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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MON PLC 간 고속링크 사용시 설정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 기능은 다음과 같은 스펙, 환경조건, PLC 설정이 필요합니다.  

1. CIMON PLC 간 고속의 데이터 공유가 요구되는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합니다. 

2. 최대 64 개 국의 PLC 간 데이터 교환이 가능합니다. 

3. 각 PLC 는 최대 64 개의 데이터 블록을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송신 블록은 32 개 

이하로 제한됩니다. 

4. 하나의 송수신 블록에는 최대 64 워드의 연속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고속링크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더넷 고속링크 특수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참고 : “PLC 링크” 파라미터 설정창을 통하여 구성하는 네트워크는 PLC-S 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더넷 고속링크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설정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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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호환되는 통신모듈은 다음과 같습니다. 

■ PLC-S : Ethernet Option 을 장착한 CPU 모듈 전기종 

■ PLC-S : CM3-SP01EET (이더넷 증설 모듈) 

■ CP/XP Series PLC : CM1-EC10A, CM1-EC10B 

■ 

주의 : CP/XP Series PLC 의 CM1-EC01A 모듈과 CM2-BP 시리즈의 이더넷 옵션 모듈은 호환되지 

않습니다. 

8. 정상적인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된 환경이어야 합니다. 다른 

네트워크와 함께 운용되는 경우 네트워크 속도가 현저하게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9. 이 네트워크는 UDP/IP Broadcast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허브(Hub) 

장비가 반드시 스위칭 허브 장비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10. 통신 포트 번호 : UDP/IP 1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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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CICON6.0, PLCS CM3-SP32MDT[PLCS CPU 모듈], SP01EET[ETHERNET 확장 모듈], 

Ethernet Network HUB 구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PLCS 1 의 이더넷 카드 네트워크 설정예시 

    

2) PLCS 2 의 이더넷 카드 네트워크 설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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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LCS 1 의 설정 및 예시 

 

위 그림과 같이 D0000 의 증가하는 값을 PLCS2 로 링크하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이 새 프로그램 > 

Ethernet 고속링크 > SP01EET 모듈이 설치 된 슬롯 넘버를 유의하여 ETHERNET 고속링크 설정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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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LCS 2 의 설정 및 예시  

PLCS2 측도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SP01EET 이더넷 확장모듈의 슬롯 넘버를 주의하여 

Ethernet 고속링크 통신 프로그램 설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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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정 후 데이터 확인 

CIMON PLCS 간 ETHERNET 고속링크로 PLCS 1의 D0000의 값을 PLCS2 D0000으로 값을 받아오는 것을 아

래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PLCS1 D0000데이터 PLCS2 D0000 데이터 

  

 

 

 

진행 후 고속링크 기능이 안되시는 경우  

1. ETHERNET 고속링크 프로그램 내 슬롯 넘버와 실제 슬롯 넘버를 비교 확인 

2. IP 영역이 실제 Ping Test 로 Ping Connect가 성공하는지 확인 

(Ping이 실패할 경우 IP 대역과 SUBNET MASK등을 확인) 

3. 다른네트워크와 혼용하여 사용시 중복 IP가 있을 경우 

4. Ethernet Cable의 접촉불량 일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