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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및 통신방식 
 

      TPR+ 전력조정기는  RS-485 비동기 직렬통신방식을 채택하여,  

 

    컴퓨터 또는 외부장비와의 통신에서 거리를 확장 할 수 있으며  2선식을 

 

    사용하므로 별도의 특수한 통신선이 불필요하다.                      

   

    컴퓨터에서는 내장형 RS-485 카드 혹은 RS-232를 RS-485로 변환하는 변환기를  

         

    사용하여 최대 1.2 Km 까지 통신거리를 유지 할 수 있다.  

 

    또한 통신의 신뢰성을 위해 시스템구성의 통신선을 링모양으로 연결 할 수 있다. 

 

 

          1)  통신방식     :    반이중 RS-485 방식 

 

          2) 최대거리      :    1.2 Km  

 

   3) 최대연결수     :    31 대 / 통신포트당 

 

   4) 통신 DATA 양식 :    1 START, 8 DATA, 1 STOP Bit, NO PARITY  

 

   5) 통신속도       :    2400, 4800, 9600 BPS  

 

   6) 통신 PROTOCOL  :    MODBUS ASCII 통신방식 

 

 

 

2. TPR+ 전력조정기 통신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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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PR+ 전력조정기 통신번호 및 속도 설정 
                           

                  
    1)  RS-485 통신기능을 활용키 위하여서는 통신에 필요한  통신주소와 통신속도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측정치 지시상태에서 PASS WORD 15를 기입하여 통신관련 변수에 접근한다. 
     
       (1) 변수구분기호 ’ADS’를 찾아 통신주소를 설정한다.  
 
            NOTE )  통신주소 0을 지정하면 통신이 정지된다. 
 
       (2) 변수구분기호 ’SPd’를 찾아 통신속도를 지정한다.  
 

            통신속도 ‘24’을 지정하면 2400 BPS가 된다. 
           통신속도 ‘48’을 지정하면 4800 BPS가 된다. 
           통신속도 ‘96’을 지정하면 9600 BPS가 된다.  
 
       (3) 변수구분기호 ’Cdy’를 찾아 응답지연 시간을 설정한다.  
 
            응답지연시간은 Host Computer 처리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통신상태에 따라 적절한 값을 설정한다.  
 

        주의사항)  통신선에 연결된 모든 조정기는 반듯이 동일한 통신속도와 

                  서로 다른 통신번호가 설정되어야 통신이 가능하다.     
 
        NOTE ) 상세한 변수설정방법은 TPR3E Plus 사용지침서를 참조하여야 한다. 
  
 

 

 

4. TPR+ 전력조정기 통신선 연결  
 

     

     TPR+ 전력조정기 지침서를 참조하여 극성이 틀리지 않토록 통신선을 연결한다. 

   COMPUTER와 TPR+ 전력조정기간 거리가 짧은경우(수10m 이내), 꼬인 두 

   가닥선으로도 통신이 가능하나 먼거리 연결시에는 실드된 꼬인 두 가닥선을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통신신호의 정합을 위하여 통신선 끝단에는 정합용 저항이 연결되어야 한다.  

 

    다음 그림.1을 참고하여 전력조정기 내부기판상에 있는 Jumper를 'M' 위치에  

   놓아 정합용 저항을 연결한다.   

 

    주의사항)  정합용 저항은 통신선에 연결된 마지막 조정기만 연결되어야 한다.  

              조정기를 재 배치 하거나  추가/제거 하는 경우 정합용 저항 

             연결상태를 재확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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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TPR+ 통신정합저항 연결 Jumper 위치 
 

 

 

                           

5. TPR+ 전력조정기 내부DATA 읽기 (FUNCTION CODE 03) 
 

   

   컴퓨터 또는 외부장비가 TPR+ 전력조정기 변수값을  요청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다음의 양식을 이용하여 TPR+ 전력조정기로 부터 DATA를 획득한다.  

 

    NOTE)  기타 구체적인 Check-Sum 생성방법, 응답시간, 다른 Function Code와의  

           관계등은 일반적인 MODBUS 통신규약을 참조하여야 한다.     

 

 

 1) 컴퓨터로부터 TPR+ 전력조정기 에 DATA 요청할때  
                                       

           +---+----+----+----+----+---------+----------+----+----+----+----+       

           | : |계기번호 |  F-CODE | ADDRESS | 요구갯수 | C1 | C2 | CR | LF | 

          -+(1)|  (2)    |   (3)   |   (4)   |    (5)   | (6)| (7)| (8)| (9)+----- 

                                                                      

           (1)  START MARK          

           (2)  계기번호                :  01 에서 31(0x01 에서 0x1F) 

           (3)  FUNCTION CODE           :  03 

           (4)  요구 DATA 주소          :  7항 변수주소표 참조 

           (5)  요구 DATA 갯수          :  최대 29개  

           (6)  CHECK-SUM HIGH NIBBLE 

           (7)  CHECK-SUM LOW NIBBLE 
 

     예제)  통신번호 1 번인 TPR+ 전력조정기로부터 Soft Start 시간 

           (DATA 주소, 0003번)을  요구할때 

                                  

         :010300030001과  C1,C2,CR,LF를 TPR+ 전력조정기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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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PR+ 전력조정기의 응답  

 

           +---+----+----+----+----+---------+---- -----+----+----+----+----+       

           | : |계기번호 |  F-CODE | BYTE 수 |   DATA   | C1 | C2 | CR | LF | 

          -+(1)|  (2)    |   (3)   |   (4)   |    (5)   | (6)| (7)| (8)| (9)+----- 

                      

          (1) START MARK     

          (2) 계기번호                 :  01 에서 31(0x01 에서 0x1F) 

    (3) FUNCTION CODE            :  03  

    (4) 응답 BYTE 수             :           

    (5) 응답 DATA                :  4글자 HEXA 값(2-BYTE) 

          (6) CHECK-SUM HIGH NIBBLE 

          (7) CHECK-SUM LOW NIBBLE 

 

      예제)  통신번호 1 번인 TPR+ 전력조정기의 응답 (Soft Start시간이 10초 인경우) 

 

            :010302000A와 C1,C2,CR,LF를 응답한다.  
 

 

                                          

6. TPR3E-Plus 전력조정기 내부DATA 변경 (FUNCTION CODE 06) 
 

    컴퓨터 또는 외부장비가 TPR+ 전력조정기 내부변수값을 변경할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다음의 양식을 이용하여 TPR+ 전력조정기 내부 DATA를 변경한다.  
 

    NOTE)  기타 구체적인 Check-Sum 생성방법, 응답시간, 다른 Function Code와의  

           관계등은 일반적인 MODBUS 통신규약을 참조하여야 한다.     

 

      1) 컴퓨터로부터  TPR+ 전력조정기 내부DATA 변경요청 

 
           +---+----+----+----+----+---------+----------+----+----+----+----+       

           | : |계기번호 |  F-CODE | ADDRESS |변경 DATA | C1 | C2 | CR | LF | 

          -+(1)|  (2)    |   (3)   |   (4)   |    (5)   | (6)| (7)| (8)| (9)+----- 

  

             (1)  START MARK                

       (2) 계기번호                :  01 에서 31 

       (3)  FUNCTION CODE          :  06 

       (4)  변경 DATA 주소         :  7항 DATA 주소표 참조 

       (5)  변경 DATA              :  변경할 Data 

             (6)  CHECK-SUM HIGH NIBBLE 

             (7)  CHECK-SUM LOW NIBBLE 

 

                                      

     예제)  통신번호 1 번인 TPR+ 전력조정기 Soft Start시간(DATA 주소 3번)을 

           15초로 변경하는 경우 
 

             :01060003000F와  C1,C2,CR,LF를 TPR+ 전력조정기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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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PR+ 전력조정기의 응답  

                                       

          (1)  보낸 DATA가 올바르게 기입된 경우 : 요구한 MESSAGE와 동일한 

               MESSAGE를 응답한다. 

 

          (2) 보낸 DATA가 부적합 한 경우   
 

           +---+----+----+----+----+---------+----+----+----+----+       

           | : |계기번호 |  F-CODE |오류 CODE| C1 | C2 | CR | LF | 

          -+(1)|  (2)    |   (3)   |   (4)   | (5)| (6)| (7)| (8)+----- 

  

    (1)  START MARK            :   

    (2) 계기번호               :  01 에서 31 

    (3) FUNCTION CODE          :  86 

    (4) DATA 오류 CODE         :  항시 02   

          (5) CHECK-SUM LOW NIBBLE 

          (6) CHECK-SUM HIGH NIBBLE 
 

     예제)   통신번호 1 번인 TPR+ 전력조정기에 기입하려는 Soft Start시간이 부적합한 

           경우 

                    :018602와 C1,C2,CR,LF를 TPR+ 전력조정기에 전달한다. 
 

 

7. TPR3E-Plus 전력조정기의 변수주소 및 그 기능  
 

     컴퓨터 또는 외부장비가 통신선을 통해서 TPR+ 전력조정기 변수값을 읽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의 가능한 변수들을 표로 나열하였다. 

 

     1)  실제 통신시에는 모든 숫자가 16진수로 표현되나 다음 표에서는 편의상  

        10진수형태로 정리하였다.  

 

     2)  변수주소는 4자리 숫자이나 편의상 유효자리로 표현하였다.  

            (0003를 3으로  0013을 13으로 ) 

 

     3)  변수구분에서   R/W 는 읽기, 쓰기 모두가능한 변수  

                        R   은 읽기 전용변수 (쓰기불가) 

 

     4)  모든 변수는 정수(Integer)로 표현되므로 소수점이 표현되지  

        아니한다.  소수점이 제거된 값으로 불려지거나 기입된다.     

 

     5)  변수주소 0번 (Pass 번호)과 16번에서 22번 까지는 전면 Key조작 및  

        조정기 초기화에 필요한 변수들로 읽은 값의 의미는 없다. 

      

     6)  변수기호는 조정기 지시창에 나타나는 해당변수 구분기호이다.  

                               

      

    주의사항)  불필요한 Data 기입은 삼간다.  

              조정기 내부 EEPROM(불휘발성 메모리) 수명단축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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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구체적인 변수의 기능, 역할, 설정범위 등은 별도의  TPR+ 전력조정기 

           사용지침서를 참조하여야 한다.  

 

   표.1  TPR  통신변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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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구분기호      변수기능   설정 및 측정범위   변수구분 

  0   PAS     Pass 번호      Key 조작용       R 

  1   OUt     출력상한      0 - 100%     R/W 

  2   CLm     전류상한      5 - 240A     R/W 

  3   SSt     Soft start시간     0 - 250초     R/W  

  4   Cmd    전류상한 초과동작 
  0(ALm), 1(OFF), 

  2(Cnt) 
    R/W 

  5   Pmd    결상경보 동작   0(ALm), 1(OFF)     R/W 

  6   tmd    온도상한 초과동작   0(ALm), 1(OFF)     R/W 

  7   FLt    입력 filter     0 - 10 초     R/W 

  8   LbA    무부하경보 대기시간     0 - 254초     R/W  

  9   bUZ    내장부저동작   0(Off), 1(On)       R/W 

  10    ---    통신에 의한 설정치     0 - 100%     R/W 

  11   Smd    설정치 선택   0(Ana), 1(COm)      R/W 

  12   AdS    통신주소     1 - 31       R 

  13   SPd    통신속도  0(2400),1(4800),2(9600)      R 

  14   Cdy    통신지연     1 - 4      R  

  15    ---    지시선택  0(Input), 1(R), 2(T)      R 

 

  23    ---    경보발생 상태       R 

  24    ---    Analog(4-20) 입력    -8 - 108%      R 

  25    ---    전류출력 #1     0 - 250A      R 

  26    ---    전류출력 #2     0 - 250A       R 

  27    ---    외부출력제한(VR)     0 - 100%      R 

  28    ---    전력제어소자 온도     0 - 80℃      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