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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본 제품은 PROPLC 시리즈입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 본 제품안내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중소기업기술 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주 의 사 항 (Attention)

1. 인화성, 폭발성 가스 환경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기 제품이므로 화재 및 폭발의 우려가 있습니다.)

2. 사용 전압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전원의 극성 등, 오 배선을 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청소 시 물, 유기 용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전 및 화재의 우려가 있습니다.)

5. 배선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 후에 배선 작업을 해주십시오.

6. 제품을 물속에 담그지 마십시오.

7. 제품에 큰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본 매뉴얼은 PROPLC의 제어 및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사용설명서입니다.

본 매뉴얼에서 기술하고 있는 총괄적인 내용은 제품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매뉴얼의 어떠한 부분도 폐사와 직접적인 문서적 동의없이 임의로 복사되거나

변경, 재생산될 수 없으며, 아울러 한국어외의 다른 언어로 번역될 시 폐사의 문서적

동의를 받아야 번역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알림 (Notice to Users)

“PROPLC”를 구입해 주신 소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품 사용 전, 본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제품을 사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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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소개

VITCON의 PROPLC 제품군을 구매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ROPLC 제품군은 손쉽게 스마트폰과 연동되고, 기존의 PLC와 동일한 방법으로 누구나 단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초소형 PLC입니다.

장기간 심혈을 기울인 설계작업과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하여 탄생한 신뢰성있는 제품으로

기존 산업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PLC와 배선 방법이 같고 사용되는 전압이 동일하므로,

기존의 PLC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PLC는 A/D 입력, D/A 출력, DC24V 입력, RELAY 출력, 시리얼 통신 등 특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증설 유닛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PROPLC는 이를 SINGLE BOARD에 포함시켜

설계 하였기 때문에 설치 시간, 비용, 공간 활용면 등에서 많은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PLC의 상태를 표시하고 설정해주는 터치패널을 대신하여, 스마트폰으로 PLC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터치패널의 구매 및 설치, 유지비용 등의 가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PROPLC는 다양한 종류의 SERIES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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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사양

Power의 공식전압은 DC24V지만 DC12~36V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Power 공급은 ±24V 커넥터를 이용하십시오.

Analog 10Bit ADC는 0~5V의 가변하는 값을 10Bit로 분해하여 Digital로 변환합니다.

PWM 출력은 0~5V의 가변하는 값을 내보내는 출력단입니다.

Program download는 USB Port를 사용합니다.

제품명

Input Power Voltage

Microcontroller

MEMORY

통신

기능

사이즈(WxH)

PROPLC SP-8A PROPLC SP-16A PROPLC SP-32A

직류전압 24Vdc (18~36Vdc 입력가능)

ATMEL MEGA 2560

10-Bit ADC 4Point(0~5V LEVEL)

Relay out 4Point Relay out 8Point

TTL232 / RS232 / I2C / SPI

-20 ~ 70℃, 10~95% (단, 결빙되지 않은 상태)

77.5 X 128.5mm 77.5 X 163mm 77.5 X 203mm

DC 24V INPUT 4Point DC 24V INPUT 8Point

Relay out 16Point

DC 24V INPUT 16Point

8-Bit PWM 4Point(0~5V LEVEL)

Analog Input

Digital Input

Analog Output

Digital Output

Flash : 256KB(Bootloader : 8KB)/ SRAM : 8KB / EEPROM : 4KB

동작 온도, 습도

Analog Input / Output, Digital Input / Output, 통신



4. 제품기능

1. INPUT

   ㄱ) 10 Bit Analog Input

          PROPLC SP-Series는 모델 구분 없이 4채널의 10 Bit Analog Input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Board 우측 상단(A/D IN 구역)의 AD1부터 AD4까지 있으며 0~5V의 아날로그 전압을

          10Bit의 디지털로 변환하여 0~1024까지의 수치로 환산되어 입력됩니다.

   ㄴ) 24V Digital Input

         PROPLC Series는 DC5~24V의 입력 전압을 Photocoupler를 통하여 전기적으로 Isolation 되어있습니다.

         Photocoupler 내부의 LED로 신호가 전달되기 때문에 외부 입력 전압의 노이즈가 CPU 및 내부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게 설계되었습니다. COM 단자를  VDD 또는 GND와 점퍼로 연결을 하여 NPN입력,

         PNP입력 두 종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OUTPUT

   ㄱ) 8 Bit Analog Output

          PROPLC SP-Series는 모델 구분 없이 4채널의 8 Bit Analog Output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Board 우측 하단(PWM 구역)의 P11, P12, P13, P8까지 있으며 CPU에서 0~255까지의

         신호를 0~5V의 아날로그 전압으로 변환하여 출력합니다.

   ㄴ) Relay OUTPUT

         PROPLC SP-Series의 Digital Output은 Rela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elay는 5V로 동작되며 Relay의 외부 전원은 최대 250VAC, 5A / 30VDC, 5A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 단자를 GND 또는 VDD와 연결하여 NPN, PNP 두 종류의 출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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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RS232통신방식

멀티드롭통신

최대 통신거리

송수신 듀플렉스

지원 통신속도

케이블 사용선 수

1:1 통신

전이중 (Full Duplex)

4,800 ~ 115,200

3선식 (RxD, TxD, GND)

3. 통신

   ㄱ) TTL232 / RS232

   ㄴ) I2C

   

  ㄷ) SPI

        SPI통신은 I2C통신과 다르게 클럭을 제외하고 MOSI, MISO 두 개의 선으로 데이터 송,수신을 서로 분리하여

        통신하므로 I2C 방식보다 통신속도가 빠릅니다. 이로써 송신과 수신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더넷이나 메모리카드, K-TYPE 온도센서 등 고속 통신이 필요한 경우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TL232

1M

통신방식

멀티드롭통신

최대 통신거리

송수신 듀플렉스

지원 통신속도

케이블 사용선 수

1:1 통신

반이중 (Half Duplex)

100Kbps, 400Kbps, 3.4Mbps

2선식 (SCL,SDA)

I2C 통신

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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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형치수

 [SP-8A]

128.5mm

7
3

.2
5

m
m

1
6

.5
m

m

4
8

.5
m

m

3
2

m
m

[SP-16A]

[SP-32A]

163mm

203mm

7
3

.2
5

m
m

7
3

.2
5

m
m

1
6

.5
m

m
3

2
m

m

4
8

.5
m

m

4
8

.5
m

m1
6

.5
m

m
3

2
m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