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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ion Contorl Unit
항목

내용

입력전압

DC 24V(+/- 10%)

소비전류

0.2A 이하

통신

RS232

출력모드

CW / CCW

출력주파수

1~3.75Mpps

주위온도

0 ℃ ~ +45 ℃(동결이 없을 것)

주위습도

85% RH 이하(결로가 없을 것)

보존온도

-15 ℃ ~+65 ℃(동결이 없을 것)

보존습도

90% RH 이하(결로가 없을 것)

항목

내용

입력전압

DC 12 ~ 24V

소비전류

0 ~ 3.0A

구동방식

Unipolar Micro-Step Chopper Constant Current

분해능

200 ~ 50,000

신호입력

1 / 2 Clock, High Speed Photo Coupler

출력주파수

1~3.75Mpps

주위온도

0 ℃ ~ +40 ℃

항목

내용

출력전압

24V

출력전류

3.2A

정격출력

76.8W

주위온도

-20 ℃ ~ +60 ℃

● Step Drive

● SMPS

● 전면패널 설명

(1) 전원버튼 : 모션 콘트롤러의 전원 On/Off
(2) 비상버튼 : 모션 콘트롤러의 동작을 긴급정지(해제 전까지 모든 입력 불가)
(3) 터치패널 : 모션 콘트롤러의 동작을 제어하는 터치스크린

● 후면패널 설명

(1) PC연결 포트 : PC와 연결하여 모션 콘트롤러를 제어하는 포트(통신방식-RS232C)
(2) 1축 연결포트: 모션 콘트롤러의 1번 축과 스테이지를 연결하는 포트
(3) 2축 연결포트 : 모션 콘트롤러의 2번 축과 스테이지를 연결하는 포트
(4) 전원 소켓 : 콘트롤러의 전원을 연결하는 소켓

● PC프로그램 설치

▶설치 프로그램 → 마우스 우클릭 →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 PC프로그램 실행

(1) PC에 설치된 시리얼 포트 표시.
(2) “Connect” 클릭시 자동 접속

● 콘트롤러 정보 표시

(1) 축 번호 표시 - 스테이지의 축 번호
(2) 스테이지 현재 위치 표시
(3) 현재위치 단위 표시

(4) 스테이지 제품명 표시
(5) 자동운전 스텝 카운터 표시
(6) 자동운전 왕복 카운터 표시
(7) 정방향 리미트 센서 표시

▶

(8) 역방향 리미트 센서 표시

▶

(9) 원점 완료 표시

▶

(10) 사용자 원점 설정 표시

▶

(11) 포트 번호 정보 표시

▶

(12) NMC 모드 정보 표시 – 자동모드 / 조그모드 / 원점모드 / 사용자 원점 모드 / 영점 위치 모드
(13) NMC 상태정보 표시 - 모터 운전중 표시 / 각 모드 별 메세지 표시
▶ 1축 모터 동작
▶ 2축 모터 동작
(14) 알람 정보 표시 – 알람별 메시지 표시 / 긴급정지 알람
▶ 1축 알람
▶ 2축 알람

▶ 비상정지

● 콘트롤러 버튼 정보

(1) 축 개별 버튼

▶ 스테이지를 정방향으로 이송
▶ 스테이지를 역방향으로 이송
▶ 스테이지를 원점 센서 위치로 이송
▶ 설정된 모드로 자동 운전 실행
▶ 자동 운전 중 일시 정지
▶ 스테이지를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원점 설정

(2) 사용자 스텝 버튼/ 파라미터 세팅 버튼 / 영점 이송 버튼
▶ 1축 스테이지를 설정되어진 영점으로 이송
▶ 2축 스테이지를 설정되어진 영점으로 이송

● 콘트롤러 버튼 정보
▶ 파라미터 세팅 버튼

(1) 축 정보 : 현재 선택되어진 축 번호

(2) 축 전환 : 다른 축의 정보를 표시 / 저장
(3) 축 전환 : 다른 축의 정보를 표시 / 저장
(4) 시작지점 : 스텝/왕복 자동운전 시 스테이지가 시작 할 위치 입력
(5) 목표지점 : 자동운전 시 스테이지가 종료될 위치 입력
(6) 이송속도 : 자동운전 시 스테이지의 이송 속도 입력
(7) 지연시간 : 자동운전 시 이송과 이송 사이의 지연시간 입력
(8) 스텝횟수 : 스텝/왕복 자동운전 시 스텝횟수 입력
(9) 왕복횟수 : 스텝/왕복 자동운전 시 왕복횟수 입력

(10) 조그속도 : 조그 이송 시 스테이지 이송 속도 입력
(11) 원점속도 : 원점 이송 시 스테이지 이송 속도 입력
(12) 가감속 : 모터의 이송시 가감속 속도 입력
(13) 제품정보 : 스테이지 제품 정보
(14) 정보송신 : 파라미터 변경 시 데이터 전송 정보 표시
(15) 정보수신 : 전송된 데이터의 완료 유무 표시
(16) 저장버튼 :
(17) 닫기버튼 :

● 콘트롤러 버튼 정보
▶ 사용자 스텝버튼

(1) 이송 순서 번호 : 추가 / 삭제시 자동으로 갱신
(2) 이송 축 선택 : 이송할 축을 체크하여 선택

(3) 이송 위치 입력 : (2)에서 선택한 축의 이송할 위치 (절대위치) 입력
(4) 이송 속도 입력 : (2)에서 선택한 축의 이송속도 입력
(5) 지연 시간 입력 : 이송이 완료된 후 다음 이송까지의 지연시간 입력
(6) 파라미터 추가 버튼 : (1) ~ (5)데이터를 리스트에 추가
(7) 파라미터 삭제 버튼 : 최근 추가된 파라미터 순으로 삭제
(8) C-Step 동작 버튼 : 입력된 파라미터로 순차적으로 이송 실행
(9) C-Step 일시 정지 버튼 : 이송을 일시적으로 정지

● 콘트롤러 버튼 정보
▶ 위치이송 모드 설정 (자동 운전시 사용)

▶ 스텝/왕복 모드 설정 (자동 운전시 사용)
▶ 1, 2축을 동시에 이송 (스텝/왕복 횟수, 지연시간은 1번 축 파라미터 사용)

▶ 1, 2축을 동시에 정지
▶ 1, 2축을 동시에 원점 이송
▶ 현재위치를 0.000으로 초기화

▶ 자동 운전 중 완전 정지 / 알람의 클리어
▶ NMC와 접속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