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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서론

N3SIIIH(SSCNETIII/H) SERIES 제어기는 MITSUBISHI 사의 고속 네트워크 분산제어용 제어기입니
다.
N3SIIIH-DI32 모듈은 고속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한 디지털 신호의 Slave 모듈로서 디
지털 신호의 입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입력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32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N3SIIIH-DO32T 모듈은 고속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한 디지털 신호의 Slave 모듈로서
디지털 신호의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출력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32점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N3SIIIH-DB32T 모듈은 고속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한 디지털 신호의 Slave 모듈로서 디
지털 신호의 입력/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입력/출력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32점중 16점의
디지털 입력과 16점의 디지털 출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

적용

N3SIIIH Slave 모듈들은 SIIIH Master 보드와 SIIIH 통신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통신하며, 외부의
디지털 입력 및 출력 신호를 인터페이스 함으로써 공장 자동화 및 공작 기계 제어, 실험, 교육용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모니터링
▶ 신호 전환
▶ 자동 테스트 장비
▶ 장비 모니터링
▶ 장비 인터페이스
▶ 센서 감지 장치의 데이터 획득
▶ 산업 디지털 입출력 제어
▶ 24 V의 신호를 감시하는 것

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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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3SIIIH SERIES 사양 및 형상
2.1.
2.1.1.

모듈 사양 및 scheme
DIO 3종 모듈 사양 및 scheme

그림 1. N3SIIIH DIO 모듈

표 1. N3SIIIH-DI32 모듈 사양
항 목

사 양

모듈 기능

SIIIH 기반 32접점 디지털 입력 SLAVE 모듈

Node ID 변경

10진수 로터리 스위치 X 2개 (00 ~ 15)

고정 방식

표준 35mm DIN RAIL 장착

내부 소비 전류

Max. 300mA, 24VDC (모듈 외부 TB1 연결)

LED 표시

Power(노란색), Link(녹색), Error(빨간색), Connection(녹색)
IN0 ~ IN31(녹색)

디지털 입력

Digital input 32접점, 24VDC Level
IN0 ~ IN31 : Photo-coupler isolation (MIN. 2mA 이상/접점)
PCOM, NCOM : Digital I/O Positive and Negative Common
Connector : DINKLE사의 16 X 2EA (ESC381VM-16P)
Phoenix사의 16 X 2EA (MC 1,5/16-STF-3,81)

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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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온도/습도

온도 0 ~ 55℃ / 습도 5 ~ 90% (결로가 없을 것)

보관 온도

-20 ~ 70℃

중량

207g

제품 외형 치수

112 (H) mm X 90 (D) mm X 54 (W) mm

표 2. N3SIIIH-DO32T 모듈 사양
항 목

사 양

모듈 기능

SIIIH 기반 32접점 디지털 출력 SLAVE 모듈

Node ID 변경

10진수 로터리 스위치 X 2개 (00 ~ 15)

고정 방식

표준 35mm DIN RAIL 장착

내부 소비 전류

Max. 200mA, 24VDC (모듈 외부 TB1 연결)

LED 표시

Power(노란색), Link(녹색), Error(빨간색), Connection(녹색)
OUT0 ~ OUT31(빨간색)

디지털 출력

Digital output 32접점, 24VDC Level
OUT0 ~ OUT31 : Photo-coupler + Drive IC (MAX. 50mA 이하/접점)
PCOM, NCOM : Digital I/O Positive and Negative Common
Connector : DINKLE사의 16 X 2EA (ESC381VM-16P)
Phoenix사의 16 X 2EA (MC 1,5/16-STF-3,81)

동작 온도/습도

온도 0 ~ 55℃ / 습도 5 ~ 90% (결로가 없을 것)

보관 온도

-20 ~ 70℃

중량

205g

제품 외형 치수

112 (H) mm X 90 (D) mm X 54 (W) mm

표 3. N3SIIIH-DB32T 모듈 사양
항 목

사 양

모듈 기능

SIIIH 기반 32접점 디지털 입력/출력 SLAVE 모듈

Node ID 변경

10진수 로터리 스위치 X 2개 (00 ~ 15)

고정 방식

표준 35mm DIN RAIL 장착

내부 소비 전류

Max. 250mA, 24VDC (모듈 외부 TB1 연결)

LED 표시

Power(노란색), Link(녹색), Error(빨간색), Connection(녹색)
IN0 ~ IN15(녹색), OUT0 ~ OUT15(빨간색)

디지털 출력

Digital input/output 32접점, 24VDC Level (input 16접점, output 16접점)
IN0 ~ IN15 : Photo-coupler isolation (MIN. 2mA 이상/접점)
OUT0 ~ OUT15 : Photo-coupler + Drive IC (MAX. 50mA 이하/접점)
PCOM, NCOM : Digital I/O Positive and Negative Common
Connector : DINKLE사의 16 X 2EA (ESC381VM-16P)

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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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enix사의 16 X 2EA (MC 1,5/16-STF-3,81)
동작 온도/습도

온도 0 ~ 55℃ / 습도 5 ~ 90% (결로가 없을 것)

보관 온도

-20 ~ 70℃

중량

206g

제품 외형 치수

112 (H) mm X 90 (D) mm X 54 (W) mm

2.2.
2.2.1.

N3SIIIH SERIES 모듈 별 사이즈 및 형상
N3SIIIH-DI32 모듈

그림 2. N3SIIIH-DI32 모듈의 사이즈 및 형상

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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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N3SIIIH-DO32T 모듈

그림 3. N3SIIIH-DO32T 모듈의 사이즈 및 형상

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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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N3SIIIH-DB32T 모듈

그림 4. N3SIIIH-DB32T 모듈의 사이즈 및 형상

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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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3.1.

안전상의 주의 사항

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아래의 경우를 반드시 숙지하신 후 사용해 주십시오.

3.1.1.


경고 사항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여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
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제품을 조립하지 마십시오. 화재, 감전사고 및 오동작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배선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감전사고 및 오동작의 원인이 됩니
다.



제품내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화재, 감전사고 및 오동작의 원
인이 됩니다.



배선 작업은 전기공사 전문가에게 맡겨 주십시오. 화재, 감전사고 및 오동작의 원인이 됩
니다.

3.1.2.


주의 사항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경미한 상해나 제품손상 및 대물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품의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를 확인 후 배선하여 주십시오. 화재, 감전사고 및 오동작의
원인이 됩니다.



주변 온도가 55℃를 넘는 장소는 피해 주십시오. 화재, 감전사고 및 오동작의 원인이 됩
니다.



직사광선이 직접 노출된 장소는 피해 주십시오. 화재, 감전사고 및 오동작의 원인이 됩니
다.



주변 습도가 90%를 넘는 장소는 피해 주십시오. 화재, 감전사고 및 오동작의 원인이 됩
니다.



가연성 물질이 있는 주변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에 직접 진동이 인가되지 않도록 설치해 주십시오.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전문 A/S 기사 외에는 제품을 분해, 수리, 개조하지 마십시오. 화재 및 감전사고의 원인
이 됩니다.



사용설명서에 명기된 환경조건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전, 화재, 오동작 또는 제품 열
화의 원인이 됩니다.



출력단의 부하는 규정된 정격 이내의 것을 연결해 주십시오. 화재, 오동작 및 고장의 원
인이 됩니다.

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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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치 방법

3.2.1.

모듈 DIN RAIL 장착과 탈착 방법

본 제품은 DIN RAIL에 장착되는 제품입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제품을 장착하여 주시고, 탈착 할 경우에는 장착의 역순으로 하여 주십시오.


장착할 경우 (그림 6 참조)

1)

DIN RAIL을 원하는 위치에 단단하게 고정하여 주십시오.

2)

모듈 아랫부분을 기울여 주십시오.

3)

모듈 윗부분의 홈 있는 부분을 DIN RAIL에 꽂아 주십시오.

4)

모듈 아랫부분을 가볍게 DIN RAIL 방향으로 밀어 주십시오.

5)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DIN RAIL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LOCKER를 아래쪽으로 당겨서 모듈을 DIN RAIL에 밀착 후 LOCKER를 위쪽으로 밀어서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모듈을 DIN RAIL 측면으로 장착을 금지합니다. (그림 5 참조)



탈착 할 경우 (그림 7 참조)

1) LOCKER를 아래로 당겨 주십시오.
2) 모듈 아랫부분을 앞으로 당겨서 DIN RAIL에서 빼 주십시오.
3) 모듈을 위쪽으로 들어서 DIN RAIL에서 분리합니다.

주 의

그림 5.

８

DIN RAIL 측면 장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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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모듈 장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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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모듈 탈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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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3SIIIH SERIES 모듈 커넥터 핀 배열 및 설명
4.1.
4.1.1.

N3SIIIH-DI32 모듈
DCN1 커넥터 핀 배열 및 설명

그림 8. N3SIIIH-DI32 모듈 DCN1 커넥터 핀 배열

그림과 같이 N3SIIIH-DI32 모듈에 있는 DCN1 커넥터는 입력 32 접점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커넥터의 왼쪽 맨 위부터 1번, 왼쪽 맨 아래가 16번, 오른쪽 맨 위가 17번, 오른쪽 맨 아래가
32번으로 총 32핀 DINKLE사의 ECHB381RM-32P 제품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핀 1번부터 입력
접점의 순서대로 32번까지 차례대로 배열됩니다. 입력 케이블의 길이는 2M 이하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부 회로의 구성도는 “5.1.1. N3SIIIH-DI32 모듈의 DIGITAL 입력 회로 구성 및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１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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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DCN1 커넥터 상대물
제품명

ESC381VM-16P

제조사

비고

DINKLE
AWG : 28 ~ 16
봉 단자 : 홀 사이즈 0.85 ~ 1mm 추천
길이 8mm 추천

EC381VM-16P

MC 1,5/16-STF-3,81

１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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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LED 표시 배열 및 설명

그림 9. N3SIIIH-DI32 모듈 LED 표시 부

그림과 같이 N3SIIIH-DI32 모듈 상위에 위치한 LED 표시 부에는 4개의 상태 LED와 입력 LED
모듈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상위에 있는 LED는 모듈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모듈의 상태를 표시하
는 LED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PWR (POWER) : 모듈에 전원이 공급되면 ON됩니다.
2) LNK (LINK) :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ERR (ERROR) : 에러 상태를 표시합니다.
4) CON (CONNECTION) : 통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입력 LED 모듈은 32개의 DIGITAL 입력 상태를 표시하며, “P”는 입력 LED 모듈의 전원 공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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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표시합니다.
입력 시에는 입력이 “L” 레벨로 변경되면 ON되며, “H” 레벨로 변경되면 OFF됩니다.
4.1.3.

NODE ID 설명

그림 10. N3SIIIH-DI32 모듈 NODE ID 스위치
그림과 같이 N3SIIIH-DI32 모듈에는 NODE ID를 설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NODE ID
스위치는 00 ~ 15까지(그 외에 값을 설정 시 연결이 되지 않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으
로는 NODE ID를 설정할 경우,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스위치가 겹치는 경
우는 에러를 발생하며 전체 모듈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거나 이상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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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NET1, NET2 커넥터 설명

그림 11. N3SIIIH-DI32 모듈 SIIIH 통신 커넥터 (NET1, NET2)
그림과 같이 N3SIIIH-DI32에는 SIIIH 통신을 위한 DC9510 PORT(NET1, NET2)가 있습니다.
Master 카드나 다른 Slave 모듈과의 연결 시 주의하여 연결하십시오. (그림 12 참고) 통신에 사용
할 통신 케이블은 전용 커넥터가 사용된 광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림 13 참고)
커넥터의 모양이 대칭이 아니니 모듈과 연결 시 모양을 확인한 후에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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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N3SIIIH-DI32 모듈 통신 케이블 연결 방법

그림 63. N3SIIIH-DI32 모듈 Cable 및 커넥터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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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TB1 커넥터 핀 배열 및 설명

그림 7. N3SIIIH-DI32 모듈 TB1 커넥터 핀 배열

그림과 같이 N3SIIIH-DI32에는 전원 커넥터 TB1이 있습니다. 전원입력 커넥터는 총 5핀으로
DINKLE사의 ECH350RM-05P 제품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력 전원으로는 24V DC가 사용됩니
다. 내부에는 역 전압 방지 다이오드가 내장되어 있어 사용자가 역으로 배선을 할 경우 모듈 내
부에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서 모듈이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TB1 커넥터의 1,2번은 IO 전원 DC 24V, 3번은 Frame Ground, 4,5번은 메인 전원 DC 24V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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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1.

N3SIIIH-DO32T 모듈
DCN1 커넥터 핀 배열 및 설명

그림 85. N3SIIIH-DO32T 모듈 DCN1 커넥터 핀 배열

그림과 같이 N3SIIIH-DO32T 모듈에 있는 DCN1 커넥터는 출력 32접점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
다. 이 커넥터의 왼쪽 맨 위부터 1번, 왼쪽 맨 아래가 16번, 오른쪽 맨 위가 17번, 오른쪽 맨 아래
가 32번으로 총 32핀 DINKLE사의 ECHB381RM-32P 제품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핀 1번부터
출력 접점의 순서대로 32번까지 차례대로 배열됩니다. 출력 케이블의 길이는 2M 이하를 권장합
니다.
자세한 내부 회로의 구성도는 “5.2.1. N3SIIIH-DO32T 모듈의 DIGITAL 출력 회로 구성 및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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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DCN1 커넥터 상대물
제품명

ESC381VM-16P

제조사

비고

DINKLE
AWG : 28 ~ 16
봉 단자 : 홀 사이즈 0.85 ~ 1mm 추천
길이 8mm 추천

EC381VM-16P

MC 1,5/16-STF-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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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LED 표시 배열 및 설명

그림 16. N3SIIIH-DO32T 모듈 LED 표시 부

그림과 같이 N3SIIIH-D032T 모듈 상위에 위치한 LED 표시 부에는 4개의 상태 LED와 입력 LED
모듈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상위에 있는 LED는 모듈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모듈의 상태를 표시하
는 LED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PWR (POWER) : 모듈에 전원이 공급되면 ON됩니다.
2) LNK (LINK) :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ERR (ERROR) : 에러 상태를 표시합니다.
4) CON (CONNECTION) : 통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출력 LED 모듈은 32개의 DIGITAL 출력 상태를 표시하며, “P”는 출력 LED 모듈의 전원 공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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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표시합니다.
출력 시에는 출력이 “L” 레벨로 변경되면 ON되며, “H” 레벨로 변경되면 OFF됩니다.
4.2.3.

NODE ID 설명

그림 97. N3SIIIH-DO32T 모듈 NODE ID 스위치

그림과 같이 N3SIIIH-DO32T 모듈에는 NODE ID를 설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NODE ID
스위치는 00 ~ 15까지(그 외에 값을 설정 시 연결이 되지 않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으
로는 NODE ID를 설정할 경우,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스위치가 겹치는 경
우는 에러를 발생하며 전체 모듈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거나 이상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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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NET1, NET2 커넥터 핀 배열 및 설명

그림 108. N3SIIIH-DO32T 모듈 SIIIH 통신 커넥터 핀 배열 (NET1, NET2)
그림과 같이 N3SIIIH-DO32T에는 SIIIH 통신을 위한 DC9510 PORT(NET1, NET2)가 있습니다.
Master 카드나 다른 Slave 모듈과의 연결 시 주의하여 연결하십시오. (그림 18 참조) 통신에 사용
할 통신 케이블은 전용 커넥터가 사용된 광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림 19 참조)
커넥터의 모양이 대칭이 아니니 모듈과 연결 시 모양을 확인한 후에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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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N3SIIIH-DO32T 모듈 통신 케이블 연결 방법

그림 20. N3SIIIH-DO32T 모듈 Cable 및 커넥터 사양

２３

Hardware User Manual Rev. 1.0

4.2.5.

TB1 커넥터 핀 배열 및 설명

그림 21. N3SIIIH-DO32T 모듈 TB1 커넥터 핀 배열

그림과 같이 N3SIIIH-DO32T에는 전원 커넥터 TB1이 있습니다. 전원입력 커넥터는 총 5핀으로
DINKLE사의 ECH350RM-05P 제품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력 전원으로는 24V DC가 사용됩니
다. 내부에는 역 전압 방지 다이오드가 내장되어 있어 사용자가 역으로 배선을 할 경우 모듈 내
부에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서 모듈이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TB1 커넥터의 1,2번은 IO 전원 DC 24V, 3번은 Frame Ground, 4,5번은 메인 전원 DC 24V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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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1.

N3SIIIH-DB32T 모듈
DCN1 커넥터 핀 배열 및 설명

그림 22. N3SIIIH-DB32T 모듈 DCN1 커넥터 핀 배열

그림과 같이 N3SIIIH-DB32T 모듈에 있는 DCN1 커넥터는 입력 16 접점과 출력 16 접점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커넥터의 왼쪽 맨 위부터 출력 1번, 왼쪽 맨 아래가 출력 16번, 오른쪽 맨
위가 입력 1번, 오른쪽 맨 아래가 입력 16번으로 총 32핀 DINKLE사의 ECHB381RM-32P 제품 1개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력/출력 케이블의 길이는 2M 이하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부 회로의 구성도는 “5.3.1. N3SIIIH-DB32T 모듈의 DIGITAL 입력/출력 회로 구성 및 설
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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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DCN1 커넥터 상대물
제품명

ESC381VM-16P

제조사

비고

DINKLE
AWG : 28 ~ 16
봉 단자 : 홀 사이즈 0.85 ~ 1mm 추천
길이 8mm 추천

EC381VM-16P

MC 1,5/16-STF-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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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LED 표시 배열 및 설명

그림 23. N3SIIIH-DB32T 모듈 LED 표시 부

그림과 같이 N3SIIIH-DB32T 모듈 상위에 위치한 LED 표시 부에는 4개의 상태 LED와 입력 LED
모듈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상위에 있는 LED는 모듈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모듈의 상태를 표시하
는 LED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PWR (POWER) : 모듈에 전원이 공급되면 ON됩니다.
2) LNK (LINK) :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ERR (ERROR) : 에러 상태를 표시합니다.
4) CON (CONNECTION) : 통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입력 LED 모듈은 32개의 DIGITAL 입출력 상태를 표시하며, “P”는 입출력 LED 모듈의 전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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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표시합니다.
출력 시에는 출력이 “L” 레벨로 변경되면 ON되며, “H” 레벨로 변경되면 OFF됩니다.
입력 시에는 입력이 “L” 레벨로 변경되면 ON되며, “H” 레벨로 변경되면 OFF됩니다.
4.3.3.

NODE ID 설명

그림 124. N3SIIIH-DB32T 모듈 NODE ID 스위치

그림과 같이 N3SIIIH-DB32T 모듈에는 NODE ID를 설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NODE ID
스위치는 00 ~ 16까지(그 외에 값을 설정 시 연결이 되지 않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으
로는 NODE ID를 설정할 경우,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스위치가 겹치는 경
우는 에러를 발생하며 전체 모듈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거나 이상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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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NET1, NET2 커넥터 핀 배열 및 설명

그림 135. N3SIIIH-DB32T 모듈 SIIIH 통신 커넥터 핀 배열 (NET1, NET2)
그림과 같이 N3SIIIH-DB32T에는 SIIIH 통신을 위한 DC9510 PORT(NET1, NET2)가 있습니다.
Master 카드나 다른 Slave 모듈과의 연결 시 주의하여 연결하십시오. (그림 24 참조) 통신에 사용
할 통신 케이블은 전용 커넥터가 사용된 광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림 25 참조)
커넥터의 모양이 대칭이 아니니 모듈과 연결 시 모양을 확인한 후에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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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N3SIIIH-DB32T 모듈 통신 케이블 연결 방법

그림 27. N3SIIIH-DB32T 모듈 Cable 및 커넥터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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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TB1 커넥터 핀 배열 및 설명

그림 148. N3SIIIH-DB32T 모듈 TB1 커넥터 핀 배열

그림과 같이 N3SIIIH-DB32T에는 전원 커넥터 TB1이 있습니다. 전원입력 커넥터는 총 5핀으로
DINKLE사의 ECH350RM-05P 제품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력 전원으로는 24V DC가 사용됩니
다. 내부에는 역 전압 방지 다이오드가 내장되어 있어 사용자가 역으로 배선을 할 경우 모듈 내
부에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서 모듈이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TB1 커넥터의 1,2번은 IO 전원 DC 24V, 3번은 Frame Ground, 4,5번은 메인 전원 DC 24V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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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3SIIIH SERIES 모듈 별 기능 설명
5.1.
5.1.1.

N3SIIIH-DI32 모듈의 주요 기능 설명
디지털 입력 회로 구성 및 설명
Matrix LED1

VCC
PCOM
INPUT1

IN1
포토커플러
입력 블록 1
Matrix LED32

VCC
PCOM
INPUT32

IN32
포토커플러
입력 블록32

그림 159. N3SIIIH-DI32 모듈 내부의 디지털 입력 회로 구성도

N3SIIIH-DI32 모듈 내부에는 그림과 같은 디지털 입력 회로 블록 32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
부는 포토 커플러로 외부 신호와 절연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입력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최소 2mA 이상의 전류를 흐르도록 회로를 구성하여 주십시오.
2mA 미만의 전류가 흐르면 정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5.1.2.

전원 회로 구성 및 설명

그림 16. N3SIIIH-DI32 모듈 전원 회로 구성도
그림과 같이 N3SIIIH-DI32 모듈 내부에는 내부 Logic 전원용 24V DC와 입력 제어 전원용 24V
DC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TB1 커넥터의 핀 배열과 설명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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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N3SIIIH-DI32 모듈 TB1 커넥터 핀 배열 및 설명
핀 번호

신호 이름

신호 설명

1

NCOM

IO POWER GND

2

PCOM

IO POWER +24V

3

F.G

Frame ground

-

4

24VGND

MAIN POWER GND

전압 : DC 24V ( 10%)

5

+24V

MAIN POWER +24V

전류 : Max 300mA

5.2.
5.2.1.

동작 전압 및 전류
전압 : DC 24V ( 10%)

N3SIIIH-DO32T 모듈의 주요 기능 설명
디지털 출력 회로 구성 및 설명
VCC

PCOM

Drive
IC

OUTPUT1
포토커플러

ENA

Matrix LED1

OUT1

출력 블록1

NCOM
PCOM

VCC
OUTPUT32

Matrix LED32

Drive IC
포토커플러
NCOM

OUT32

출력 블록32

그림 17. N3SIIIH-DO32T 모듈 내부의 디지털 출력 회로 구성도

N3SIIIH-DO32T 모듈 내부에는 그림과 같은 디지털 출력 회로 블록 32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포토 커플러로 외부 신호와 절연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출력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최대 50mA 이하의 전류를 흐르도록 회로를 구성하여 주십시
오. 그 이상의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는 드라이브 IC의 보호 기능이 작동하여 연결된 센서의 동작
이 멈출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 시 주의 사항으로 디지털 출력 32접점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전류 1600mA(접점당 50mA * 32접점)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출력 단자 결선 시
단자간의 단락에 주의하여야 하며, PCOM 단자 외부에 퓨즈(2A)를 설치하여 내부 회로를 보호해
줄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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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회로 구성 및 설명

그림 18. N3SIIIH-DO32T 모듈 전원 회로 구성도
그림과 같이 N3SIIIH-DO32T 모듈 내부에는 내부 Logic 전원용 24V DC와 입력 제어 전원용
24V DC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TB1 커넥터의 핀 배열과 설명을 나타냅니다.

표 5. N3SIIIH-DO32T 모듈 TB1 커넥터 핀 배열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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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번호

신호 이름

신호 설명

동작 전압 및 전류

1

NCOM

IO POWER GND

전압 : DC 24V ( 10%)

2

PCOM

IO POWER +24V

전류 : Max 1600mA

3

F.G

Frame ground

-

4

24VGND

MAIN POWER GND

전압 : DC 24V ( 10%)

5

+24V

MAIN POWER +24V

전류 : Max 200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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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3.1.

N3SIIIH-DB32T 모듈의 주요 기능 설명
디지털 입력/출력 회로 구성 및 설명

Matrix LED1

VCC
PCOM
INPUT

IN
포토커플러
입력 블록

VCC
OUTPUT
ENA

Matrix LED1

PCOM

포토커플러
NCOM

Drive
IC

OUT

출력 블록

그림 19. N3SIIIH-DB32T 모듈 내부의 디지털 입력/출력 회로 구성도
N3SIIIH-DB32T 모듈 내부에는 그림과 같은 디지털 입력 회로 블록 16개와 디지털 출력 회로
블록 1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듈 내부에 회로는 포토 커플러로 외부 신호와 절연되어 있습
니다.
디지털 입력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최소 2mA 이상의 전류를 흐르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하며,
2mA 미만의 전류가 흐르면 정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출력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최대
50mA 이하의 전류를 흐르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는 드라
이브 IC의 보호 기능이 작동하여 연결된 센서의 동작이 멈출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 시 주의
사항으로 디지털 출력 16접점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전류 800mA(접점당 50mA * 16접점)를 초과
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출력 단자 결선 시 단자간의 단락에 주의하여야 하며, PCOM 단
자 외부에 퓨즈(2A)를 설치하여 내부 회로를 보호해 줄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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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회로 구성 및 설명

그림 20. N3SIIIH-DB32T 모듈 전원 회로 구성도
그림과 같이 N3SIIIH-DB32T 모듈 내부에는 내부 Logic 전원용 24V DC와 입력 제어 전원용
24V DC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TB1 커넥터의 핀 배열과 설명을 나타냅니다.

표 6. N3SIIIH-DB32T 모듈 TB1 커넥터 핀 배열 및 설명
핀 번호

신호 이름

신호 설명

동작 전압 및 전류

1

NCOM

IO POWER GND

전압 : DC 24V ( 10%)

2

PCOM

IO POWER +24V

전류 : Max 800mA

3

F.G

Frame ground

-

4

24VGND

MAIN POWER GND

전압 : DC 24V ( 10%)

5

+24V

MAIN POWER +24V

전류 : Max 250mA

이 설명서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용례에 사용된 회사, 기관, 제품, 인물 및 사건 등은 실
제 데이터가 아닙니다. 어떠한 실제 회사, 기관, 제품, 인물 또는 사건과도 연관시킬 의도가 없으며 그렇게 유
추해서도 안됩니다. 해당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저작권에서의 권리와는 별도로, 이
설명서의 어떠한 부분도 (주)아진엑스텍의 명시적인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형식이나 수단(전기적, 기계적,
복사기에 의한 복사, 디스크 복사 또는 다른 방법) 또는 다른 목적으로도 복제되거나, 검색 시스템에 저장 또
는 도입되거나, 전송될 수 없습니다.
(주)아진엑스텍은 이 설명서 본안에 관련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소유권 등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서면 사용권 계약에 따라 (주)아진엑스텍으로부터 귀하에게 명시적으로 제공된 권리 이외에, 이 설
명서의 제공은 귀하에게 이러한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소유권 등에 대한 어떠한 사용권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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