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WIN.FA

1.안전관련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매뉴얼을 숙지하시고 제품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1)본제품은 STEP MOTOR 구동을 위한 제품입니다. 안전을 위해 다른 용도의
사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다음과 같은 사용 환경을 지켜 주십시요.
①본제 품의 전원은 DC+24V 이며 +-10%의 입력 범위내에서 사용 바라며, 과도한
입력 또는 역방향의 입력에 대해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②본제품은 산업용규격의 전자파 환경에 적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③사용온도는 0℃ ~ 50℃ 이내 이며 , 보존 온도는 -20℃~70℃입니다.
④사용습도는35%~85% 이내이며 , 보존 습도는 10%~90%RH 결로없는 조건입니다.

3)설치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 하십시오.
①설치시 또는 제품 보수시 반듯이 전원 플러그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②제품이 고정된상태에서 전원 플러그등 모든 연결부품을 설치 바랍니다.
③제품이 완전히 설치되고 난 후에 전원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④제품의 커버를 임의로 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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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의 특징
.High torque & High speed
초 고속 영역의 운전이 가능하며 , 모터가 가진 최고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Convertible soft control mode & Power mode
저속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영역대에서 저소음 모드를 구현할수 있습니다.

.High resolution Micro stepping
최고50000 분해능의 마이크로스텝이 가능합니다.

.various I/O
다양한 I/O가 있습니다.

.Power save mode
운전 정지 시 전류 감소량을 조정 가능합니다.

.Driver status LED Lamp
드라이버의 상태를 나타내는 다양한 led가 구비 되어 있습니다.

.Driver safty function
고온 , 과전류등에 대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2 way clock Input function
1clock & 2clock 입력 방식을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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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사양

환경

입력전압

24VDC±10%

소비전류

최대0.5A (모터전류제외)

온도

사용 :0~50℃ 보존 : -20~70℃

습도

사용 :35~85%RH ,보존 :10~90%RH

내진동

0.5G

분해능

기능

입.출력

(결로 없을 것)

200,400,500,800,1000,1600,2000,2500,4000,5000,8000,10000
20000,25000,40000,50000

최대입력주파수

500KHz (duty50%)

보호기능

과열이상 , 저전압이상

LED표시

전원(녹색) , 알람(적색) , Inposition(오랜지) , Servo on(청색)

HOLD 전류

25% , 50% , 75% , 100% DIP SWITCH 설정

펄스입력방식설정

1 CLOCK , 2CLOCK DIP SWITCH 설정

모터회전방향설정

DIP SWITCH에 의한 모터회전방향설정

속도/위치제어명령

펄스열 입력 (포토 커플러)

입력신호

Motor free ,Alarm clear , Soft mode(포토 커플러)

출력신호

Alarm out , Inposion out(RUN/STOP) (포토 커플러)

2.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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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외부명칭

Housing 품번
용도

품번

MAKER

CN 1

SIGNAL

XHP-6

JST

CN 2

I/O

XHP-7

JST

CN 3

MOTOR

XHP-4

JST

CN 4

POWER

BR-508B

비룡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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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선

< 주의 >
CW , CCW , CO 입력은
+5V LEVEL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24V를 사용 하실 경우
외부에 직렬로 2KΩ 정도의
저항을 달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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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능
1) LED
GREEN

RED

POWER

Alarm

ORANGE

BLUE

Inposition Servo on

2)DIP SWITCH
스위치의 조합에 따라 모터의
구동 전류를 변경합니다.

펄스 입력이 0.1초 이상 없을때
구동 전류에 비례하여 감소시킵니다.
모터의 회전방향을 변경합니다.
1 CLOCK : Pules, Direction
2 CLOCK : CW Pules, CCW Pulse
모터가 1회전 하는데 지령하는 펄스의
수를 나타 냅니다.

< 딥 스위치 설정값 변경 시 전원을 껐다 켜 주어야만 변경된 값이 반영 됩니다.>
3)펄스 입력 & Motor free
CW, CCW , Motor free 신호는 5V를 기준으로 내부에 390Ω의 직렬 저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5V를 초과시는 12mA 정도에 맞추어 직렬 저항을 삽입바랍니다.
(예) +24V 입력 시 외부에 직렬로 2KΩ 정도의 저항을 삽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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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I/O
I/O는 +24VDC를 기준으로 내부에 4.7kΩ의 직렬 저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Alarm clear
알람을 해제 합니다.
ON(High) 신호가 입력되면 알람을 해제 합니다.
ON
OFF
100mS 이상

■.Alarm out
드라이버의 알람 발생 시 출력되는 신호 입니다. 알람 시 ON(High) 됩니다.
Normal

Alarm

■.Inposion / Run-Stop
모터가 운전 중인지 정지 중인지를 출력하는 신호 입니다.
Run

Stop

■. 에러 관련 LED 표시

내용

LED 상태 (적색)

전류 값 설정 에러

2초 동안 LED 1회 점멸

저전압 에러

2초 동안 LED 2회 점멸

과열 에러

2초 동안 LED 3회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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