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M88 설치 설명서
IOM88 모듈은 모비콘 전용 I/O 모듈로서 모비콘 하단부의 EXT. I/O 포트에 연
결하여 모비콘의 내부 비트 메모리와 연동하여 작동되는 I/O 모듈입니다.

< IOM88 전면>

< IOM88 상단면 – 상위 연결 포트 >

< IOM88 하단면 – 하위 연결 포트 / 휴즈>

< IOM88 좌측면 – 입력단자 / 전원단자 >

< IOM88 우측면 – 출력단자/전원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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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콘 EXT. I/0 (외부 I/O) 연결 기능
IOM88 을 모비콘 하단부의 EXT. I/O 포트에 연결하여 모비콘의 내부
비트 메모리와 연동하여 입출력을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 모비콘 MSG401-W >

입력의 경우 모비콘 비트 0~31번지, 출력의 경우 모비콘
비트 256~287번지와 연동하여 입력과 출력이 이루어집니
다.
IOM88 모듈은 입력 8점, 출력 8점으로 기본 구성되어 있
으며 4개의 모듈까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입력 32점, 출력 32점까지 연결하여 모비콘의 내부 비트
메모리와 연동하여 사용합니다.
EXT. I/O 포트로 IOM88 모듈이 연결되면 자동으로 EXT.
I/O 모듈을 인식하고 입력을 읽고 출력을 쓰기 시작합니다.
IOM88 모듈이 연결이되면 연결된 IOM88모듈의 개수와 상
관없이 INPUT 1~32의 상태값이 모비콘 비트메모리 0~31
번지에 반영이됩니다. 즉, IOM88모듈이 모비콘에 1개 연결
되어 있다면 INPUT 1~8번까지의 데이터는 입력되는 상태
에 따라 모비콘의 비트메모리 0~7번지에 반영이되고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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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INPUT 9~32번까지는 0 (OFF)상태로 모비콘 비트 메모리 8~31번지
에 반영이 됩니다.
모비콘은 1 초에 한번씩 IOM88 모듈의 입출력 데이터를 갱신(읽고 쓰
기) 합니다.

[ 주의 ]
모비콘과 IOM88 및 IOM88간의 연결 케이블 길이는 각각 10
센티 이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모비콘 비트 메모리 연동
EXT. I/O 포트에 연결되는 IOM88 모듈의 입출력은 입력의 경우 모비콘
비트 메모리 0~31번지와 연동되며 출력의 경우 비트 메모리 256~287
번지와 연동하여 사용됩니다.
EXT. I/O 포트에 연결된 IOM88 모듈로부터 입력되어지는 입력 1~32채
널은 모비콘 비트 메모리 0~31번지에 현재 입력 상태값을 쓰기 합니다.
[ 주 의 ]
IOM88모듈이 모비콘의 I/O 포트에 연결되면 IOM88모듈이
연결된 개수와 관계없이 입력 1~32번까지 데이터를 일괄
갱신하며 모비콘의 비트 메모리 0~31번지 또한 이에 따라
데이터를 갱신합니다. 즉, IOM88모듈이 1개 (입력 8채널, 출
력 8채널)만이 모비콘에 연결되어도 모비콘은 입력 1~32채
널 까지 모두 일괄하여 갱신하게 됨으로서 모비콘의 내부
메모리 0~7번은 IOM88 모듈의 1~8번 입력 상태에 따라
메모리 상태가 바뀌게되며 나머지 모비콘 비트 메모리
0~31번은 모두 0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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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88이 적용되고 동시에 모비콘의 RS232 또는 RS485 기
기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비콘의 RS232 또는
RS485 기기와 연동하여 사용하는 모비콘 비트 메모리는 모
비콘 비트 메모리 0~31번지를 제외한 다른 메모리 번지와
연동시켜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일 중복되어 사용하게되면 중복된 비트메모리번지에 해당
하는 <응답메세지 리스트>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발송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T. I/O 포트에 연결된 IOM88 모듈의 출력 1~32번의 출력은 모비콘
비트 메모리 256~287번지의 상태에 따라 0 (OFF) 또는 1(ON) 출력이
됩니다.
비트 메모리
(256~287번

EXT. I/O
PORT

모비콘 전용 I/O
모듈 (출력 1~32번)

모비콘 응답메시지 리스트와의 관계
EXT. I/O 포트에 연결된 모비콘 전용 I/O 모듈로부터 입력되어지는 입
력 1~32번은 모비콘 비트 메모리 0~31번지로 입력되어지며 모비콘의
비트 메모리 0~31번지는 “응답메세지 리스트” 1~32번과 연동되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게되어 있습니다.
모비콘 전용 I/O
모듈 (입력 1~32번)

EXT. I/O
PORT

비트 메모리
(0~31번지)

문자메세지 리스트
(1~32번)

문자메시지
발송

결과적으로 EXT. I/O 포트에 연결된 모비콘 전용 I/O 모듈로부터 입력되
어지는 입력 1~32번은 “응답메세지 리스트” 1~32번과 연동되어 문자메
시지를 발송하게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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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메세지 리스트” 1~256번은 모비콘 비트 메모리 “0~255” 번지의
해당 비트 상태가 0 (OFF) 상태에서 1 (ON) 상태로 바뀔 때 해당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므로 시리얼 통신 (RS232 또는 RS485) 포트와 연결된
사용자 장비와 EXT. I/O 모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비트메모리
에 한쪽에서는 계속 1(ON) 신호를 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0(OFF) 신호
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주면 해당하는 문자메세지 리스트의 문자메시
지가 반복적으로 발송될 수 있으므로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EXT. I/O, 모비콘 비트 메모리, 그리고 응답메세지 리스트와의
관계를 표로 설명하여 놓았습니다.

EXT. I/O

입력

출력

신호흐름

모비콘 비트메

“OFF” 상태에서 “ON” 상태

모리 주소

로 바뀔 때

1

→

0

1 번 메시지 발송

2

→

1

2 번 메시지 발송

3

→

2

3 번 메시지 발송

:

→

:

:

32

→

31

32 번 메시지 발송

1

←

256

2

←

257

3

←

258

:

←

:

32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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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공급

IOM88에 전원 공급은 DC12V(±5% 리플) 전원을
DC12V전원 잭 또는 단자에 연결하여 주어야 합니
다. 이때 전원은 잭 또는 단자 중 하나에만 전원을
연결하여 주어야 합니다.
전원 용량은 출력신호의 소비 전력에따라 알맞은
전원을 공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출력을 제외한 전
원은 DC12V 0.5A이며 출력의 경우 채널당 최대 300mA 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C12V 전원 공급은 DC12V (0.5A + 출력 8채널
의 소비 전류)를 계산하여 충분한 전원을 공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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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입력(DIGITAL INPUT) 회로
모든 입력은 녹색 LED 램프로 입력 상태 표시를 합니다. 모든 입력은
NPN타입으로서 신호선이 OV (접지)에 연결이 되면 ON (로직 “1”)상태
가 됩니다.
리미트 스위치
(Normally Open)

IOM88

INPUT

0V
* 리미트 스위치가 단락(短絡) 될 때 로직 “1”

+12V

IOM88

NPN 센서
신호
INPUT

0V
* 센서에 물체가 감지 될 때 로직 “1”

로직 “0” 일때 입력 전압: Open 회로 또는 +10 ~ 12VDC
로직 “1” 일때 입력 전압: 0 ~ 2.5V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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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출력(DIGITAL OUTPUT) 회로
모든 출력은 적색 LED 램프로 출력 상태 표시를 합니다. 모든 출력은
NPN(SINK) 출력 타입으로서 출력이 “ON”되면 신호선이 OV (접지)에
연결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IOM88
OUTPUT

-

전원
+12VDC

휴즈 3A

출력 드라이브 타입:
최대 출력 전류:
OFF일 때 출력 전압:
ON일 때 출력 전압:

부하 1
부하 2
부하 3
부하 4
부하 5
부하 6
부하 7
부하 8

+
+
+
+
+
+
+
+

+12VDC

NPN Darlington Power Transistor
350mA
0 ~ 1.2VDC
12VDC (Max. @ 350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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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mm )

< IOM88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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