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C 네트워크 CC-Link와 HLS(Hi-speed Link System)를 접속합니다.

CC-Link - HLS

게이트웨이 유니트

게이트웨이의 정의

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에서 매체나 프로토

콜이 다른 데이터를 상호 변환해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입니다. OSI 참조 모델
※1

의 

전 계층을 인식해서 통신 매체나 전송 방식의 

차이를 흡수하고 이기종 간의 접속을 가능하

게 합니다(IT 용어사전 e-Words에서 발췌).

엠시스템의 「게이트웨이 유니트(형식：

R7G-SC-SHL□)」는 오픈 필드 네트워크인 

CC-Link와 HLS(Hi-speed Link System)를 

상호 접속하는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의 기본 동작

「게이트웨이 유니트(형식：R7G-SC-SHL□)」

는 CC-Link 슬레이브와 HLS 슬레이브를 접

속해서 사용합니다. CC-Link의 입력 16점을 

HLS의 출력 Do 영역에, CC-Link의 출력 16

점을 HLS의 입력 Di 영역에 접속하고 쌍방 접

점 신호를 주고받는 게이트웨이로써 기능합니

다. 「게이트웨이 유니트」는 이 기능을 2세트 

탑재하고 있어 유니트로서 입력 32점과 출력 

32점을 취급하고 접점 입출력을 각 네트워크 

사이에서 상호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드

레스도 각 네트워크용으로 2국만 점유합니다.

※1.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해 제정된 이기종간 데이터 통신을 실현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조의 설계 

방침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에 기초해서 컴퓨터 등의 통신 기기가 보유해야 하는 

기능을 계층 구조로 분할한 모델. 통신 기능을 7계층으로 나누고 각 층별로 표준적인 기능 모듈을 정

의합니다. 「OSI 기본 참조 모델」「OSI 모델」 등으로도 불립니다(출전: IT 용어사전 e-Words(일본어 

사이트)).

발행월 : 2012. 3 23MS TODAY 한국어판은 한국의 M-SYSTEM 유저에게 보내드리는 정보지입니다 .
기사의 제품에 관한 문의사항은 M-SYSTEM 본사 또는 한국의 각 대리점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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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S(Hi-speed Link System)는 (주)스텝 테

크니카가 제창한 초고속ᆞ고신뢰성 오픈 필

드 네트워크의 명칭입니다. 2종류의 IC("마

스터(센터) IC"와 "슬레이브(위성) IC")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개의 마스터 IC에 

최대 63개의 슬레이브 IC를 접속할 수 있어 1 ms 이내에 2016점의 I/O를 일괄 제

어할 수 있는(12 Mbps, 전 이중 통신일 때) 초고속 리모트 I/O 제어 네트워크입

니다. 1개의 슬레이브 IC는 16비트의 신호 입력과 16비트의 신호 출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IC는 각 슬레이브 IC의 입력 포트 상태를 내부 메모리의 Di 

영역에 복사합니다. 또한 내부 메모리의 Do 영역 데이터를 각 슬레이브 IC의 출

력 포트로 개별 복사해서 1개의 거대 메모리 맵드 리모트 I/O를 구성합니다. 접속

에 번거로운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하지 않고 국번, 통신 속도, 통신 방식, 종단 저

항을 설정하는 것으로만 네트워크에 부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가 가동 

중이라도 가입과 이탈이 가능합니다. HLS는 반도체 제조 장치, 정밀 공작 기계, 

사출 성형기, 컨베이어 반송 시스템 등 FA 분야의 각종 제어 장치용 오픈 필드 네

트워크로 폭넓은 업종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콤팩트 일체형

CC-Link용

리모트 I/O R7C 시리즈

콤팩트 일체형

HLS(Hi-speed Link System)용

리모트 I/O R7HL 시리즈

"CC-Link"는 미쓰비시(三菱)전기(주)가 1996

년 처음 제안한 PLC(MELSEC 시퀀스)를 중심

으로 한 새로운 오픈 필드 네트워크 Control & 

Communication Link의 약칭입니다. 최고 10 Mbps의 고속 전송과 워드 데이터

의 전송, 메시지 전송을 할 수 있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접점 신호와 같은 

비트 데이터만이 아니라 온도 데이터와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워드 데이터로 취

급하는 기기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 연장 거리가 최장 1200 m(전송 속도: 156 kbps), 버스형 네트워크를 통

한 간단한 시스템 구성 등의 특징도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물리층은 RS-485에 준거하고 데이터 프레임은 HDLC에 준거합니다. 

통신 네트워크에는 마스터국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PLC가 마스터가 됩니다. 슬

레이브국은 최대 64대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국은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슬

레이브국의 종류나 그 어드레스 정보를 비축해서 네트워크 전체를 관리합니다. 

전송 제어는 마스터국에서 슬레이브국으로 일괄 방송과 개별 문의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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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사용하기 위해

엠시스템에서는 출하 제품을 전수 검사하

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만약 사용 시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구명하고 

「신속히 대책을 세워 같은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불가결한 요건이라는 것을 인

식해서 항상 그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철저한 원인 구명」을 목표로

이상 반송 제품을 매일 조사 해석하면서 당

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철저한 원인 구명입니

다.

엠시스템은 고객 어느 쪽에 그 원인이 있는

지 관계없이 원인 구명이 불완전하면 대책도 

애매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실제로 당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현장에 출장해서 사용 환경을 확인하거나 실

제로 고객의 신청을 현장에서 확인 받는 일도 

그 원인 구명에 유효한 방법이라는 점을 충분

히 인식하고 매일 철저한 「원인 구명」에 대

해 모색하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응 스피드」도 안심을 위한 

하나의 대책

안심을 위한 다른 한 가지 측면으로 「대응 

스피드」를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상의 발생부터 대책을 세

울 때까지 일련의 대응 스피드」로 보다 적절

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보고 및 조치한 경우에

는 감사의 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응 

스피드」도 안심을 위한 중요 요소라는 점을 

기억하고 고객편에 서서 이와 같이 착실히 노

력하는 활동이 축적되어 제품의 품질 향상으

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 고객에 안심을 주는 결

과가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엠시스템의 품질 보증부 CS 추진과에서는 고객에게 충분한 만족을 드리기 위해

출하 후 제품에 대해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 내용은 현장에서 당사 제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고객이 반송한 당사 제품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 및 해석하고 정확하고 알기 쉬운 보고서 작성이나 복원ㆍ교정 등을 실시합니다.

이번에는 제품의 사후 관리에 대해 소개합니다.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제품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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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이 사양 및 외관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가 있습니다 . ●주문 시에는 반드시 사양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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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 위치와 접지 개수에 주목해서 통신 케이블의 기본적인 
실드선 처리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엠시스템의 R7 시리즈로 대표되

는 리모트 I/O나 통신 기능 부속 기

기를 설치하는 경우 통신 케이블의 

실드선 배선 처리에 고심하는 경우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통신 케이블의 실드선 

접지에 대해 각 통신 방식이 권장하

는 처리 방법을 접지하는 위치(개수)

에 주목해서 소개합니다.

실드하는 이유

통신 케이블로 전송되는 신호에는 일반적으로 고주파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고주파 성분은 노이즈로 외부에 방출됩니다. 한편 외부에서도 통

신 케이블에 고주파 성분의 노이즈가 중첩되어 케이블에 접속된 기기의 오

작동이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이와 같은 케이블을 통해 외부로 방출되는 노이즈, 외부에서 들어 오는 

노이즈를 억제ᆞ방지하기 위해 통신 케이블을 적절하게 실드하고 또한 접

지해야 합니다.

접지 방법

통신 케이블의 실드선 배선 처리 방법에는 접지하는 위치(개수)에 주목

하는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각 방법에 대해 아래에 간단하게 설

명합니다.

● 양단 접지

통신 네트워크의 모든 통신 케이블에서 케이블의 양쪽 단을 접지합니다. 

CC-Link, MECHATROLINKⅡ(Ⅰ), MECHATROLINKⅢ, PROFIBUS-DP

가 이 양단 접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한쪽 접지

통신 네트워크의 모든 통신 케이블에서 케이블의 한쪽만을 접지하고 다

른 쪽은 접지하지 않습니다. EtherNet/IP, Modbus/RTU는 한쪽 접지를 권

장하고 있습니다(EtherNet/IP는 실드선이 원인인 그라운드 루프를 방지하

기 위해 통신선 양쪽에서 직접 접지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1점 접지

통신 네트워크에서 1곳만 접지합니다. DeviceNet는 통신 네트워크의 중

앙 부근에서 1점 접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접지 없음, 실드 없음

통신 케이블의 양쪽 모두 접지하지 않습니다(실드선은 접지하지 않습니

다). T-Link에서는 실드선을 신호 자체의 전송에 사용하기 때문에 실드선은 

접지할 수 없습니다. LONWORKS에서는 실드가 없는 케이블 사용도 가능합니

다(실드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네트워크에서 적어도 1곳에 접지해야 합니다).

● 규정 없음

HLS(Hi-Speed Link System)에서는 특정한 실드선 처리 방법을 권장하

지는 않습니다. 기기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접지 방법을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FL-net(OPCN-2), Modbus/TCP에서는 통신 케이블의 실드선 처리 방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접지 위치 이외의 주의점

통신 케이블의 실드선 배선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접지 위치나 접지 개수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보호 접지선이나 동력선과 결속해서 부설하지 않습니다.

● 전용 접지 혹은 접지점까지 다른 기기와 별도로 부설하는 공용 접지

로 하고 다른 기기와 공통 접지로는 하지 않습니다.

표1 각 통신 방식의 실드선 접지 방법

통신 접지 위치

CC-Link 양단 접지

DeviceNet 1점 접지

EtherNet/IP 한쪽 접지

FL-net(OPCN-2) 규정 없음

HLS 규정 없음

LONWORKS
실드 없는 선: 접지 없음

실드 부속선: 1곳 이상 접지

MECHATROLINKⅡ(Ⅰ) 양단 접지

MECHATROLINKⅢ 양단 접지

Modbus/RTU 한쪽 접지

Modbus/TCP 규정 없음

PROFIBUS-DP 양단 접지

T-Link 접지 없음

실제 배선할 경우

이번에는 각 통신 방식별 통신 케이블의 실드선 처리에 대해 기본적인 처

리 방법이 표1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조해 주십시오.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처리 방법과 다른 처리 방법을 권장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로 통신 케이블의 실드 배선을 처리하는 경

우에는 사용하는 제품 사양서의 배선도 등에 따라 실드선을 처리해 주십시

오.

마지막으로 위에서 정리한 실드선의 기본적인 접지 방법도 각 제품의 사

양서에 기재된 실드선 처리 방법도 모든 설치 환경에서 최선의 실드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설치 환경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접지 방법을 검토ᆞ선택해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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