE2-16SRN용 1m

A6TE2-16SRN용 3m

A6TE2-16SRN용 5m

32점 DC12~24V OFF 시 누설 전류 : 0.1mA 응답 시간 : 1ms 32점 1코먼 싱크 타입

64점 DC12~24V OFF 시 누설 전류 : 0.1mA 응답 시간 : 1ms 32점 1코먼 싱크 타입

입력 8점 DC24V 4mA 응답 시간 : 1/5/10/20/70ms 플러스 코먼 출력 7점 DC12~24V
OFF 시 누설 전류 : 0.1mA 응답 시간 : 1ms 7점 1코먼 싱크 타입 18점 단자대

A6TE2-16SRN용 10m

납기

부

부10 기종 리스트
부10.1

○  △수주 생산품(1.5~2.5개월) 상세 납기는 거래처에 문의하십시오.계획 생산품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

개요품명 형명

주1

아날로그

입력

아날로그
출력

온도 입력

온도 조절

펄스 입출력ᆞ위치

채널 간 절연
펄스 입력

고속 카운터(※ 3)

위치결정

전압 입력

전류 입력

전압ᆞ전류

입력

전압 출력

전류 출력

전압ᆞ전류

출력

측온저항체

열전대

백금측온
저항체

열전대

오픈 컬렉터

출력
(※ 5)

: 인터럽트 포인터,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용 전용 명령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1

주1

주1

주1

주1

8채널 입력 : DC-10~10V
출력(분해능) : 0~4000, -4000~4000, 0~12000, -12000~12000, 0~16000, -16000~16000
변환 속도 : 80μs/1채널 18점 단자대

2채널 입력 : DC4~20mA 출력(분해능) : 0~3200, 0~6400 변환 속도 : 10ms/2채널

18점 단자대 채널 간 절연, 2선식 전송기에 전원 공급

8채널 입력 : DC0~20mA
출력(분해능) : 0~4000, -4000~4000, 0~12000, -12000~12000, 0~16000, -16000~16000
변환 속도 : 80μs/1채널 18점 단자대

4채널 입력 : DC-10~10V, DC0~20mA
출력(분해능) : 0~4000, -4000~4000, 0~12000, -12000~12000, 0~16000, -16000~16000
변환 속도 : 80μs/1채널 18점 단자대
4채널 입력 : DC-10~10V, DC0~20mA
출력(분해능) : 0~32000, -32000~32000, 0~64000, -64000~64000
변환 속도 : 10ms/4채널 18점 단자대 채널 간 절연

8채널
입력(분해능) : 0~4000, -4000~4000, 0~12000, -12000~12000, -16000~16000
출력 : DC-10~10V 변환 속도 : 80μs/1채널 18점 단자대

8채널 입력(분해능) : 0~4000, -4000~4000, 0~12000, -12000~12000

출력 : DC0~20mA 변환 속도 : 80μs/1채널 18점 단자대

2채널
입력(분해능) : 0~4000, -4000~4000, 0~12000, -12000~12000, -16000~16000
출력 : DC-10~10V, DC0~20mA 변환 속도 : 80μs/1채널 18점 단자대

2채널 입력(분해능) : 0~12000, -12000~12000, -16000~16000

출력 : DC-12~12V, DC0~22mA 변환 속도 : 10ms/2채널 18점 단자대 채널 간 절연

4채널
입력(분해능) : 0~4000, -4000~4000, 0~12000, -12000~12000, -16000~16000
출력 : DC-10~10V, DC0~20mA 변환 속도 : 80μs/1채널 18점 단자대

4채널 백금측온저항체(Pt100(JIS C1604-1997, IEC 751 1983), JPt100(JIS C1604-1981))

변환 속도 : 40ms/1채널 18점 단자대

4채널 백금측온저항체(Pt100(JIS C1604-1997, IEC 751 1983), JPt100(JIS C1604-1981),

Ni100Ω(DIN43760 1987)) 변환 속도 : 40ms/1채널 18점 단자대 채널 간 절연

4채널 열전대(JIS C1602-1995) 변환 속도 : 40ms/1채널 18점 단자대

4채널 열전대(JIS C1602-1995), 미세 전압(-100mV~100mV)

변환 속도 : (샘플링 주기×3)/1채널 18점 단자대

4채널 백금측온저항체(Pt100, JPt100) 히터 단선 검출 없음

샘플링 주기 : 0.5s/4채널 18점 단자대

4채널 백금측온저항체(Pt100, JPt100) 히터 단선 검출 있음

샘플링 주기 : 0.5s/4채널 18점 단자대×2

4채널 열전대(K, J, T, B, S, E, R, N, U, L, PLⅡ, W5Re/W26Re)

히터 단선 검출 없음 샘플링 주기 : 0.5s/4채널 18점 단자대

4채널 열전대(K, J, T, B, S, E, R, N, U, L, PLⅡ, W5Re/W26Re)

히터 단선 검출 있음 샘플링 주기 : 0.5s/4채널 18점 단자대×2

8채널 30kpps/10kpps/1kpps/100pps/50pps/10pps/1pps/0.1pps

카운트 입력 신호 : DC5/12~24V

2채널 200/100/10kPPS 카운트 입력 신호 : DC5/12/24V 외부 입력 : DC5/12/24V

일치 출력 : 트랜지스터(싱크), DC12/24V, 0.5A/1점, 2A/1코먼 40핀 커넥터

2채널 500/200/100/10kPPS
카운트 입력 신호 : EIA 규격 RS-422-A(차동형 라인 드라이버) 외부 입력 : DC5/12/24V
일치 출력 : 트랜지스터(싱크), DC12/24V, 0.5A/1점, 2A/1코먼 40핀 커넥터

2채널 200/100/10kPPS 카운트 입력 신호 : DC5/12/24V 외부 입력 : DC5/12/24V

일치 출력 : 트랜지스터(소스), DC12/24V, 0.1A/1점, 0.4A/1코먼 40핀 커넥터

1축 제어 단위 : mm, inch, degree, pulse 위치결정 데이터수 : 600데이터/1축

최대 출력 펄스 : 200kpps 40핀 커넥터

2축 2축 직선 보간, 2축 원호 보간 제어 단위 : mm, inch, degree, pulse

위치결정 데이터수 : 600데이터/1축 최대 출력 펄스 : 200kpps 40핀 커넥터

4축 2축/3축/4축 직선 보간, 2축 원호 보간 제어 단위 : mm, inch, degree, pulse

위치결정 데이터수 : 600데이터/1축 최대 출력 펄스 : 200kpps 40핀 커넥터

4축 제어 단위 : pulse 위치결정 데이터수 : 10데이터/1축 최대 출력 펄스 : 200kpps 40핀 커넥터

8축 제어 단위 : pulse 위치결정 데이터수 : 10데이터/1축 최대 출력 펄스 : 200kpps 40핀 커넥터

주1

주1

주1

납기

부

부10 기종 리스트
부10.1

○  △수주 생산품(1.5~2.5개월) 상세 납기는 거래처에 문의하십시오.계획 생산품



펄스 입출력ᆞ위치결정 모듈

개요품명 형명

펄스 입출력ᆞ위치결정 모듈

개요품명 형명

: 인터럽트 포인터,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용 전용 명령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터럽트 포인터,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용 전용 명령, 전자 메일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1

주2

정보 모듈

제어 네트워크

위치결정

Ethernet

Web 서버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뎀 인터페이스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

차동 출력
(※ 5)

SSCNET 대응
(※ 3)

SI/QSI
광 케이블

GI 광 케이블

동축 케이블

Ver. 2.00

사양

Ver. 1.00

사양

주1

주1

주1

주1

주2

주1

주1

1축 제어 단위 : mm, inch, degree, pulse 위치결정 데이터수 : 600데이터/1축

최대 출력 펄스 : 1Mpps 40핀 커넥터

2축 2축 직선 보간, 2축 원호 보간 제어 단위 : mm, inch, degree, pulse

위치결정 데이터수 : 600데이터/1축 최대 출력 펄스 : 1Mpps 40핀 커넥터

4축 2축/3축/4축 직선 보간, 2축 원호 보간 제어 단위 : mm, inch, degree, pulse

위치결정 데이터수 : 600데이터/1축 최대 출력 펄스 : 1Mpps 40핀 커넥터

1축 제어 단위 : mm, inch, degree, pulse 위치결정 데이터수 : 600데이터/1축 40핀 커넥터

2축 2축 직선 보간, 2축 원호 보간 제어 단위 : mm, inch, degree, pulse

위치결정 데이터수 : 600데이터/1축 40핀 커넥터

4축 2축/3축/4축 직선 보간, 2축 원호 보간 제어 단위 : mm, inch, degree, pulse

위치결정 데이터수 : 600데이터/1축 40핀 커넥터

10BASE-T/100BASE-TX 1채널, RS-232 1채널, Web 서버

RS-232 1채널, RS-422/485 1채널 전송 속도 : 2채널 합계 230.4kbps 

GX Configurator-SC Version2

RS-232 2채널 전송 속도 : 2채널 합계 230.4kbps GX Configurator-SC Version2대응

RS-422/485 2채널 전송 속도 : 2채널 합계 230.4kbps GX Configurator-SC Version2 대응

모듈러 커넥터 1채널, RS-232 1채널

베이식 프로그램 실행 모듈 RS-232 2채널

베이식 프로그램 실행 모듈 RS-232 1채널, RS-422/485 1채널

QD51H/AD51H-S3/A1SD51S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SI/QSI/H-PCF/광대역 H-PCF 광 케이블 이중 루프

PLC 간 네트워크(관리국/일반국)/리모트 I/O 네트워크(리모트 마스터국)

SI/QSI/H-PCF/광대역 H-PCF 광 케이블 이중 루프

PLC 간 네트워크(관리국/일반국)/리모트 I/O 네트워크(리모트 마스터국) 외부 전원 공급 기능 내장

SI/QSI/H-PCF/광대역 H-PCF 광 케이블 이중 루프 리모트 I/O 네트워크(리모트 I/O국)

GI 광 케이블 이중 루프 PLC 간 네트워크(관리국/일반국)/리모트 I/O 네트워크(리모트 마스터국)

GI 광 케이블 이중 루프 리모트 I/O 네트워크(리모트 I/O국)

3C-2V/5 C-2V 동축 케이블 일중 버스

PLC 간 네트워크(관리국/일반국)/리모트 I/O 네트워크(리모트 마스터국)

3C-2V/5 C-2V 동축 케이블 일중 버스 리모트 I/O 네트워크(리모트 I/O국)

마스터국/로컬국 공용 QCPU용 CC-Link Ver. 2 대응

마스터국

마스터국

납기

부

부10 기종 리스트
부10.1

○  △수주 생산품(1.5~2.5개월) 상세 납기는 거래처에 문의하십시오.계획 생산품



A 모드용 CPUᆞ베이스

MELSOFT GX 시리즈

개요품명 형명

베이스

증설 베이스

기본 베이스

A 모드용 입력 점수 : 4096점 입출력 디바이스 점수 : 8192점 프로그램 용량 : 28k스텝 기본 명령

처리 속도 (LD 명령) : 0.079μs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 : 144KB

A 모드용 입력 점수 : 4096점 입출력 디바이스 점수 : 8192점 프로그램 용량 : 30k스텝(메인)

30k스텝 (서브) 기본 명령 처리 속도(LD 명령) : 0.034μs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 : 144KB

A 모드용 입력 점수 : 4096점 입출력 디바이스 점수 : 8192점 프로그램 용량 : 28k스텝 기본 명령

처리 속도 (LD 명령) : 0.034μs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 : 144KB

3슬롯 전원 모듈 장착 가능 AnS 시리즈 모듈 장착용

5슬롯 전원 모듈 장착 가능 AnS 시리즈 모듈 장착용

8슬롯 전원 모듈 장착 가능 AnS 시리즈 모듈 장착용

5슬롯 전원 모듈 장착 가능 AnS 시리즈 모듈 장착용

8슬롯 전원 모듈 장착 가능 AnS 시리즈 모듈 장착용

MELSEC PLC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영문판)

MELSEC PLC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영문판) 버전 업 제품

MELSEC PLC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영문판)

MELSEC PLC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영문판) 버전 업 제품

메인터넌스 툴(영문판)

Excel/텍스트용 데이터 컨버터(영문판)

MELSEC-Q 전용 :A/Ｄ 변환 모듈 설정ᆞ모니터 툴(영문판)

MELSEC-Q 전용 : D/Ａ 변환 모듈 설정ᆞ모니터 툴(영문판)

MELSEC-Q 전용 :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설정ᆞ모니터 툴(영문판)

MELSEC-Q 전용 : 고속 카운터 모듈 설정ᆞ모니터 툴(영문판)

MELSEC-Q 전용 : 온도조절 모듈 설정ᆞ모니터 툴(영문판)

MELSEC-Q 전용 : 온도 입력 모듈 설정ᆞ모니터 툴(영문판)

MELSEC-Q 전용 : FL-net 모듈 설정ᆞ모니터 툴(영문판)

MELSEC-Q 전용 : QD70 모듈 설정ᆞ모니터 툴(영문판)

MELSEC-Q 전용 : AS-I 마스터 모듈 설정ᆞ모니터 툴(영문판)

MELSEC-Q 전용 : QD75P/D/M용 위치결정 모듈 설정ᆞ모니터 툴(영문판)

CC-Link 모듈 설정ᆞ모니터 툴(영문판)

리모트 액세스 툴(영문판)

GX Developer, GX Simulator, GX Explorer, GX ConfiguratorAD, DA, SC, CT 7세트(영문판)

GX Developer, GX Simulator, GX Explorer 3세트(영문판)

납기

부

부10 기종 리스트
부10.1

○  △수주 생산품(1.5~2.5개월) 상세 납기는 거래처에 문의하십시오.계획 생산품



MELSOFT PX 시리즈

MELSOFT MT 시리즈

MELSOFT MX 시리즈

개요품명 형명

복수 라이센스 제품ㆍ추가 라이센스 제품ㆍ복수 라이센스 버전 업 제품 있음 복수 라이센스 제품ㆍ추가 라이센스 제품 있음 복수 라이센스 제품 있음

계장 제어용 FBD 소프트웨어 패키지(영문판)

PX Developer, GX Developer, GX Configurator-AD, DA, CT, TI 6세트(영문판)

통신용 ActiveX 라이브러리(영문판)

Excel 통신 지원 툴(영문판)

MX Component, MX Sheet 2세트(영문판)

Q 모션 종합 기동 지원 소프트웨어(영문판)

Q 모션 종합 기동 지원 소프트웨어(영문판)+A30CD-PCF SSC I/F카드+Q170CDCBL03M 케이블

납기

부

부10 기종 리스트
부10.1

○  △수주 생산품(1.5~2.5개월) 상세 납기는 거래처에 문의하십시오.계획 생산품



※1) 하이 퍼포먼스 모델에만 대응합니다.

※2) “플러스 코먼”은 코먼 단자에 DC 전원(＋)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이너스 코먼”은 코먼 단자에 DC 전원(-)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3) 커넥터는 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A6CON1/A6CON2/A6CON3/A6CON4를 구입하십시오.
※4) 커넥터는 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A6CON1E/A6CON2E/A6CON3E를 구입하십시오.

※5) 커넥터는 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A6CON1/A6CON2/A6CON4를 구입하십시오.

※6) 일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Windows의 커맨드 프롬프트상에서 동작합니다.

※8) A 모드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PC용 보드

ID 시스템

개요품명 형명

ID 인터페이스(※ 8)

ID 데이터 캐리어

ID 리더 라이터

ID 케이블

SI/QSI 광 케이블

GI 광 케이블

동축 케이블

PCI 버스 영어/일본어 OS 대응  SI/QSI 광 케이블 이중 루프 PLC 간 네트워크(관리국, 일반국)

PCI 버스 영어/일본어 OS 대응  GI 광 케이블(일본 GI 케이블) 이중 루프 PLC 간 네트워크(관리국, 일반국)

PCI 버스 영어/일본어 OS 대응  3C-2V/5 C-2V 동축 케이블 일중 버스 PLC 간 네트워크(관리국, 일반국)

PCI 버스 영어/일본어 OS 대응 마스터국, 로컬국 공용

PCI 버스 영어/일본어 OS 대응 로컬국

리더 라이터 1채널 접속

리더 라이터 2채널 접속

리더 라이터 2채널 접속 CC-Link 접속용

배터리 불필요 타입 데이터 캐리어 금속 장착

배터리 불필요 타입 데이터 캐리어 비금속 장착

표준 리더 라이터 10m

표준 리더 라이터 2m

소형 리더 라이터 10m

소형 리더 라이터 2m

리더 라이터 D-NS422RW/D-422RWS 연장용 10m

리더 라이터 D-NS422RW/D-422RWS 연장용 20m

리더 라이터 D-NS422RW/D-422RWS 연장용 40m

리더 라이터 D-NS422RW/D-422RWS 연장용 100m

납기

부

부10 기종 리스트
부10.1

○  △수주 생산품(1.5~2.5개월) 상세 납기는 거래처에 문의하십시오.계획 생산품



개 정 이 력

* 텍스트 번호는 본 서 뒤 표지 왼쪽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쇄 일자 데이터 북 번호 개 정 내 용

2002 년 8 월 L(名) 08023-A 초판 인쇄

2002 년 9 월 L(名) 08023-B
일부 수정

제2장 2.1항

제4장 4.8항

제6장 6.10항

부록 부6.7항

2003 년 2 월 L(名) 08023-C
일부 수정

제3장 3.2.1항, 3.2.3항, 3.2.4항, 3.3.1항, 3.3.4항, 3.4.1항,

3.4.4항

제5장 5.4항

제7장 7.6항, 7.7항

제10장 10.1항

제12장 12.1항

제19장 19.1.1항, 19.1.3항

부록 부6.1항, 부6.3항, 부6.6항, 부6.7항, 부6.9항, 부8

2004 년 11 월 L(名) 08023-D 전면 재검토

2006 년 9 월 L(名) 08023-E
일부 수정

제1장 1.1.3항, 1.1.4항, 1.1.5항, 1.1.6항, 1.5.6항, 1.6.4항,

1.6.5항, 1.6.6항, 1.7.3항, 1.8.2항

제2장 2.7절, 2.11.1항

제3장 3.1.3항, 3.1.4항, 3.3.1항, 3.3.2항, 3.4.1항, 3.5.5항,

3.5.7항, 3.8.1항, 3.8.2항, 3.8.4항

제5장 5.2.2항, 5.2.3항, 5.3.2항, 5.3.3항

제6장 6.1절

부록 부3.3절, 부5.2절, 부12 절

뒤표지

새로 추가

제1장 1.2.2항, 1.3.1항, 1.4절, 1.8.4항, 1.8.6항

제2장 2.3절, 2.12 절, 2.13 절, 2.14 절

제3장 3.2.4항, 3.3.3항, 3.4.2항, 3.4.3항, 3.5.2항, 3.5.6항

제4장 4.1절, 4.3절, 4.4절

본 서는 공업 소유권 기타 권리의 실행을 보증하거나 특허권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며, 본 서의 게재 내용을 이행하여

발생하는 공업 소유권상의 여러 문제와 관련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L(名)08023-D 0411(MDOC)

三菱電機(株) 韓國法人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주식회사

본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480-6
TEL : (02)3660-9531~47 FAX : (02)3664-8335

부산영업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78번지

TEL : (051)319-3747 FAX : (051)319-3768
부산산업용품유통상가 본관 405호

대구영업소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2동 1666
종합유통단지전기조명관 업무동 603호

TEL : 053 604-6047 FAX : 053-604-6049( )

A/S : 서울특별시 강서구
TEL : (02)3660-9607 FAX : (02)3663-0475

가양동 1480-6

http://www.mitsubishi-automation.co.kr

2007년 1월 작성본 제품의 내용은품질개선을 위하여예고없이 변경될 수있으므로 제품구입시 문의 바랍니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당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부터 발생한 손해, 당사 제품의 고장에 기인한 고객의 기회

손실, 일실 이익, 당사의 예측 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 2차 손해,

사고 보상, 당사 제품 이외의 손상 및 기타 업무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

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 본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매뉴얼」을 읽어 주십시오.

● 본 제품은 일반 공업용 범용품으로 제작되었으며, 인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사

용되는 기기 또는 시스템에 적용할 목적으로 설계, 제조된 것이 아닙니다.

● 본 제품을 원자력용, 전력용, 항공우주용, 의료용, 승용 이동체용 기기 또는 시스템 등

특수 용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영업 담당 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본 제품은 엄중한 품질 관리 체제하에서 제작되었으나, 본 제품의 고장에 의해 중대한

사고 또는 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설비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백업이나 페일 세이프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설치하여 주십시오.

미쓰비시 PLC

http://www.mitsubishi-automat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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