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TSUBIHI MELSEC Ethernet 

158. MITSUBIHI MELSEC Ethernet 

 

 내용 비고 

제조사 MITSUBISHI  

기기 명 MELSEC(GOLDSEC-M)  

통신모듈 AJ71E71(MJ71E71)/QJ71E71  

통신방식 Ethernet 3 장 참조 

프로토콜 3E  

통신프레임표시 가능 1 장 8 쪽 참조 

쓰기 후 읽기 가능 1 장 9 쪽 참조 

 

통신 설정 

 

1. 통신포트 설정 

 

 

소켓 포트 번호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 지정된 소켓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값은 5000 

에서 9999 사이의 값을 입력합니다. 이 값은 PLC 에 지정한 소켓 포트 

번호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PLC 측은 16 진수로 설정합니다. 예: PLC 측 포트번호 1770 은 10 진수로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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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테이션 설정 

 

MelsecNet No.  Q Series CPU 에서 MelsecNet 번호를 지정하여 데이터를 읽어 올 수  

  있습니다. 

 

3. 통신블록 설정 

 

어드레스  선택한 디바이스에서 통신할 영역의 시작번지를 지정합니다. 단 Bit 어드

레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16 의 배수로 지정해야만 합니다. 

      ([AJ71E71 어드레스 설정표] 참조) 

워드 수  위의 시작 어드레스부터 통신할 데이터의 개수를 지정합니다. 

Word 단위로 최대 128 Word 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AJ71E71 어드레스 설정표] 참조) 

단, Q Series 로 CPU 종류가 설정 되어 있을 경우에는 Word 단위로 최대  

960 Word 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Q Series CPU 어드레스 설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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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레스 테이블 

AJ71E71 어드레스 설정표 

종류 비고 Bit 지정 어드레스 Word 지정 어드레스 표현 

입력               (X) Bit X000000 –  

X0007FF 

 16 진수 

출력               (Y) Bit Y000000 –  

Y0007FF 

 16 진수 

LINK 릴레이        (B) Bit B000000 –  

B000FFF 

 16 진수 

LINK 레지스터 

(W) 

Word  W000000 –  

W000FFF 

16 진수 

Annunciator        (F) Bit F000000 –  F002047  10 진수 

File Register      (R) Word  R000000 –  

R008191 

10 진수 

내부 릴레이        (M) Bit M000000 –  

M008191 

 10 진수 

데이터 레지스터    (D) Word  D000000 –  

D006143 

10 진수 

Timer-코일        

(TC) 

Bit TC000000 –  

TC002047 

 10 진수 

Timer-현재값      

(TN) 

Word  TN000000 –  

TN002047 

10 진수 

Timer-접점        (TS) Bit TS000000 –  

TS002047 

 10 진수 

Counter-코일      

(CC) 

Bit CC000000 –  

CC001023 

 10 진수 

Counter-현재값    

(CN) 

Word  CN000000 –  

CN001023 

10 진수 

Counter-접점      

(CS) 

Bit CS000000 –  

CS001023 

 10 진수 

 

Q Series CPU 어드레스 설정표 

종류 비고 Bit 지정 어드레스 Word 지정 어드레스 표현 

입력               (X) Bit X000000 –  

X007FFF 

 16 진수 

출력               (Y) Bit Y000000 –  

Y007FFF 

 16 진수 

LINK 릴레이        (B) Bit B000000 –  

B001FFF 

 16 진수 

LINK 레지스터 

(W) 

Word  W000000 –  

W001FFF 

16 진수 

Annunciator        (F) Bit F000000 –  F002047  10 진수 

File Register      (R) Word  R000000 –  

R008191 

10 진수 

내부 릴레이        (M) Bit M000000 –  

M032752 

 10 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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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레지스터    (D) Word  D000000 –  

D025983 

10 진수 

Timer-코일        

(TC) 

Bit TC000000 –  

TC002047 

 10 진수 

Timer-현재값      

(TN) 

Word  TN000000 –  

TN002047 

10 진수 

Timer-접점        (TS) Bit TS000000 –  

TS002047 

 10 진수 

Counter-코일      

(CC) 

Bit CC000000 –  

CC001023 

 10 진수 

Counter-현재값    

(CN) 

Word  CN000000 –  

CN001023 

10 진수 

Counter-접점      

(CS) 

Bit CS000000 –  

CS001023 

 10 진수 

LATCH 릴레이 

(L) 

Bit L000000 –  L008191  10 진수 

 

 

[주의 1] 어드레스 설정 시 Bit 지정 어드레스는 시작 어드레스를 16 의 배수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즉, M100 에서 M200 까지 읽으려면 어드레스는 M0096 으로 설정하고, 

워드 수는 7 로 설정합니다. 

[주의 2] 기존의 ACPU에서는 디바이스 점수가 고정이었습니다. Q CPU에서는 디바이스 

수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응하여 가장 적합하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PLC 통신 설정 

AJ71E71 운전 모드 설정 스위치 

설정번호 설정 명칭 설정 내용 

0 온 라인 통상의 운전 모드이며 다른 노드와의 교신을 합니다. 

1 오프 라인 네트워크 상의 MJ71E71 을 연결 해제 시킵니다. 

2 테스트 1 자기 반복 테스트에 의해 자기 진단 테스트를 합니다. 

3 테스트 2 RAM 테스트를 합니다. 

4 테스트 3 ROM 테스트를 합니다. 

5 - F 사용 불가 

 

[주의] CIMON-SCADA 와 통신을 위해서는 운전 모드 설정 스위치를 항상 0 으로 설정해야 

하며, 운전 모드를 변경하는 경우는 PLC CPU 의 리셋 조작을 해야 합니다. 리셋 조

작을 함으로써 선택한 운전 모드가 작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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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71E71 교신 조건 설정 DIP 스위치 

 

스위치 설정 항목 설정 내용 

SW1 TCP 타임 아웃 에러

시의 회선 처리 선택 

TCP 타임 아웃 에러 발생시의 회선처리

를 선택합니다. 

 OFF : TCP 타임 아웃 에러의 발생에

의해 회선을 클로즈합니다. 

 ON : TCP 타임 아웃 에러가 발생하

여도 회선을 클로즈하지 않습니다. 

SW2 데이터 코드 선정 다른 노드와 교신 데이터의 데이터 코드

종류를 선택합니다. 

 OFF : 바이너리 코드에 의해 교신을

합니다. 

 ON : ASCII 코드에 의해 교신을 합니

다. 

SW3 –  

SW6 

사용 불가 

SW7 CPU 교신 타이밍 설

정 

PLC CPU 가 RUN 일 때, 다른 노드로부터

데이터 쓰기의 허가/금지를 선택합니다. 

 OFF : PLC CPU RUN 중에는 다른 노

드로 부터의 쓰기를 금지합니다. 

 ON : PLC CPU RUN 중에도 다른 노

드로 부터의 쓰기를 행합니다. 

 

OFF   

ON 

 

1 

2 

3 

4 

5 

6 

7 

8 

SW8 이니셜 타이밍 설정 이니셜 처리를 기동하는 타이밍을 선택합

니다. 

 OFF : 퀵스타트로 전체 구성된 경우

에 설정합니다. 

 ON : 노말스타트(20 초의 연장시간후

에 기동함) 복수의 네트워크로 전체

구성된 경우에 설정합니다. 

 

 

 

[주의] CIMON-SCADA 와 통신하기 위해서 교신 조건 설정 DIP 스위치는 다음과 같이 설정

합니다. 

 

       1           ON 

       2           OFF 

       3           OFF 

       4           OFF 

       5           OFF 

       6           OFF 

       7           ON 

       8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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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71E71 네트워크 선택 스위치 

10BASE5(Ethernet)와 10BASE2(Cheapernet)의 인터페이스 선택용 스위치입니다.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맞추어서 스위치를 선택합니다. 

 

ETHERNET   CHEAP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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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eries CPU 통신 설정 방법 

1.MelSoft 시리즈 GX Developer 를 실행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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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네트워크 파라미터” 를 더블 클릭하고, 네트워크 파라미터 설정화면이 나타나면 

MELSECNET/Ethernet 을 선택 합니다. 

 

 

네트워크 파라미터 설정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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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네트워크 종류  Ethernet 

 

선두 I/O No.  모듈의 선두 어드레스를 설정 

 

네트워크 No. 모듈의 네트워크 No.를 설정 

 

그룹 No.  모듈의 그룹 No. 를 설정 

 

국번  모듈의 국번을 설정 

 

모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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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설정 

 

 

교신 데이터 코드 설정 바이너리 코드 교신 선택 

 

이니셜 타이밍 설정 항상 OPEN 을 기다림(STOP 중 통신 가능) 선택 

 

IP 어드레스 설정  PLC 의 IP 설정 

 

송신 프레임 설정  Ethernet(V2.0) 선택 

 

TCP 생존확인 설정 KeepAlive 사용 선택  

(TCP 연결이 끊겼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1)

 

RUN 중 쓰기를 허가한다 체크 함 

 

 

 

 

 

 

 

                                                           
(1) MELSEC PLC 와 TCP로 연결되는 경우 HOST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PLC에서 Connection 정보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통신이 되기 까지 5~10 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CP 생존확인 설정을 지정해 주시고 초기설정의 생존확인 간격을 줄여주시게 되면 Host 와의 연결이 

끊어진 후 다시 통신을 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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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설정 

 

대상 생존 확인 시작 10 (설정값) –  5 초 (TCP 연결이 끊겼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 

간격 타이머 

 

대상 생존 확인   2 (설정값) –  1 초 (TCP 연결이 끊겼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 

간격 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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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설정  아래의 화면은 TCP 방식 과 UDP 방식의 설정 예 입니다. 

 

 

[TCP 통신] 

 

프로토콜  TCP 

 

오픈방식  Unpassive 

 

고정버퍼  송신 

 

고정버퍼  수순있음 

교신 수순 

 

페어링 오픈 페어로 하지 않음 

 

생존확인  확인 (TCP 연결이 끊겼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 

 

자국 포트 No. PLC 의 소켓 포트 번호를 지정함 

  (16 진수로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포트번호 1770 은 10 진수로 6000 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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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P 통신] 

 

프로토콜  UDP 

 

오픈방식  없음 

 

고정버퍼  송신 

 

고정버퍼  수순있음 

교신 수순 

 

페어링 오픈 페어로 하지 않음 

 

생존확인  확인 (TCP 연결이 끊겼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 

 

자국 포트 No. PLC 의 소켓 포트 번호를 지정함 

  (16 진수로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포트번호 1770 은 10 진수로 6000 을 나타냅니다. 

 

교신상대 IP 어드레스 CIMON-SCADA 측의 IP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교신 상대 포트 No. CIMON-SCADA 측의 소켓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16 진수로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포트번호 1770 은 10 진수로 6000 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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