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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  PLC 장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란, 종래에 사용하던 제어반 내의 릴레이, 타이머, 

카운터 등의 기능을 LSI, 트랜스터 등의 반도체 소자로 대체시켜, 기본적인 시퀀스 제어 기

능에 수치 연산 기능을 추가하여 프로그램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 자율성이 높은 제어 장치

이다.

미국 전기 공업회 규격(NEMA: National Electrical Manufactrurers Association)에서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을 통하여 로직, 시퀀싱, 타이밍, 카운팅, 연산과 같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가능한 메모리를 사용하고 여러 종류의 기계나 프

로세서를 제어하는 디지털 동작의 전자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PLC 시퀀스와 릴레이 시퀀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직렬 처리와 병렬 처리”라는 

동작상의 차이에 있다. PLC는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연산하는 직렬 처리 방

식이고 릴레이 시퀀스는 여러 회로가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 동시에 동작하는 병렬 처리 방

식이다. 따라서  PLC 는 어느 한 순간을 포착해 보면 한 가지 일 밖에 하지 않는다.

릴레이는 일반적으로 개당 가질 수 있는 접점 수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릴레이 시퀀스를 

작성할 때에는 가능한 한 접점 수를 절약해야 한다. 이에 비하여 PLC 는 동일 접점에 대하

여 사용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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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LC 구성

1-1. XGB 시스템 구성

XGB PLC의 시스템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증설 I/O 모듈, 특수 모듈의 경우 “S”

타입은 최대 7단, “H”타입은 최대 10단 까지 접속가능하고 통신 모듈은 최대 2대까지 증

설 가능합니다.

1-2. 기본 유닛의 구분 및 종류

3  2X B RD HC -

XGB PLC

MK 언어 지원 (B)
IEC 언어 지원 (E)

모듈러 타입 기본유닛 (M)
콤팩트 타임 기본유닛 (C)

XGB PLC 표준형 (S)
XGB PLC 고급형 (H)

입출력 점수

릴레이 출력 (R)
싱크형 트랜지스터 출력 (N)
소스형 트랜지스터 출력 (P)

DC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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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각 부 명칭 및 기능

NO. 명 칭 용 도

① 입력 표시용 LED 입력 표시용 LED

② PADT 접속용 커넥터 PADT 접속용 USB(USB 1.1) 1채널, RS-232C 1채널 커넥터

③
입력 커넥터 및
터미널 블록

입력 커넥터 및 터미널 블록

④
출력 커넥터 및
터미널 블록

출력 커넥터 및 터미널 블록

⑤ 키 스위치
RUN/STOP 키 스위치
키 스위치 위치가 STOP 인 경우 리모트 모드 변경 가능

⑥ 출력 표시용 LED 출력 표시용 LED

⑦ 상태 표시용 LED

기본 유닛의 동작 상태를 나타냅니다.
 - PWR(적색) : 전원 상태 표시
 - RUN(녹색) : RUN 상태 표시
    RUN 모드 : ON  /  STOP 모드 : OFF
 - 에러(적색) : 에러 발생인 경우 점멸

⑧
8-1

내장
RS-232C/RS-485
접속용 단자대

내장 RS-485 접속용 단자대
 - RS-485 통신의 “+”, “-” 단자 접속용 단자대
내장 RS-232C 접속용 단자대
 - RS-232C 통신의 “TxD”, “RxD”, “GND” 단자 접속용 단자대

8-2 전원 단자대 AC100~240V 전원 단자대

⑨ 배터리 홀더 배터리(3V) 홀더

⑩ 모드 스위치 프로그램 모드 및 O/S 다운로드 모드 선택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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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사용 방법

2-1. 런(RUN) 모드

작성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모드

데이터 영역 초기화

RUN 모드 첫 스캔 시작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사하여
수행 가능 여부 판단

입력 리프레시 수행

프로그램수행, 인터럽트 프로그램 수행

장착된 모듈의 정상 동작, 탈락 여부 검사

출력 리프레시 수행

통신 서비스 및 기타 내부처리

변경된 운전모드로 운전

운전 모드 변경

다른 모드로 변경

RUN 모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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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드 변경시 처리

- 시작 시에 데이터 영역의 초기화가 수행되며,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사하여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연산 처리 내용

1. 입·출력 리프레시와 프로그램의 연산을 수행합니다.

2. 인터럽트 프로그램의 기동 조건을 감지하여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3. 장착된 모듈의 정상 동작, 탈락 여부를 검사합니다.

4. 통신 서비스 및 기타 내부 처리를 합니다.

3) 용어 설명

1. 스캔타임(Scan Time)

스캔타임은 PLC가 연산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단위를 나타낸다. 1연산주기 즉, 1스

캔타임(Scan Time)이란 PLC의 입력 리프레쉬(Input Refresh)부터 END 처리까지 소요되는 시

간을 말한다.

2. 리프레쉬(Refresh)

입력과 출력 이미지 영역에 이전 연산 조건이나 연산 데이터를 지우고 현재 스캔에서 얻

은 새로운 조건과 데이터를 써 넣는 것을 말한다.

2-2. 스톱(STOP) 모드

프로그램 연산을 하지 않고 정지 상태인 모드입니다. 리모트 STOP 모드에서만 XG5000을 

통한 프로그램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1) 모드 변경시 처리

- 출력 이미지 영역을 소거하고 출력 리프레시를 수행합니다.

2) 연산 처리 내용

1. 입·출력 리프레시를 수행합니다.

2. 장착된 모듈의 정상 동작, 탈락 여부를 검사합니다.

3. 통신 서비스 및 기타 내부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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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디버그(DEBUG) 모드

프로그램의 오류를 찾거나, 연산 과정을 추적하기 윈한 모드로 이 모드로의 전환은 STOP 

모드에서 만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상태와 각 데이터의 내용을 확인해 보며 프로그

램을 검증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1) 모드 변경시 처리

- 모드 변경 초기에 데이터 영역을 초기화 합니다.

- 출력 이미지 영역을 소거하고, 입력 리프레시를 수행합니다.

2) 연산 처리 내용

1. 입출력 리프레시를 수행합니다.

2. 설정 상태에 따른 디버그 운전을 합니다.

3. 프로그램의 마지막까지 디버그 운전을 한 후, 출력 리프레시를 수행합니다.

4. 장착된 모듈의 정상 동작, 탈락 여부를 검사합니다.

5. 통신 등 기타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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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LC 타입

3-1. 입력

싱크/소스 타입이 있으며 배선시 PLC의 입력 포트와 ‘입력 COM’단자의 극성을 서로 반

대로 하면 전류가 유입되어 PLC에서 신호를 인식하게 된다.

- 싱크 입력

입력 신호가 ON 될 때 스위치로부터 PLC 입력 단자로 전류가 유입되는 방식

- 소스 입력

입력 신호가 ON 될 때 PLC 입력 단자로부터 스위치로 전류가 유입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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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C-DR32H 입력부 회로 구성

XBC-DR32H 입력부 단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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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출력

싱크/소스 타입이 있으며 ‘출력 COM’단자로 연결 된 (+), (-) 선에서 PLC가 스위치 역

할을 한다. 출력 포트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단자와 같은 극성을 COM 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 싱크 출력

PLC 출력 접점이 ON 될 때 부하에서 출력단자로 전류가 유입되는 방식

- 소스 출력

PLC 출력 접점이 ON 될 때 출력 단자로부터 전류가 유입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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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C-DR32H 출력 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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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C-DR32H 출력부 단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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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  XG5000 소프트웨어

1.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1-1. 프로그램 다운로드

‘LS산전’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고객지원 – 다운로드 자료실

Smart산업자동화 솔루션 – PLC – XG5000 검색 후 다운로드

1-2. 드라이버 설치 확인

[내컴퓨터] 마우스 우클릭 [관리], 또는 [속성]

[장치관리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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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드라이버가 설치된 경우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수동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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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드라이버 수동 설치

1) 아이콘에 느낌표 표시가 나타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

릭한 후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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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검색 대화상자가 나옵니다. 옵션 “컴퓨터에서 드라이버 소프

트웨어 찾아보기”를 선택합니다.

3) 아래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찾아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17

4) 폴더 찾기 대화상자에서 XG5000이 설치된 폴더로 이동하여 Driver 폴더를 선택합니

다.

5)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검색란에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가 나타

납니다.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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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완료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닫기 버튼을 눌러 디

바이스 드라이버 설치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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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래더작성

2-1. 프로젝트 정의

바탕화면의 ‘XG5000’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1) [프로젝트] - [새프로젝트]

‘프로젝트 이름’, ‘프로그램 이름’은 임의 설정, CPU 시리즈와 CPU 종류는 PLC 전

면부에 적혀 있는 내용 확인 후 동일하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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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O 파라미터 설정

프로젝트 창에서 I/O 파라미터를 더블 클릭한다.

3) 메인 슬롯 설정

0번 슬롯의 모듈값 설정

XBC-DR32H (DC24V 입력 / RELAY 출력, 32점)



21

PLC 연결이 가능한 경우

1) 메뉴의 [온라인] – [접속 설정]

접속 옵션의 방법을 ‘USB’로 설정 한다.

2) 메뉴의 [온라인] – [접속]

[온라인] - [진단] - [I/O 정보], [I/O 동기화] 클릭

PLC가 스톱(STOP)으로 되어있는 경우 대화 상자의 I/O 동기화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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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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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편집 도구

기호 단축키 기능 설명

Esc 선택 모드로 변경

F3 평상시 열린 접점 : a접점 연산

F4 평상시 닫힌 접점 : b접점 연산

Shift + F1 양 변환 검출 접점 : 상승 에지에서 1Scan On접점

Shift + F2 음 변환 검출 접점 : 하강 에지에서 1Scan On접점

F5 가로선

F6 세로선

Shift + F8 연결선

Shift + F9 반전 입력

F9 코일 : 연산 결과 출력

F11 역 코일 : 연산 결과 반전 출력

Shift + F3 셋(latch) 코일 : 연산 결과 세트 출력

Shift + F4 리셋(unlatch) 코일 : 연산 결과 리셋 출력

Shift + F5 양 변환 검출 코일 : 상승 에지에서 1Scan On출력

Shift + F6 음 변환 검출 코일 : 하강 에지에서 1Scan On출력

F10 펑션/펑션 블록

Shift + F7 확장 펑션

Ctrl+3 평상시 열린 OR 접점

Ctrl+4 평상시 닫힌 OR 접점

Ctrl+5 양 변환 검출 OR 접점

Ctrl+6 음 변환 검출 OR 접점

LD 편집 요소의 입력은 LD 도구 모음에서 입력할 요소를 선택한 후 지정한 위치에서 마우

스를 클릭하거나 단축키를 눌러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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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도구모음의 단축키 표현에서 s는 Shift 키를, c는 Ctrl 키를 표시합니다.

설명문 입력

라인 좌측의 셀을 더블클릭하면 설명문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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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변수 입력

1)  선택 후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F3] 입력, 변수명 ‘PB1’입력

2) 변수/설명 추가 창에서 디바이스 주소 ‘P00’입력

1) 비트 디바이스

디바이스 별
영역 표시

디바이스 특징 용 도

P0000 ~ P1023f
입출력 접점

“P”

입출력 접점의 상태를 저장하는 이미지 영역 입니다. 
입력 모듈의 상태를 읽어 해당 대응되는 P영역에 저장하고 연산 결과
가 저장된 P영역 데이터를 출력 모듈로 저장합니다

M0000 ~ M1023f
내부 접점

“M”
프로그램에서 비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내부 메모리입
니다.

L0000 ~ L2047f
통신 접점

“L”
통신 모듈의 고속링크/P2P 서비스 상태정보를 표시하는 디바이스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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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드 디바이스

3) 메뉴의 [보기] - [디바이스/변수 보기] 선택

 

보기 탭에서 설정 변경 시 ‘디바이스’, ‘변수’, ‘설명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작성자의 작업 방식에 맞춰 선택 후 사용. 

K00000 ~ K4095f
정전 유지 접점

“K”

정전 시 데이터를 유지하는 디바이스 영역으로 별도로 정전 유지 파라
미터를 설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 영역(K2600~2559F)으로 쓰기 사용시는 주의하여 주십시오. 내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F0000 ~ F1023f
특수 접점

“F”
시스템 플래그 영역으로 PLC에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플래그를 관리
하는 영역입니다.

T0000 ~ T1023
타이머 접점

“T”
타이머 접점/현재값/설정값의 상태를 저장하는 영역입니다.

C0000 ~ C1023
카운터 접점

“C”
카운터 접점/현재값/설정값의 상태를 저장하는 영역입니다.

S00.00 ~ S127.99
스텝 컨트롤러

“S”
스텝 제어용 릴레이입니다.

디바이스 별
영역 표시

디바이스 특징 용 도

D0000 ~ D10239
데이터 레지스터

“D”
내부 데이터를 보관하는 영역.
비트 표현 가능. (D0000.0)

U00.00 ~ U0A.31
아날로그 데이터 

레지스터 “U”
슬롯에 장착된 특수모듈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사용되는 
레지스터. 비트 표현 가능.

N0000 ~ N5119
통신 데이터 레지스터 

“N”
통신 모듈의 P2P 서비스 저장 영역.
비트 표현 불가능

Z000 ~ Z127
인덱스 레지스터

“Z”
인덱스 기능 사용을 위한 전용 디바이스.
비트 표현 불가능

T0000 ~ T1023
타이머 현재치 레지스터 

“T”
타이머의 현재값을 나타내는 영역

C0000 ~ C1023
카운터 현재치 레지스터 

“C”
카운터의 현재값을 나타내는 영역

R0000 ~ R10239
파일 레지스터

“R”
파일 저장용 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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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변수 보기]

접점, 코일 및 응용 명령어의 오퍼랜드로 사용된 변수 또는 디바이스에 대하여 변수 

명으로 표시합니다. 해당 디바이스에 변수가 선언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디바이스 명으

로 표시됩니다.

[보기] - [디바이스/변수 보기]

접점, 코일 및 응용 명령어의 오퍼랜드로 사용된 변수 또는 디바이스에 대하여 디바이

스/변수 명으로 표시합니다. 해당 디바이스에 변수가 선언되어 있지 않은 경우 디바이스 

명만 표시됩니다.

[보기] - [디바이스/설명문 보기]

접점, 코일 및 응용 명령어의 오퍼랜드로 사용된 디바이스에 대하여 디바이스/설명문

으로 표시합니다. 해당 디바이스에 설명문이 없는 경우 디바이스 명만 표시됩니다.

[보기] - [변수/설명문 보기]

접점, 코일 및 응용 명령어의 오퍼랜드로 사용된 디바이스에 대하여 변수/설명문으로 

표시합니다. 해당 디바이스에 변수 명이 없는 경우 디바이스 명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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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기 유지 회로 구성

1) 동작 조건 입력

상단 도구 모음의  선택 후, 입력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입력 위치에서 키

보드로 단축키 ‘F3’를 눌러 눌러 접점을 입력 한다.

디바이스는 입력의 첫 번째 단자 P00000을 사용 한다.

2) 동작 접점 입력(내부릴레이)

상단 도구모음의  선택 후 마우스 입력, 또는 단축키 F9 사용

디바이스는 내부릴레이 M00을 사용 한다.



29

3) 자기유지회로 구성

릴레이를 입력 접점으로 사용하여 푸시버튼1의 신호가 끊어져도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4) b접점 입력

푸시버튼2를 사용하여 릴레이를 OFF 시킬 수 있도록 한다.

5) 출력 설정

릴레이가 동작하면 램프를 점등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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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래더 작성 종료

도구모음의 , 또는 단축키(F10)를 사용하여 END 명령어를 입력한다.

‘기본 명령’ 분류에서 선택하거나 검색창에 END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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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터

PLC 연결이 불가한 상태에서 윈도우 환경의 가상 PLC(XG-SIM)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실

행하고, 입력 조건 설정 및 모듈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용해 PLC 프로그램을 디버깅할 수 있

습니다.

1) [도구] - [시뮬레이터 시작]

XG-SIM 이 실행되면 온라인, 접속, 스톱 상태가 됩니다.

2) XG-SIM 자동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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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태 설  명 창

초기
초기 상태를 나타냅니다. 시뮬레이터로 접속이 
불가능 합니다.

접속 가능
접속 준비 완료 상태를 나타내며 적색의 LED가 
켜집니다.

단일 I/O 조건 실행
단일 I/O 조건이 실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실행 
중인 경우 초록색의 LED가 점멸 합니다.

연속 I/O 조건 실행
연속 I/O 조건이 실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실행 
중인 경우 노란색의 LED가 점멸 합니다.

3) 작성한 프로그램을 XG-SIM 으로 쓰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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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니터] - [시스템 모니터]

런(RUN :　 )을 실행하면 CPU 모듈의 RUN / STOP 항목이 변경됨을 알 수 있다.

 

5) 입력 접점을 클릭하여 ON/OFF 값을 변경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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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푸시버튼1의 입력에 따라 출력 접점에 신호가 들어오며 자기유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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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푸시버튼2의 입력에 따라 릴레이가 소자되고 램프는 소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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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비 배선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접점을 실제 배선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구성한다.

INPUT / OUTPUT COM : DC 0V

INPUT P00 : PB1 (푸시버튼)

INPUT P01 : PB2 (푸시버튼)

OUTPUT P20 : PL (파일럿 램프)

M00 : 내부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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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서 출발하여 스위치, 램프 등과 PLC를 거쳐 (-)로 복귀하는 형태의 배선

2) (+) → PB1,PB2 → PLC 입력 P00,P01 → PLC INPUT COM → (-)

3) (+) → PL(램프)의 (+)단자 → PL(램프)의 (-)단자 → PLC 출력 P20 → PLC OUTPUT 

COM → (-)

4) 스위치에는 극성이 없지만 램프는 ±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연결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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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쓰기 및 모니터링

1) [온라인] - [접속]

통신이 안 되는 경우 [접속 설정]의 연결 방법이 ‘USB’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온라인] - [쓰기]

작성한 프로그램을 PLC 에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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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니터] - [모니터 시작]

해당 접점의 값이 온(ON) 상태인 경우 디바이스(혹은 변수) 접점 안의 파워 플로우가 파

란색으로 표시 됩니다.

4) [온라인] - [모드 전환] - [런]

도구모음의 런(RUN : )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 가능

스톱(STOP : ) 버튼을 클릭하면 종료.

PLC CPU의 스위치를 ‘RUN’으로 설정하여도 동작 가능하다.

배선한 ‘START’버튼, ‘STOP’버튼을 눌러보며 적색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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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  실습 과제

작업과제명 1. 기본 배선 익히기
소요시간

2

목  표

가. XG5000 툴을 이용하여 래더를 작성하고 PLC를 구동시켜 본다.

나. 입·출력 접점을 배선하고 동작시켜 본다.

다. 싱크 타입과 소스 타입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

사 용 장 비 공구 및 재료명 규   격 수량

·공조냉동 PLC 실습 장비

(KTE-4000PLXG)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

·바나나잭 케이블

·PC to PLC 케이블

·4∅ / 600mm,1000mm
·USB Mini 5Pin

흑20, 적20

조별 1

제어 회로

입력 접점이 ON 이 되면 적색 램프에 불이 켜지는 회로를 구성하고 실 배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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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래더 작성

1) 평상시 열린 접점을 사용하여 ‘푸시버튼1’을 입력 값으로 설정한다. 단축키 [F3]

2) 코일을 사용하여 ‘램프’를 출력 값으로 설정한다. 단축키 [F9]

구 분 변수 타입 디바이스 비고

외부변수
입력부 PB1 BIT P00000

출력부 LAMP BIT P00020

내부변수



43

1-2. 배선 및 동작

‘START’ 버튼을 눌러 적색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샘플 배선은 싱크 입력/싱크 출력 회로 이다.

소스 입력으로 연결해 보고 차이를 이해한다.

소스 출력으로 연결해 보고 차이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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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스 입력 / 싱크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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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스 입력 / 소스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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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평가

공조냉동 시스템 PLC 제어 실습 장비 (KTE-4000PLXG)

[요구사항]

①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준비 점검한다.

② 개인용 컴퓨터(노트북)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한다.

③ PC와 PLC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전송한다.

④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사용하여 바나나 잭으로 회로를 구성한다.

⑤ 회로의 동작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 푸시버튼1을 누를 때 동작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 입력/출력 회로를 소스 타입으로 바꾸어 구성해보고 각각의 회로도를 그려 본다.

평
가
기
준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작품평가
(70점)

  제어(보조)회로 프로그램 작성 20

  입·출력 변수 메모리 할당  10

  주장치 입·출력부 연결 상태 20

  실험장치 운전 및 설명 20

작업평가
(10점)

  작업 태도 및 안전 5

  재료 공구 사용 및 정리정돈 5

시간평가
(20점)

소요시간 (    )분 초과마다 (    )점 감점

작품
평가

작업
평가

시간
평가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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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제명 2. AND, OR, NOT 회로 구성하기
소요시간

2

목  표

가. XG5000 툴을 이용하여 래더를 작성하고 PLC를 구동시켜 본다.

나. AND 회로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다. OR 회로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라. NOT 회로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사 용 장 비 공구 및 재료명 규   격 수량

·공조냉동 PLC 실습 장비

(KTE-4000PLXG)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

·바나나잭 케이블

·PC to PLC 케이블

·4∅ / 600mm,1000mm
·USB Mini 5Pin

흑20, 적20

조별 1

제어 회로

1. 입력 접점 1,2가 모두 ON 되는 경우 적색 램프를 점등 한다.

2. 입력 접점 1,2 둘 중 하나라도 ON 되는 경우 녹색 램프를 점등 한다.

3. 입력 접점 1가 OFF 상태일 때 황색 램프를 점등 한다.

AND, OR, NOT 회로의 시퀀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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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R, NOT의 논리 회로 기호와 진리표

논리회로 진리표

AND

A B S

0 0 0

0 1 0

1 0 0

1 1 1

OR

A B S

0 0 0

0 1 1

1 0 1

1 1 1

NOT

A S

0 1

1 0

1. AND

정의 : 3개의 변수 A, B, S의 관계에서 A와 B가 동시에 성립할 때, S가 성립하면 S는 A와 

B의 논리곱(論理積)이라 한다. 즉, S가 "1"이 되기 위해서는 A가 "1"이고 동시에 B가 "1"이 

되어야 한다. 즉, AND회로의 논리식은 입력의 곱으로 출력에 나타난다. 논리곱의 논리식은 

  ∙ 로 표시한다.

2. OR

정의 : 3개의 변수 A, B, S의 관계에서 A와 B 중에서 어느 한쪽만이 성립할 때에도, S가 

성립하면 S는 A와 B의 논리합(論理合)이라 한다. S가 "1"이 되기 위해서는 A가 "1" 또는 B

가 "1"이면 된다. 즉, OR회로의 논리식은 입력의 합이 출력으로 나타난다. 논리합의 논리식

은    로 표시한다. 

3. NOT

정의 : 2개의 변수 A와 S가 있을 때, A가 아니면 S이다. 또는 A이면 S가 아닌 경우에 A와 

S는 부정 관계에 있다고 한다. 즉, A가 "1"이면 S는 "0", A가 "0"이면 S는 "1"이 된다. 부

정의 논리식은     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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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래더 작성

1) ‘PB1’과 ‘PB2’를 직렬 연결하여 ‘RL’를 구성한다.

2) ‘PB1’과 ‘PB2’를 병렬 연결하여 ‘GL’를 구성한다.

3) ‘PB1’의 ‘b접점’으로 ‘YL’를 구성한다.

구 분 변수 타입 디바이스 비고

외부변수

입력부
PB1 BIT P00000

PB2 BIT P00001

출력부

RL BIT P00020 적색 램프

GL BIT P00021 녹색 램프

YL BIT P00022 황색 램프

내부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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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배선 및 동작

1) SMPS (-) 단자에서 INPUT COM, OUTPUT COM을 연결한다.

2) SMPS (+) 단자에서 입력으로 사용할 버튼의 좌측을 점프하여 모두 연결한다.

3) SMPS (+) 단자에서 출력으로 사용할 램프의 (+) 단자를 점프하여 모두 연결한다.

4) 버튼의 우측 단자에서 PLC INPUT으로 연결 한다. (PB1:P00 / PB2:P01)

5) 램프의 (-) 단자에서 PLC OUTPUT으로 연결 한다. (RL:P20 / GL:P21 / YL: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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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평가

공조냉동 시스템 PLC 제어 실습 장비 (KTE-4000PLXG)

[요구사항]

①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준비 점검한다.

② 개인용 컴퓨터(노트북)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한다.

③ PC와 PLC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전송한다.

④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사용하여 바나나 잭으로 회로를 구성한다.

⑤ 회로의 동작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 ‘PB1’을 누를 때의 동작을 설명한다.

- ‘PB2’를 누를 때의 동작을 설명한다.

- ‘PB1’과 ‘PB2’를 동시에 누를 때의 동작을 설명한다.

- 입력이 없을 때의 동작을 설명한다.

평
가
기
준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작품평가
(70점)

  제어(보조)회로 프로그램 작성 20

  입·출력 변수 메모리 할당  10

  주장치 입·출력부 연결 상태 20

  실험장치 운전 및 설명 20

작업평가
(10점)

  작업 태도 및 안전 5

  재료 공구 사용 및 정리정돈 5

시간평가
(20점)

소요시간 (    )분 초과마다 (    )점 감점

작품
평가

작업
평가

시간
평가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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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제명 3. 자기유지 회로, 인터록 회로 구성하기
소요시간

2

목  표

가. XG5000 툴을 이용하여 래더를 작성하고 PLC를 구동시켜 본다.

나. 자기유지 회로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다. 인터록 회로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사 용 장 비 공구 및 재료명 규   격 수량

·공조냉동 PLC 실습 장비

(KTE-4000PLXG)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

·바나나잭 케이블

·PC to PLC 케이블

·4∅ / 600mm,1000mm
·USB Mini 5Pin

흑20, 적20

조별 1

제어 회로

1. 입력 접점 1을 ON하면, 정지 신호가 있을 때까지 적색 램프를 점등 한다.

2. 입력 접점 2를 ON하면, 정지 신호가 있을 때까지 황색 램프를 점등 한다.

3. 적색 램프와 황색 램프는 동시에 들어올 수 없다.

4. 입력 접점 3을 ON하면, 모든 램프를 소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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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유지 회로

푸쉬버튼 스위치(PBS)의 특성은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은 접점이 닫혀 작동하지만, 

손을 떼는 순간 스위치의 접점은 떨어져 버리게 된다. 따라서 PBS를 눌러 기동 지령을 줄 

때, 스위치에서 손을 떼더라도 회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작동 스위치 PBS1과 병렬로 접점 

X1을 설계하게 되는데 이를 자기 유지 접점이라 하고 이러한 회로를 자기 유지 회로라 한

다.

「정지 우선 자기 유지 회로」 「기동 우선 자기 유지 회로」

① 스위치 ‘PBS1’을 눌러 코일 ‘X’가 여자되면 이때 접점 ‘X1’과 ‘X2’는 닫히게 되

는데 ‘PBS1’으로부터 손을 떼더라도 자기 유지 접점 ‘X1’의 동작으로 ‘L’이 점등된

다.

② 스위치 ‘PBS2’를 누르면 코일 ‘X’가 소자되어 ‘L’이 소등된다.

③ 스위치 ‘PBS1’과 ‘PBS2’를 동시에 누를 경우 동작 여부에 따라 ‘정지 우선 자기유

지 회로’와 ‘기동 우선 자기유지 회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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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록 회로

인터록 회로는 동시 동작 금지 회로로서 한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동시에 다른 동작

이 병렬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다.

「인터록 회로」

① 먼저 여자된 쪽에 우선 순위가 주어지고 다른 쪽의 동작을 금지하는 회로.

② 전동기의 정·역 운전(정회전과 역회전) 회로 등에 사용된다.

스위치 ‘PBS1’이 입력되면 코일 ‘R1’이 여자되어 자기 유지 접점인 ‘R1’이 붙고 동

시에 코일 ‘R2’로 향하는 b접점 ‘R1’이 떨어지게 된다. 역으로 스위치 ‘PBS2’가 입력

되면 코일 ‘R2’의 여자로 자기 유지 접점 ‘R2’가 붙음과 동시에 코일 ‘R1’으로 향하

는 b접점인 ‘R2’를 떨어지게 한다. 이처럼 선 입력 우선 회로로서 인터록 회로는 먼저 입

력된 자기 쪽 코일이 여자될 때 상대측 코일은 동시에 여자가 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역

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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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래더 작성

1) ‘PB1’을 누르면 내부접점 ‘RELAY_1’이 동작하고, 자기유지 된다.

2) ‘PB3’의 입력이 있을 때까지 유지한다.

3) ‘PB2’를 누르면 내부접점 ‘RELAY_2’가 동작하고, 자기유지 된다.

4) ‘PB3’의 입력이 있을 때까지 유지한다.

5) ‘RELAY_1’의 동작 조건에는 ‘RELAY_2’를 ‘RELAY_2’의 동작 조건에는 

‘RELAY_1’을 b접점으로 입력하여 인터록 회로를 구성한다.

6) ‘RELAY_1’이 여자 될 때, ‘RL’를 점등 한다.

7) ‘RELAY_2’가 여자 될 때, ‘YL’를 점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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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배선 및 동작

구 분 변수 타입 디바이스 비고

외부변수

입력부
PB1 BIT P00000

PB2 BIT P00001

출력부
RL BIT P00020 적색 램프

YL BIT P00021 황색 램프

내부변수
릴레이1 BIT M00001

릴레이2 BIT M00002

1) SMPS (-) 단자에서 PLC INPUT COM을 연결 한다.

2) SMPS (+) 단자에서 입력으로 사용할 버튼의 좌측을 점프하여 모두 연결한다.

3) 버튼의 우측 단자에서 PLC INPUT으로 연결 한다. (PB1:P00 / PB2:P01 / PB3: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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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MPS (-) 단자에서 PLC OUTPUT COM을 연결한다.

7) SMPS (+) 단자에서 출력으로 사용할 램프의 (+) 단자를 점프하여 모두 연결한다.

8) 램프의 (-) 단자에서 PLC OUTPUT으로 연결 한다. (RL:P20 / YL: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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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평가

공조냉동 시스템 PLC 제어 실습 장비 (KTE-4000PLXG)

[요구사항]

①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준비 점검한다.

② 개인용 컴퓨터(노트북)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한다.

③ PC와 PLC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전송한다.

④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사용하여 바나나 잭으로 회로를 구성한다.

⑤ 회로의 동작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 ‘PB1’, ‘PB2’를 누를 때의 동작을 설명한다.

- 버튼을 누르던 손을 뗐을 때의 동작을 설명한다.

- ‘PB3’를 누를 때의 동작을 설명한다.

- ‘PB1’과 ‘PB2’를 동시에 누를 때의 동작을 설명한다.

평
가
기
준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작품평가
(70점)

  제어(보조)회로 프로그램 작성 20

  입·출력 변수 메모리 할당  10

  주장치 입·출력부 연결 상태 20

  실험장치 운전 및 설명 20

작업평가
(10점)

  작업 태도 및 안전 5

  재료 공구 사용 및 정리정돈 5

시간평가
(20점)

소요시간 (    )분 초과마다 (    )점 감점

작품
평가

작업
평가

시간
평가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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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제명 4. 연습문제 01
소요시간

2

목  표

가. XG5000 툴을 이용하여 래더를 작성하고 PLC를 구동시켜 본다.

나. AND, OR, NOT을 활용하여 입력 조건을 만족하는 회로를 구성해 본다.

다. 인터록 회로를 활용하여 입력 조건에 따른 출력을 구성해 본다.

사 용 장 비 공구 및 재료명 규   격 수량

·공조냉동 PLC 실습 장비

(KTE-4000PLXG)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

·바나나잭 케이블

·PC to PLC 케이블

·4∅ / 600mm,1000mm
·USB Mini 5Pin

흑20, 적20

조별 1

제어 회로

1. 입력 접점 세 개 중 하나가 ON 하면, 적색 램프를 점등한다.

2. 입력 접점 세 개 중 둘이 ON 하면, 녹색 램프를 점등한다.

3. 입력 접점 셋이 모두 ON 하면, 황색 램프를 점등 한다.

4. 램프는 동시에 둘 이상 점등하지 않도록 한다.

[사용 접점 및 메모리 할당]

1. ‘PB1’, ‘PB2’, ‘PB3’를 입력 접점으로 사용한다.

2. ‘RL’, ‘GL’, ‘YL’를 출력 접점으로 사용한다.

구 분 변수 타입 디바이스 비고

외부변수

입력부

PB1 BIT P00000

PB2 BIT P00001

PB3 BIT P00002

출력부

RL BIT P00020 적색 램프

GL BIT P00021 녹색 램프

YL BIT P00022 황색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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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래더 작성

1) ‘PB1’, ‘PB2’, ‘PB3’의 입력을 OR 회로로 구성하여 내부 접점을 동작 시킨다.

2) 내부 접점은 입력 1개가 있는 조건이므로 ‘INPUT1’으로 설정하였다.

3) 각기 다른 2개의 입력 신호를 AND 회로로 구성하고, 2개의 입력 신호가 있는 조합 3

가지 경우를 OR 회로로 구성한다.

4) 내부 접점은 입력 2개가 있는 조건이므로 ‘INPUT2’으로 설정하였다.

5) ‘PB1’, ‘PB2’, ‘PB3’의 입력 신호 3개가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 내부 접점을 동

작 시킨다.

6) 내부 접점은 입력 3개가 있는 조건이므로 ‘INPUT3’으로  설정하였다.

7) 입력 신호가 1개일 경우 ‘RL’을 동작 시킨다.

8) ‘INPUT2’, ‘INPUT3’는 입력 신호가 1개인 경우를 포함하므로 b접점으로 사용하여 

입력 신호가 2개, 또는 3개인 경우에는 ‘RL’이 동작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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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력 신호가 2개일 경우 ‘GL’을 동작 시킨다.

10) ‘INPUT3’를 b접점으로 사용하여 입력 신호가 3개인 경우에도 ‘YL’이 동작하는 

것을 막는다.

11) 입력 신호가 3개일 경우 ‘RL’을 동작 시킨다.

12) 래더를 종료 한다.

구 분 변수 타입 디바이스 비고

외부변수

입력부

PB1 BIT P00000

PB2 BIT P00001

PB3 BIT P00002

출력부

RL BIT P00020 적색 램프

GL BIT P00021 녹색 램프

YL BIT P00022 황색 램프

내부변수

INPUT1 BIT M00000

INPUT2 BIT M00001

INPUT3 BIT M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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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배선 및 동작

1) SMPS (-) 단자에서 PLC INPUT COM을 연결 한다.

2) SMPS (+) 단자에서 입력으로 사용할 버튼의 좌측을 점프하여 모두 연결한다.

3) 버튼의 우측 단자에서 PLC INPUT으로 연결 한다. (PB1:P00 / PB2:P01 / PB3: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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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MPS (-) 단자에서 PLC OUTPUT COM을 연결한다.

5) SMPS (+) 단자에서 출력으로 사용할 램프의 (+) 단자를 점프하여 모두 연결한다.

6) 램프의 (-) 단자에서 PLC OUTPUT으로 연결 한다. (RL:P20 / GL:P21 / YL: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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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평가

공조냉동 시스템 PLC 제어 실습 장비 (KTE-4000PLXG)

[요구사항]

①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준비 점검한다.

② 개인용 컴퓨터(노트북)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한다.

③ PC와 PLC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전송한다.

④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사용하여 바나나 잭으로 회로를 구성한다.

⑤ 회로의 동작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 ‘PB1’, ‘PB2’, ‘PB3’를 누를 때의 동작을 설명한다.

- 두 개의 버튼을 누를 때의 동작을 설명한다.

- 세 개의 버튼을 모두 누를 때의 동작을 설명한다.

⑥ 래더를 단순화하여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평
가
기
준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작품평가
(70점)

  제어(보조)회로 프로그램 작성 20

  입·출력 변수 메모리 할당  10

  주장치 입·출력부 연결 상태 20

  실험장치 운전 및 설명 20

작업평가
(10점)

  작업 태도 및 안전 5

  재료 공구 사용 및 정리정돈 5

시간평가
(20점)

소요시간 (    )분 초과마다 (    )점 감점

작품
평가

작업
평가

시간
평가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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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제명 5. TON, TOF 타이머
소요시간

2

목  표

가. XG5000 툴을 이용하여 래더를 작성하고 PLC를 구동시켜 본다.

나. 타이머 함수를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해 본다.

다. TON 함수와 TOF 함수를 비교해 본다.

사 용 장 비 공구 및 재료명 규   격 수량

·공조냉동 PLC 실습 장비

(KTE-4000PLXG)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

·바나나잭 케이블

·PC to PLC 케이블

·4∅ / 600mm,1000mm
·USB Mini 5Pin

흑20, 적20

조별 1

제어 회로

1. 입력 접점 1 을 ON 하면 3초 후, 적색 램프를 점등한다.

2. 입력 접점 1 을 OFF 하면 즉시, 적색 램프를 소등한다.

3. 입력 접점 2를 ON 하면 즉시, 녹색 램프를 점등한다.

4. 입력 접점 2를 OFF 하면 3초 후, 녹색 램프를 소등한다.

[사용 명령어]

TON (ON-Delay Timer)

오퍼랜드 설명 데이터 타입

T 사용하고자 하는 타이머 접점 WORD

t
타이머의 설정치를 나타내고 정수나 워드 디바이스 지정 가능
설정시간 = 기본주기(0.1ms:XGB는 지원안함, 1ms, 10ms, 100ms) × 설정치(t)

WORD

TOFF (OFF-Delay Timer)

오퍼랜드 설명 데이터 타입

T 사용하고자 하는 타이머 접점 WORD

t
타이머의 설정치를 나타내고 정수나 워드 디바이스 지정 가능
설정시간 = 기본주기(0.1ms:XGB는 지원안함, 1ms, 10ms, 100ms) × 설정치(t)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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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N 펑션

가. 기능

1) 입력조건이 On되는 순간부터 현재치가 증가하여 타이머 설정시간(t)에 도달하면 타이

머 접점이 On이 된다.

2) 만일 설정 시간에 도달하기 전에 입력조건이 0이 되면, 타이머 접점은 Off 상태를 유

지한다.

3) 입력조건이 Off 되거나 리셋(Reset) 명령을 만나면 타이머 출력이 Off되고 현재값은 

0이 된다.

나. 타임차트

입력신호

출력신호

현재 값

설정시간 설정시간

다. 시퀀스 회로

2. TOFF 펑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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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능

1) 입력조건이 On이 되는 순간 타이머의 출력이 On이 된다.

2) 타이머의 현재치는 설정치가 되며 출력은 On이 된다.

3) 입력조건이 Off 되면 타이머 현재치가 설정치로부터 감산되어 현재치가 0이 되는 순

간 출력이 Off가 된다.

4) 리셋(Reset) 명령을 만나면 타이머 출력은 Off 되고 현재치는 0이 됩니다.

나. 타임차트

입력신호

출력신호

현재 값

설정시간 설정시간

다. 시퀀스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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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래더 작성

1) ‘PB1’을 a접점 입력으로 사용한다.

2) ‘PB1’과 같은 라인에서 [F10]을 누르거나, 도구모음에서 ‘펑션/펑션블록’을 선택

하여 마우스로 클릭한다.

3) ‘TON T1 30’으로 입력 해 본다.

4) TON은 명령어, T1은 디바이스, 30은 설정시간(100ms×30)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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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3’을 입력하고 변수/디바이스 입력창에 ‘Timer_TON’을 입력한다.

6) 디바이스는 ‘T1’을 입력 한다.

7) 타이머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RL(적색램프)를 점등 한다.

8) PB2를 활용하여 TOFF 타이머 회로를 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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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OFF 함수의 형식은 TON 함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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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배선 및 동작

구 분 변수 타입 디바이스 비고

외부변수

입력부
PB1 BIT P00000

PB2 BIT P00001

출력부
RL BIT P00020 적색 램프

GL BIT P00021 녹색 램프

내부변수
TON타이머 BIT/WORD T0001

TOFF타이머 BIT/WORD T0002

1) SMPS (-) 단자에서 PLC INPUT COM을 연결 한다.

2) SMPS (+) 단자에서 입력으로 사용할 버튼의 좌측을 점프하여 모두 연결한다.

3) 버튼의 우측 단자에서 PLC INPUT으로 연결 한다. (PB1:P00 / PB2: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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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MPS (-) 단자에서 PLC OUTPUT COM을 연결 한다.

5) SMPS (+) 단자에서 출력으로 사용할 버튼의 좌측 (+)단자를 점프하여 모두 연결한다.

6) 램프의 우측 (-)단자에서 PLC OUTPUT으로 연결 한다. (RL:P20 / GL:P21)

7) PB1을 눌러보면 T001 타이머의 상단에 현재 진행 시간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8) 30이 되기 전에 버튼을 놓으면 숫자는 리셋 된다.

9) 설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T0001 접점이 On이 되어 RL을 점등 한다.

10) 입력신호 P00000이 0이되면 리셋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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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B2를 누르면 타이머의 현재값이 설정값으로 세팅되고 타이머 접점에 의해 GL이 점

등 된다.

12) PB2를 놓으면 타이머의 현재값이 감소한다.

13) 현재값이 0이 되면 타이머의 접점은 Off 되고, GL은 소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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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평가

공조냉동 시스템 PLC 제어 실습 장비 (KTE-4000PLXG)

[요구사항]

①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준비 점검한다.

② 개인용 컴퓨터(노트북)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한다.

③ PC와 PLC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전송한다.

④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사용하여 바나나 잭으로 회로를 구성한다.

⑤ 회로의 동작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 ‘PB1’을 누를 때의 동작을 설명한다.

- ‘PB1’의 입력이 설정시간 전에 OFF 될 때의 동작을 설명한다.

- ‘PB2’를 누를 때의 동작을 설명한다.

- ‘PB2’에서 손을 뗄 때의 동작을 설명한다.

- ‘PB2’ 설정시간 전에 재입력 할 때의 동작을 설명한다.

⑥ 한시 동작, 한시 복귀, 순시 동작, 순시 복귀 등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평
가
기
준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작품평가
(70점)

  제어(보조)회로 프로그램 작성 20

  입·출력 변수 메모리 할당  10

  주장치 입·출력부 연결 상태 20

  실험장치 운전 및 설명 20

작업평가
(10점)

  작업 태도 및 안전 5

  재료 공구 사용 및 정리정돈 5

시간평가
(20점)

소요시간 (    )분 초과마다 (    )점 감점

작품
평가

작업
평가

시간
평가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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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제명 6. TMR(적산) 타이머
소요시간

2

목  표

가. XG5000 툴을 이용하여 래더를 작성하고 PLC를 구동시켜 본다.

나. 적산 타이머 함수를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해 본다.

다. TMR 함수와 TON 함수를 사용하여 반복 사이클을 완성해 본다.

사 용 장 비 공구 및 재료명 규   격 수량

·공조냉동 PLC 실습 장비

(KTE-4000PLXG)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

·바나나잭 케이블

·PC to PLC 케이블

·4∅ / 600mm,1000mm
·USB Mini 5Pin

흑20, 적20

조별 1

제어 회로

1. PB1을 누르면 램프를 점등한다.

2. PB2를 누르면 램프를 소등한다.

3. 램프 점등 시간이 20초를 초과하면 더 이상 켜지지 않도록 설정한다.

4. 1분이 지나면 점등 시간을 리셋한다.

[사용 명령어]

TMR

- 타이머의 입력 조건이 On이 되어 있는 동안에 현재치 가산

- 현재치가 타이머의 설정시간에 도달하면 타이머 접점 On

오퍼랜드 설명 데이터 타입

T 사용하고자 하는 타이머 접점 WORD

t
타이머의 설정치를 나타내고 정수나 워드 디바이스 지정 가능
설정시간 = 기본주기(0.1ms:XGB는 지원안함, 1ms, 10ms, 100ms) × 설정치(t)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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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MR 펑션

가. 기능

1) 적산타이머(TMR)는 입력 조건이 On이 되는 동안 현재치가 증가하여 누적된 값이 타이

머의 설정 시간에 도달하면 타이머 접점이 On이 됩니다.

2) 적산 타이머(TMR)는 정전시에도 타이머 값을 유지하므로 PLC 야간 정전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불휘발성 영역 사용의 경우)

3) 리셋(Reset) 입력조건이 성립되면 타이머 접점은 Off 되고 현재치는 0이 됩니다.

나. 타임차트

입력신호

출력신호

리셋(RST)

현재 값

설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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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래더 작성

1) PB1을 누르면 ‘LAMP_ON’을 동작 시키고 자기유지 한다.

2) PB2를 누르면 자기유지 회로를 끊는다.

3) ‘램프점등’이 동작하면 램프를 점등 한다.

4) ‘LAMP_ON’이 들어오는 동안을 적산타이머의 입력으로 설정한다.

5) ‘F10’을 눌러 응용명령으로 TMR 함수를 입력한다.

6) ‘TMR T1 200’을 입력 한다.

7) TMR은 명령어, T1은 디바이스, 200은 설정시간(100ms×200)이 된다.

8) TMR의 출력(T1:램프수명)을 b접점으로 사용하여 램프가 더 이상 점등되지 못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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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체 회로를 리셋하기 위한 타이머로 TON 함수를 사용하도록 한다.

10) PB1의 입력을 SET코일(단축키 Shift +‘F3’)로 사용하여 ‘time_reset’으로 설정

한다.

11) TON 명령어를 사용하여 ‘T_reset’을 설정한다.

12) ‘T_reset’이 On 되면 RESET코일(단축키 Shift +‘F4’)을 사용해 램프의 점등을 

막고 있던 ‘Lamp_life’ 타이머를 초기화 한다.

13) PB1 입력으로 SET 되어있던 ‘time_reset’도 RESET 하도록 한다.

14) 회로를 종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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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배선 및 동작

구 분 변수 타입 디바이스 비고

외부변수
입력부

PB1 BIT P00000

PB2 BIT P00001

출력부 RL BIT P00020 적색 램프

내부변수

램프점등 BIT M00000

타임리셋 BIT M00001

램프수명 BIT/WORD T0001 TMR

리셋타이머 BIT/WORD T0002 TON

1) SMPS (-) 단자에서 PLC INPUT COM을 연결 한다.

2) SMPS (+) 단자에서 입력으로 사용할 버튼의 좌측을 점프하여 모두 연결한다.

3) 버튼의 우측 단자에서 PLC INPUT으로 연결 한다. (PB1:P00 / PB2: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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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MPS (-) 단자에서 PLC OUTPUT COM을 연결 한다.

5) SMPS (+) 단자에서 출력으로 사용할 버튼의 좌측 (+)단자를 점프하여 모두 연결한다.

6) 램프의 우측 (-)단자에서 PLC OUTPUT으로 연결 한다. (RL:P20)

7) PB1, PB2를 누르면 T1과 T2의 현재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8) T1의 값이 200이 넘었을 때 PB1, PB2를 눌러 동작을 확인 해 본다.

9) T2의 값이 600이 넘었을 때 PB1, PB2를 눌러 동작을 확인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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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평가

공조냉동 시스템 PLC 제어 실습 장비 (KTE-4000PLXG)

[요구사항]

①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준비 점검한다.

② 개인용 컴퓨터(노트북)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한다.

③ PC와 PLC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전송한다.

④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사용하여 바나나 잭으로 회로를 구성한다.

⑤ 회로의 동작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 ‘PB1’, ‘PB2’를 ON/OFF 해보며 램프의 동작을 설명 한다.

- 램프 동작에 따른 TMR, TON 함수의 현재치 변화에 대해 설명 한다.

- TMR 함수와 TON 함수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 한다.

- SET, RESET 의 사용법 설명하고 적용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본다.

- 함수가 리셋되는 원리에 대해 설명 한다.

평
가
기
준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작품평가
(70점)

  제어(보조)회로 프로그램 작성 20

  입·출력 변수 메모리 할당  10

  주장치 입·출력부 연결 상태 20

  실험장치 운전 및 설명 20

작업평가
(10점)

  작업 태도 및 안전 5

  재료 공구 사용 및 정리정돈 5

시간평가
(20점)

소요시간 (    )분 초과마다 (    )점 감점

작품
평가

작업
평가

시간
평가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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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제명 7. TMON 타이머
소요시간

2

목  표

가. XG5000 툴을 이용하여 래더를 작성하고 PLC를 구동시켜 본다.

나. 모노스테이블 타이머를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해 본다.

다. TON 함수와 TMON 함수를 비교해 본다.

사 용 장 비 공구 및 재료명 규   격 수량

·공조냉동 PLC 실습 장비

(KTE-4000PLXG)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

·바나나잭 케이블

·PC to PLC 케이블

·4∅ / 600mm,1000mm
·USB Mini 5Pin

흑20, 적20

조별 1

제어 회로

1. 입력 접점이 ON 되면 즉시 램프를 점등한다.

2. 점등 4초 후, 램프를 소등한다.

3. 동작 중간에 입력 접점 값에 변동이 있어도 램프 점등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동작 조건의 회로를 TON 함수를 사용하여 구성해 본다.

5. 동작 조건의 회로를 TMON 함수를 사용하여 구성해본다.

[사용 명령어]

TMON (Monostable Timer : 모노스테이블 타이머)

- 타이머의 입력 조건이 On이 되면 출력이 On되고 현재치 감소

- 현재치가 0이 되면 타이머 접점 Off

오퍼랜드 설명 데이터 타입

T 사용하고자 하는 타이머 접점 WORD

t
타이머의 설정치를 나타내고 정수나 워드 디바이스 지정 가능
설정시간 = 기본주기(0.1ms:XGB는 지원안함, 1ms, 10ms, 100ms) × 설정치(t)

WORD



83

1. TMON 펑션

가. 기능

1) 입력조건이 On 되는 순간 타이머 출력이 On 되고 타이머의 현재값이 설정값으로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0이 되면 타이머 출력은 Off 된다.

2) 타이머 출력이 On 된 후 입력조건이 On, Off 변화를 하여도 입력조건과 관계 없이 감

산은 계속 합니다.

3) 리셋(Reset) 입력조건이 성립하면 타이머 접점은 Off 되고 현재값은 0이 됩니다.

나. 타임차트

입력신호

출력신호

현재 값

설정시간 설정시간 설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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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래더 작성

1) TON 명령어를 사용한 동작 구현

1) PB1을 누르면 ‘lamp_on’을 동작 시키고 자기유지 한다.

2) PB2를 누르면 자기유지 회로를 끊는다.

3) ‘lamp_on’이 동작하면 램프를 점등 한다.

4) TON 타이머를 사용해 4초 후 ‘lamp_off’ 접점을 동작 시킨다.

5) RL 의 동작회로에 b접점으로 추가하여 램프를 소등한다.

6) PB2를 누르지 않아도 반복 실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7) ‘lamp_off’ b접점을 자기유지 회로에 삽입하여 타이머의 동작에 따라 자동으로 초

기화 되는 회로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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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MON 명령어를 사용한 동작 구현

8) PB1을 사용하여 TMON 타이머를 동작 시킨다.

9) T02 타이머를 사용해 램프를 점등 한다.

10) PB1을 사용하여 TMON 타이머를 동작 시킨다.

11) ‘F10’을 눌러 응용명령으로 TMR 함수를 입력한다.

12) ‘TMON T2 40’을 입력 한다.

13) TMON은 명령어, T2는 디바이스, 40은 설정시간(100ms×4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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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배선 및 동작

구 분 변수 타입 디바이스 비고

외부변수

입력부
PB1 BIT P00000

PB2 BIT P00001

출력부
RL BIT P00020 적색 램프

GL BIT P00021 녹색 램프

내부변수

램프점등 BIT M00000

램프소등 BIT/WORD T0001 TON

모노타이머 BIT/WORD T0002 TMON

1) SMPS (-) 단자에서 PLC INPUT COM을 연결 한다.

2) SMPS (+) 단자에서 입력으로 사용할 버튼의 좌측을 점프하여 모두 연결한다.

3) 버튼의 우측 단자에서 PLC INPUT으로 연결 한다. (PB1:P00 / PB2: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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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MPS (-) 단자에서 PLC OUTPUT COM을 연결 한다.

5) SMPS (+) 단자에서 출력으로 사용할 버튼의 좌측 (+)단자를 점프하여 모두 연결한다.

6) 램프의 우측 (-)단자에서 PLC OUTPUT으로 연결 한다. (RL:P20 / GL:P21)

7) PB1을 누르고 RL, GL이 점등 되는지 확인 한다.

8) TON 타이머와 TMON 타이머의 현재값을 확인하고 차이점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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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램프가 소등하기 전 PB2를 누르고 램프의 상태를 확인 한다.

10) TMON 타이머의 특징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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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평가

공조냉동 시스템 PLC 제어 실습 장비 (KTE-4000PLXG)

[요구사항]

①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준비 점검한다.

② 개인용 컴퓨터(노트북)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한다.

③ PC와 PLC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전송한다.

④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사용하여 바나나 잭으로 회로를 구성한다.

⑤ 회로의 동작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 ‘PB1’, ‘PB2’를 ON/OFF 해보며 램프의 동작을 설명 한다.

- 램프 동작에 따른 TON, TMON 함수의 현재치 변화에 대해 설명 한다.

- TON 함수와 TMON 함수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 한다.

평
가
기
준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작품평가
(70점)

  제어(보조)회로 프로그램 작성 20

  입·출력 변수 메모리 할당  10

  주장치 입·출력부 연결 상태 20

  실험장치 운전 및 설명 20

작업평가
(10점)

  작업 태도 및 안전 5

  재료 공구 사용 및 정리정돈 5

시간평가
(20점)

소요시간 (    )분 초과마다 (    )점 감점

작품
평가

작업
평가

시간
평가

총점



PLC 제어 실습

90

작업과제명 8. 연습문제 02
소요시간

2

목  표
가. XG5000 툴을 이용하여 래더를 작성하고 PLC를 구동시켜 본다.

나. 타이머 명령어를 응용하여 플리커 회로를 구성해 본다.

사 용 장 비 공구 및 재료명 규   격 수량

·공조냉동 PLC 실습 장비

(KTE-4000PLXG)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

·바나나잭 케이블

·PC to PLC 케이블

·4∅ / 600mm,1000mm
·USB Mini 5Pin

흑20, 적20

조별 1

제어 회로

1. PB1 을 누르면 전원 램프를 점등한다.

2. 전원 ON 상태에서 PB2 를 누르면 램프를 0.5초 간격으로 점멸한다.

3. PB3 를 누르면 모든 램프를 소등한다.

4. ‘PL’를 전원으로 사용한다.

5. 조건의 점멸 회로를 TON 명령어를 사용하여 구성하고 ‘GL’를 동작 시킨다.

6. 조건의 점멸 회로를 TMON 명령어를 사용하여 구성하고 ‘YL’를 동작 시킨다.

[사용 접점 및 메모리 할당]

1. ‘PB1’, ‘PB2’, ‘PB3’를 입력 접점으로 사용한다.

2. ‘PL’, ‘GL’, ‘YL’를 출력 접점으로 사용한다.

구 분 변수 타입 디바이스 비고

외부변수

입력부

PB1 BIT P00000

PB2 BIT P00001

PB3 BIT P00002

출력부

PL BIT P00020 적색 램프

GL BIT P00021 녹색 램프

YL BIT P00022 황색 램프

[사용 명령어]

- TON / T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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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리커 릴레이

타이머의 일종으로 전원을 공급하면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접점이 반복하여 점멸하는 계

전기로 주로 경보 및 신호용으로 사용한다.

「시퀀스 기호」

「시퀀스 회로」

a,b접점 양방향으로 한시동작 형태를 가진다.

가. 회로 동작

1) 입력이 1 이 되는 순간 출력도 1 이 되고, 지정된 시간만큼 출력을 유지한다.

2) 지정된 시간이 경과하면 출력이 0 이 되고, 상태를 유지한다.

3) 입력 신호가 없어지면 출력의 On 또는 Off 동작의 수행을 중지하고, 0 인 상태를 유

지 한다.

4) 입력이 다시 1 이 되면 타이머가 동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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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임 차트

입력

ON

ON
TIME

OFF

OFF
TIME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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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래더 작성

1) PB1을 누르면 ‘준비’ 접점을 동작 시키고 자기 유지 한다.

2) ‘준비’ 접점이 동작될 때 전원 램프를 점등 한다.

3) 준비 상태에서 PB2를 누르면 플리커 회로를 동작 시키기 위한 플리커1, 플리커2 접점

을 동작 시킨다.

1) TON 명령어를 이용한 플리커 회로

4) ‘플리커1’ 접점이 동작하면 T0011(TON) 명령을 실행하고 0.5초 뒤 ‘플리커1ON’에 

의해 GL 램프가 점등 한다.

5) 램프가 점등되면서 T0012(TON) 명령을 실행하고 0.5초 뒤 ‘플리커1OFF’의 b접점으

로 T0011 회로를 끊는다.

6) 입력 조건이 0이 되면서 T0011과 T0012는 모두 OFF 되고 전체 회로는 초기화 된다.

7) ‘플리커1’의 입력 신호가 존재하면 전체 동작을 반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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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MON 명령어를 이용한 플리커 회로

8) ‘플리커2’ 접점이 동작하면 T0021(TMON) 명령을 실행되어 0.5초 동안 YL 램프가 점

등 한다.

9) ‘플리커2ON’의 b접점이 1이 되면서 T0022(TMON) 명령이 실행되고, ‘플리커2OFF’

의 b접점에 의해 0.5초 동안 램프는 소등 상태를 유지 한다.

10) T0022의 설정 시간이 지나면 ‘플리커2’의 입력 신호에 의해 동작을 반복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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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배선 및 동작

구 분 변수 타입 디바이스 비고

외부변수

입력부

PB1 BIT P00000

PB2 BIT P00001

PB3 BIT P00002

출력부

RL BIT P00020 적색 램프

GL BIT P00021 녹색 램프

YL BIT P00022 황색 램프

내부변수

READY BIT M00000

Flicker1 BIT M00001

Flicker2 BIT M00002

FLK1_ON BIT/WORD T0011 TON

FLK1_OFF BIT/WORD T0012 TON

FLK2_ON BIT/WORD T0021 TMON

FLK2_OFF BIT/WORD T0022 TMON

1) PLC INPUT에서 사용할 접점과 COM을 연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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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LC OUTPUT에서 사용할 접점들과 COM을 연결 한다.

3) PB2를 누르면 바로 점등되는 램프를 확인하고 동작 원리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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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B2를 누르고 설정 시간 후 동작되는 램프를 확인하고 동작 원리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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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평가

공조냉동 시스템 PLC 제어 실습 장비 (KTE-4000PLXG)

[요구사항]

①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준비 점검한다.

② 개인용 컴퓨터(노트북)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한다.

③ PC와 PLC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전송한다.

④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사용하여 바나나 잭으로 회로를 구성한다.

⑤ 회로의 동작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 ‘PB1’과 ‘PB2’를 눌러 플리커 회로를 동작시켜 본다.

- ‘GL’과 ‘YL’의 동작을 비교해본다.

- TON 명령어와 TMON 명령어의 동작 타이밍에 대해 비교 설명해본다.

평
가
기
준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작품평가
(70점)

  제어(보조)회로 프로그램 작성 20

  입·출력 변수 메모리 할당  10

  주장치 입·출력부 연결 상태 20

  실험장치 운전 및 설명 20

작업평가
(10점)

  작업 태도 및 안전 5

  재료 공구 사용 및 정리정돈 5

시간평가
(20점)

소요시간 (    )분 초과마다 (    )점 감점

작품
평가

작업
평가

시간
평가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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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제명 9. CTD, CTU 카운터
소요시간

2

목  표

가. XG5000 툴을 이용하여 래더를 작성하고 PLC를 구동시켜 본다.

나. 카운터 명령어의 종류와 사용 방법을 익힌다.

다. 카운터 명령어의 동작 특성을 파악하고 활용한다.

사 용 장 비 공구 및 재료명 규   격 수량

·공조냉동 PLC 실습 장비

(KTE-4000PLXG)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

·바나나잭 케이블

·PC to PLC 케이블

·4∅ / 600mm,1000mm
·USB Mini 5Pin

흑20, 적20

조별 1

제어 회로

1. PB1을 누르면 PL를 점등 한다.

2. PB1을 세 번 누르면 GL를 점등 한다.

3. 토글 스위치를 올리면 카운트 횟수를 초기화 한다.

4. CTD 명령어를 사용하여 래더를 작성 한다.

5. PB2를 누르면 PL를 점등 한다.

6. PB2를 세 번 누르면 YL를 점등 한다.

7. 토글 스위치를 올리면 카운트 횟수를 초기화 한다.

8. CTU 명령어를 사용하여 래더를 작성 한다.

[사용 명령어]

명령어 명칭 동작 특성

CUD Down 카운터
펄스가 입력될 때마다 설정치로부터 1씩 감산
0 이 되면 출력 On

CTU Up 카운터
펄스가 입력될 때마다 현재치를 1씩 가산
설정치 이상이면 출력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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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TD 카운터

가. 입상 펄스가 입력될 때마다 설정치로부터 1씩 감산을 하여 0이 되면 출력을 On 합니

다.

나. 리셋(Reset) 신호가 On 하면 출력을 Off 시키며 현재치는 설정치가 됩니다.

오퍼랜드 설명 데이터 타입

C 사용하고자 하는 카운터 접점 WORD

N 설정치 ( 0 ~ 65,535 ) WORD

[타임 차트]

2. CTU 카운터

가. 입상 펄스가 입력될 때마다 현재치를 +1 하고 현재치가 설정치 이상이면 출력을 On 

하고 카운터 최대치(65,535)까지 Count 합니다.

나. 리셋(Reset) 신호가 On 하면 출력을 Off 시키며 현재치는 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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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랜드 설명 데이터 타입

C 사용하고자 하는 카운터 접점 WORD

N 설정치 ( 0 ~ 65,535 ) WORD

[타임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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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래더 작성

1) CTD 명령어

1) PB1을 누르면 PL를 점등 한다.

2) PB1을 사용하여 CTD 카운터를 동작 시킨다.

3) ‘F10’을 눌러 응용명령으로 CTD 명령어를 입력한다.

4) ‘CTD C1 3’을 입력 한다.

5) CTD는 명령어, C1은 디바이스, 3은 카운트 횟수가 된다.

6) 카운터1 의 동작으로 GL를 점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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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S(토글스위치)의 동작으로 카운터1을 리셋한다.

8) 도구모음의 ‘RESET코일’을 사용하거나 ‘Shift + F4’를 입력 한다.

2) CTU 명령어

9) PB2를 누르면 PL를 점등 한다.

10) 각각의 입력 조건으로 래더를 작성할 경우 동작하지 않으므로 주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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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B2을 사용하여 CTU 카운터를 동작 시킨다.

12) ‘F10’을 눌러 응용명령으로 CTU 명령어를 입력한다.

13) ‘CTU C2 3’을 입력 한다.

14) CTU는 명령어, C2은 디바이스, 3은 카운트 횟수가 된다.

15) 카운터2 의 동작으로 GL를 점등 한다.

16) TS(토글스위치)의 동작으로 카운터2를 리셋한다.

17) 도구모음의 ‘RESET코일’을 사용하거나 ‘Shift + F4’를 입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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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PL을 자기유지 시키도록 OR 회로를 구성 한다.

19) GL,YL와 동시에 들어오지 않도록 카운터1,2를 b접점으로 연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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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배선 및 동작

구 분 변수 타입 디바이스 비고

외부변수

입력부

PB1 BIT P00000

PB2 BIT P00001

TS_ON BIT P00002

출력부

PL BIT P00020 적색 램프

GL BIT P00021 녹색 램프

YL BIT P00022 황색 램프

내부변수
카운터1 BIT/WORD C0001 CTD

카운터2 BIT/WORD C0002 CTU

1) PLC INPUT의 COM을 연결 한다.

2) 사용할 푸시버튼을 연결 한다. (PB1:P00 / PB2:P01)

3) 토글 스위치를 연결 한다. (c:24V / a:P02)



107

4) PLC OUTPUT에서 사용할 접점들과 COM을 연결 한다.

5) PL:P20 / GL:P21 / YL:P22

6) CTD, CTU 명령어의 초기값을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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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TD, CTU 명령어의 현재치가 설정값에 도달했을 때의 동작을 확인 한다.

8) 설정치를 넘어 계속 입력이 있을 때 펑션의 현재값 변화를 확인 한다.

9) 토글 스위치를 올려 현재값의 변화를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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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평가

공조냉동 시스템 PLC 제어 실습 장비 (KTE-4000PLXG)

[요구사항]

①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준비 점검한다.

② 개인용 컴퓨터(노트북)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한다.

③ PC와 PLC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전송한다.

④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사용하여 바나나 잭으로 회로를 구성한다.

⑤ 회로의 동작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 ‘PB1’과 ‘PB2’를 눌러 카운트 명령어를 실행 해 본다.

- 설정치 이후의 입력에 대한 CTD, CTU 명령어의 차이를 확인 한다.

- RESET 신호에 대한 펑션의 변화를 확인 한다.

평
가
기
준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작품평가
(70점)

  제어(보조)회로 프로그램 작성 20

  입·출력 변수 메모리 할당  10

  주장치 입·출력부 연결 상태 20

  실험장치 운전 및 설명 20

작업평가
(10점)

  작업 태도 및 안전 5

  재료 공구 사용 및 정리정돈 5

시간평가
(20점)

소요시간 (    )분 초과마다 (    )점 감점

작품
평가

작업
평가

시간
평가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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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제명 10. CTUD, CTR 카운터
소요시간

2

목  표

가. XG5000 툴을 이용하여 래더를 작성하고 PLC를 구동시켜 본다.

나. CTUD 명령어의 사용 방법을 익히고 회로를 구성해 본다.

다. CTR 명령어의 사용 방법을 익히고 회로를 구성해 본다.

사 용 장 비 공구 및 재료명 규   격 수량

·공조냉동 PLC 실습 장비

(KTE-4000PLXG)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

·바나나잭 케이블

·PC to PLC 케이블

·4∅ / 600mm,1000mm
·USB Mini 5Pin

흑20, 적20

조별 1

제어 회로

1. 토글 스위치를 올리면 PL를 점등 한다.

2. PB1의 입력이 다섯 번이 되면 PL를 소등하고 GL를 점등 한다.

3. PB2를 누르면 카운트 횟수를 감산 한다.

4. PB1를 다시 입력하면 카운트 횟수를 가산 한다.

5. 카운트 횟수가 ‘5’가 되면 PL를 소등하고 GL를 점등 한다.

6. 토글 스위치를 내리면 현재 횟수를 초기화하고 카운트를 하지 않는다.

7. CTUD 명령어를 사용하여 래더를 작성 한다.

8. PB3을 누르면 RL를 점등 한다.

9. PB3을 다시 누르면 현재 상태를 유지 한다.

10. PB3을 다시 누르면 RL를 소등하고 YL를 점등 한다.

11. 3번 입력에 1번 YL가 점등되는 순서로 반복 동작하도록 한다.

12. 동작 조건의 회로를 CTR 명령어를 사용하여 구성 해 본다.

[사용 명령어]

명령어 명칭 동작 특성

CTUD Up-Down 카운터
Up 단자에 펄스가 입력되면 1씩 가산
Down 단자에 펄스가 입력되면 1씩 감산
현재치가 설정치 이상이면 On

CTR Ring 카운터
펄스가 입력될 때마다 현재치를 1씩 가산
현재치가 설정치에 도달하면 출력 On
이후 다시 펄스가 입력되면 현재치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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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TUD 카운터

가. U로 지정된 디바이스에 상승 신호가 입력될 때마다 현재치를 +1 하며, 현재치가 설정

치 이상이면 출력을 On 하고 카운터 최대치(65,535)까지 Count 합니다.

나. D로 지정된 디바이스에 상승 신호가 입력될 때마다 현재치를 –1 합니다.

다. 리셋(Reset) 신호가 On 하면 현재치는 0이 됩니다.

라. U, D로 지정된 디바이스에 펄스가 동시에 On 하면 현재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 Count 동작허용신호는 On 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Up-Down 카운트가 가능합니다.

오퍼랜드 설명 데이터 타입

C 사용하고자 하는 카운터 접점 WORD

U 현재치를 +1 하는 신호 BIT

D 현재치를 –1 하는 신호 BIT

N 설정치 ( 0 ~ 65,535 ) WORD

[타임 차트]

2. CTR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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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랜드 설명 데이터 타입

C 사용하고자 하는 카운터 접점 WORD

N 설정치 ( 0 ~ 65,535 ) WORD

가. 입상 펄스가 입력될 때마다 현재치를 +1 하고 현재치가 설정치에 도달한 후 입력신호

가 Off → On 되면 현재치는 0으로 됩니다.

나. 현재치가 설정치에 도달하면 출력은 On 됩니다.

다. 현재치가 설정치 미만이거나 리셋(Reset) 조건이 On 이면 출력은 Off 됩니다.

[타임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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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래더 작성

1) TS_ON(토글 스위치)을 동작 조건으로 설정 한다.

2) ‘F10’을 눌러 응용명령으로 CTUD 명령어를 입력한다.

3) ‘CTUD C1 P0 P1 5’을 입력 한다.

4) CTUD는 명령어, C1은 디바이스, P0 은 업카운트 접점, P1 은 다운카운트 접점, 5는 

카운트 횟수가 된다.

5) 토글 스위치를 올리면 PL를 점등 한다.

6) 카운터1이 동작하면 GL를 점등 한다.

7) GL가 점등할 때는 PL를 소등 하도록 b접점을 추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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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푸시버튼3를 누르면 RL을 점등하고 자기유지 한다.

9) 푸시버튼3를 동작 조건으로 응용명령 CTR를 입력한다.

10) ‘CTR C2 3’를 입력 한다.

11) CTR은 명령어, C2는 디바이스, 3는 카운트 횟수가 된다.

12) 카운터2가 동작 하면 YL를 점등 한다.

13) YL가 점등할 때는 RL를 소등 하도록 b접점을 추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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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배선 및 동작

구 분 변수 타입 디바이스 비고

외부변수

입력부

PB1 BIT P00000

PB2 BIT P00001

TS_ON BIT P00002

PB3 BIT P00003

출력부

PL BIT P00020 적색 램프

RL BIT P00021 적색 램프

GL BIT P00022 녹색 램프

YL BIT P00023 황색 램프

내부변수
카운터1 BIT/WORD C0001 CTUD

카운터2 BIT/WORD C0002 CTR

1) PLC INPUT의 COM을 연결 한다.

2) 사용할 푸시버튼을 연결 한다. (PB1:P00 / PB2:P01 / PB3:P03)

3) 토글 스위치를 연결 한다. (c:24V / a: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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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LC OUTPUT에서 사용할 접점들과 COM을 연결 한다.

5) PL:P20 / RL:P21 / GL:P22 / YL:P23

6) PB1과 PB2를 눌러 CTUD 펑션의 현재값 번화를 확인한다.

7) 펑션의 동작에 의한 램프 점등을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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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B3를 눌러 CTR 펑션의 현재값 번화를 확인한다.

9) 펑션의 동작에 의한 램프 점등을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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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평가

공조냉동 시스템 PLC 제어 실습 장비 (KTE-4000PLXG)

[요구사항]

①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준비 점검한다.

② 개인용 컴퓨터(노트북)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한다.

③ PC와 PLC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전송한다.

④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사용하여 바나나 잭으로 회로를 구성한다.

⑤ 회로의 동작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 토글 스위치를 On 하고 ‘PB1’과 ‘PB2’를 눌러 카운트 명령어를 실행 해 본다.

- 토글 스위치가 Off 상태일 때의 현재값을 확인 한다.

- ‘PB3’을 눌러 CTR 펑션의 동작을 확인 한다.

- CTR 명령어의 동작을 CTD 명령어로 구현해본다.

평
가
기
준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작품평가
(70점)

  제어(보조)회로 프로그램 작성 20

  입·출력 변수 메모리 할당  10

  주장치 입·출력부 연결 상태 20

  실험장치 운전 및 설명 20

작업평가
(10점)

  작업 태도 및 안전 5

  재료 공구 사용 및 정리정돈 5

시간평가
(20점)

소요시간 (    )분 초과마다 (    )점 감점

작품
평가

작업
평가

시간
평가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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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제명 11. 모터 ON·OFF 응용 회로 1
소요시간

2

목  표

가. XG5000 툴을 이용하여 래더를 작성하고 PLC를 구동시켜 본다.

나. 시퀀스 회로를 보고 PLC 래더 프로그램으로 변환 할 수 있다.

다. 푸시버튼 하나를 이용해 ON·OFF 할 수 있는 운전 회로를 구성 해 본다.

사 용 장 비 공구 및 재료명 규   격 수량

·공조냉동 PLC 실습 장비

(KTE-4000PLXG)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

·바나나잭 케이블

·PC to PLC 케이블

·4∅ / 600mm,1000mm
·USB Mini 5Pin

흑20, 적20

조별 1

제어 회로

- 시퀀스 회로를 PLC 프로그램으로 작성 해 본다.

L1,L2 : 라인전압 N.F.B : 과전류차단기 M : 모터

PB : 푸시버튼 Ry :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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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래더 작성

1) 래더 작성

2) 변수 설정

구 분 변수 타입 디바이스 비고

외부변수
입력부 PB1 BIT P00000

출력부 모터 BIT P00020 모터 (-) 입력

내부변수

릴레이1 BIT M00001

릴레이2 BIT M00002

릴레이3 BIT M00003

릴레이4 BIT M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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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배선 및 동작

1) PLC INPUT의 COM을 연결 한다.

2) 사용할 푸시버튼을 연결 한다. (PB1:P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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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LC OUTPUT의 COM을 연결 한다.

4) 모터 구동 회로를 배선 한다. (＋:24V / －:P20)

5) PB1을 눌렀을 때 각 릴레이의 상태를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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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B1을 다시 눌렀을 때 각 릴레이의 상태를 확인 한다.

7) 릴레이4의 접점이 바뀌는 원리를 파악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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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평가

공조냉동 시스템 PLC 제어 실습 장비 (KTE-4000PLXG)

[요구사항]

①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준비 점검한다.

② 개인용 컴퓨터(노트북)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한다.

③ PC와 PLC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전송한다.

④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사용하여 바나나 잭으로 회로를 구성한다.

⑤ 회로의 동작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 ‘PB1’의 투입 시 동작되는 릴레이에 대해 설명 한다.

- ‘PB1’의 재 투입 시 동작되는 릴레이에 대해 설명 한다.

⑥ 회로를 단순화하고 같은 동작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 해 본다.

평
가
기
준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작품평가
(70점)

  제어(보조)회로 프로그램 작성 20

  입·출력 변수 메모리 할당  10

  주장치 입·출력부 연결 상태 20

  실험장치 운전 및 설명 20

작업평가
(10점)

  작업 태도 및 안전 5

  재료 공구 사용 및 정리정돈 5

시간평가
(20점)

소요시간 (    )분 초과마다 (    )점 감점

작품
평가

작업
평가

시간
평가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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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제명 12. 모터 ON·OFF 응용 회로 2
소요시간

2

목  표

가. XG5000 툴을 이용하여 래더를 작성하고 PLC를 구동시켜 본다.

나. 시퀀스 회로를 보고 PLC 래더 프로그램으로 변환 할 수 있다.

다. 푸시버튼 하나를 이용해 ON·OFF 할 수 있는 운전 회로를 구성 해 본다.

사 용 장 비 공구 및 재료명 규   격 수량

·공조냉동 PLC 실습 장비

(KTE-4000PLXG)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

·바나나잭 케이블

·PC to PLC 케이블

·4∅ / 600mm,1000mm
·USB Mini 5Pin

흑20, 적20

조별 1

제어 회로

- 시퀀스 회로를 PLC 프로그램으로 작성 해 본다.

L1,L2 : 라인전압 N.F.B : 과전류차단기 M : 모터

PB : 푸시버튼 Ry : 릴레이 L :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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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래더 작성

1) 래더 작성

2) 변수 설정

구 분 변수 타입 디바이스 비고

외부변수

입력부
PB1 BIT P00000

PB2 BIT P00001

출력부
모터 BIT P00020 모터 (-) 입력

GL BIT P00021

내부변수

릴레이1 BIT M00001

릴레이2 BIT M00002

릴레이3 BIT M00003

릴레이4 BIT M00004

릴레이5 BIT M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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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배선 및 동작

1) PLC INPUT의 COM을 연결 한다.

2) 사용할 푸시버튼을 연결 한다. (PB1:P00 / PB2: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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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LC OUTPUT의 COM을 연결 한다.

4) 모터 구동 회로를 배선 한다. (+:24V / -:P20)

5) 사용할 접점을 연결 한다. (P21: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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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력이 없는 상태에서 각 릴레이의 상태를 확인 한다.

7) PB2를 눌러 각 릴레이와 모터의 동작을 확인 한다.

8) PB2의 재 입력이 있을 때 모터의 동작을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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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터 동작 중 PB1의 입력이 발생했을 때 릴레이와 모터의 접점 변화를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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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평가

공조냉동 시스템 PLC 제어 실습 장비 (KTE-4000PLXG)

[요구사항]

①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준비 점검한다.

② 개인용 컴퓨터(노트북)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한다.

③ PC와 PLC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전송한다.

④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사용하여 바나나 잭으로 회로를 구성한다.

⑤ 회로의 동작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 ‘PB2’의 투입 시 동작되는 릴레이에 대해 설명 한다.

- ‘PB2’의 재 투입 시 동작되는 릴레이에 대해 설명 한다.

- 회로 동작 중 ‘PB1’의 역할에 대해 설명 한다.

⑥ 회로를 단순화하고 같은 동작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 해 본다.

평
가
기
준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작품평가
(70점)

  제어(보조)회로 프로그램 작성 20

  입·출력 변수 메모리 할당  10

  주장치 입·출력부 연결 상태 20

  실험장치 운전 및 설명 20

작업평가
(10점)

  작업 태도 및 안전 5

  재료 공구 사용 및 정리정돈 5

시간평가
(20점)

소요시간 (    )분 초과마다 (    )점 감점

작품
평가

작업
평가

시간
평가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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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제명 13. 모터 정·역 구동 회로
소요시간

2

목  표

가. XG5000 툴을 이용하여 래더를 작성하고 PLC를 구동시켜 본다.

나. 시퀀스 회로를 보고 PLC 래더 프로그램으로 변환 할 수 있다.

다. 모터 정·역 구동 회로를 PLC 배선을 이용해 구현해 본다.

사 용 장 비 공구 및 재료명 규   격 수량

·공조냉동 PLC 실습 장비

(KTE-4000PLXG)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

·바나나잭 케이블

·PC to PLC 케이블

·4∅ / 600mm,1000mm
·USB Mini 5Pin

흑20, 적20

조별 1

제어 회로

- 시퀀스 회로를 PLC 프로그램으로 작성 해 본다.

L1,L2 : 라인전압 N.F.B : 과전류차단기 M : 모터

PB : 푸시버튼 Ry : 릴레이 L : 램프

MC : 전자접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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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래더 작성

1) 푸시버튼1을 누르면 정회전 접점을 동작시키고 자기유지 한다.

2) 푸시버튼2를 누르면 역회전 접점을 동작시키고 자기유지 한다.

3) 정회전과 역회전은 인터록 회로로 구성하여 동시에 동작하지 않도록 한다.

4) 푸시버튼3를 누르면 동작 중인 접점을 정지한다.

5) 정회전과 역회전 동작을 실행하도록 래더를 작성 한다.

6) 모터의 ±단자에 입력되는 24V, 0V 신호를 분리하여 PLC 로 제어하도록 한다.

7) 24V와 0V는 서로 다른 COM을 사용하는 출력의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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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배선 및 동작

구 분 변수 타입 디바이스 비고

외부변수

입력부

PB1 BIT P00000

PB2 BIT P00001

PB3 BIT P00002

출력부

RL BIT P00020

GL BIT P00021

정회전0V BIT P00022

역회전0V BIT P00023

정회전24V BIT P00024 ＋COM

역회전24V BIT P00025 ＋COM

내부변수
정회전 BIT M00001

역회전 BIT M00002

1) PLC INPUT의 COM을 연결 한다.

2) 사용할 푸시버튼을 연결 한다. (PB1:P00 / PB2:P01 / PB3: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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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LC OUTPUT의 COM을 연결 한다.

4) 사용할 접점을 연결 한다. (P20:RL / P21: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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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LC OUTPUT의 COM0는 ‘－’ COM1은 ‘＋’로 연결 한다.

6) 모터의 정방향 출력을 연결 한다. (＋:P24 / －:P22)

7) 모터의 역방향 출력을 연결 한다. (＋:P23 /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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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B1을 누르고 정회전 동작시 On이 되는 접점을 확인 한다.

9) PB2을 누르고 역회전 동작시 On이 되는 접점을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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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평가

공조냉동 시스템 PLC 제어 실습 장비 (KTE-4000PLXG)

[요구사항]

①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준비 점검한다.

② 개인용 컴퓨터(노트북)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한다.

③ PC와 PLC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전송한다.

④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사용하여 바나나 잭으로 회로를 구성한다.

⑤ 회로의 동작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 ‘PB1’의 투입 시 동작되는 접점에 대해 설명 한다.

- 정회전 동작 시 모터에 인가되는 전압에 대해 설명 한다.

- ‘PB2’의 투입 시 동작되는 접점에 대해 설명 한다.

- 역회전 동작 시 모터에 인가되는 전압에 대해 설명 한다.

- ‘PB3’와 인터록 회로의 역할에 대해 설명 한다.

평
가
기
준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작품평가
(70점)

  제어(보조)회로 프로그램 작성 20

  입·출력 변수 메모리 할당  10

  주장치 입·출력부 연결 상태 20

  실험장치 운전 및 설명 20

작업평가
(10점)

  작업 태도 및 안전 5

  재료 공구 사용 및 정리정돈 5

시간평가
(20점)

소요시간 (    )분 초과마다 (    )점 감점

작품
평가

작업
평가

시간
평가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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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제명 14. 표준냉동 자기유지 회로
소요시간

2

목  표

가. XG5000 툴을 이용하여 래더를 작성하고 PLC를 구동시켜 본다.

나. 시퀀스 회로를 보고 PLC 래더 프로그램으로 변환 할 수 있다.

다. 자기유지 회로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실험 운전 한다.

사 용 장 비 공구 및 재료명 규   격 수량

·공조냉동 PLC 실습 장비

(KTE-4000PLXG)

·표준냉동 실습 장비

(KTE-1000BA)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

·바나나잭 케이블

·PC to PLC 케이블

·Signal 케이블

·4∅ / 600mm,1000mm
·USB Mini 5Pin

·36Pin / 1500mm

흑20, 적20

조별 1

조별 1

제어 회로

- 시퀀스 회로를 PLC 프로그램으로 작성 해 본다.

L1,L2 : 라인전압 N.F.B : 과전류차단기 PL : 램프

PB : 푸시버튼 R : 릴레이 COMP : 압축기 모터

CFM : 응축기용 휀모터 SV : 전자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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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래더 작성

1) PLC 래더 작성을 위한 시퀀스 회로의 변환

2) 설비의 출력부 주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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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래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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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배선 및 동작

구 분 변수 타입 디바이스 비고

외부변수

입력부
PB1 BIT P00000

PB2 BIT P00001

출력부

COMP BIT P00020

CFM BIT P00021

SV BIT P00022

내부변수 RELAY0 BIT M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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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LC INPUT의 COM을 연결 한다.

2) 사용할 푸시버튼을 연결 한다. (PB1:P00 / PB2: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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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LC OUTPUT의 COM을 연결한다.

4) PLC OUTPUT에서 설비의 ‘－’단자를 연결한다.

5) 설비의 ‘＋’단자는 모두 +24V를 인가한다.

6) PLC 장비와 설비의 SIGNAL PORT를 36핀 케이블을 이용해 연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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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평가

공조냉동 시스템 PLC 제어 실습 장비 
(KTE-4000PLXG)

표준냉동 실습 장비
(KTE-1000BA)

[요구사항]

①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준비 점검한다.

② 개인용 컴퓨터(노트북)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한다.

③ PC와 PLC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전송한다.

④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사용하여 바나나 잭으로 회로를 구성한다.

⑤ 회로의 동작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 ‘PB1’의 투입 시 동작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 ‘PB2’의 투입 시 동작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 정지 우선 자기유지 회로 운전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 한다.

⑥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사용하여 배선하고 실제로 운전한다.

평
가
기
준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작품평가
(70점)

  제어(보조)회로 프로그램 작성 20

  입·출력 변수 메모리 할당  10

  주장치 입·출력부 연결 상태 20

  실험장치 운전 및 설명 20

작업평가
(10점)

  작업 태도 및 안전 5

  재료 공구 사용 및 정리정돈 5

시간평가
(20점)

소요시간 (    )분 초과마다 (    )점 감점

작품
평가

작업
평가

시간
평가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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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제명 15. 표준냉동 온도스위치 저온제어
소요시간

2

목  표

가. XG5000 툴을 이용하여 래더를 작성하고 PLC를 구동시켜 본다.

나. 시퀀스 회로를 보고 PLC 래더 프로그램으로 변환 할 수 있다.

다. 냉동기의 저온제어 운전 중 온도 분포와 편차를 기록하여 특성을 파악 한다.

사 용 장 비 공구 및 재료명 규   격 수량

·공조냉동 PLC 실습 장비

(KTE-4000PLXG)

·표준냉동 실습 장비

(KTE-1000BA)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

·바나나잭 케이블

·PC to PLC 케이블

·Signal 케이블

·4∅ / 600mm,1000mm
·USB Mini 5Pin

·36Pin / 1500mm

흑20, 적20

조별 1

조별 1

제어 회로

- 시퀀스 회로를 PLC 프로그램으로 작성 해 본다.

L1,L2 : 라인전압 N.F.B : 과전류차단기 PL : 램프

PB : 푸시버튼 R : 릴레이 TC : 온도조절 스위치

COMP : 압축기 모터 CFM : 응축기용 휀모터 SV : 전자밸브

EFM : 증발기용 휀모터



147

15-1. 래더 작성

1) PLC 래더 작성을 위한 시퀀스 회로의 변환

2) 설비의 출력부 주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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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래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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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배선 및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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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수 타입 디바이스 비고

외부변수

입력부

PB1 BIT P00000

PB2 BIT P00001

TC_H BIT P00002

TC_L BIT P00003

출력부

COMP BIT P00020

CFM BIT P00021

SV BIT P00022

EFM BIT P00023

내부변수

RELAY0 BIT M00000

RELAY1 BIT M00001

RELAY2 BIT M00002

1) PLC INPUT의 COM을 연결 한다.

2) 사용할 푸시버튼을 연결 한다. (PB1:P00 / PB2: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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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도스위치의 High, Low를 PLC의 INPUT에 연결 한다. (TC_H:P02 / TC_L:P03)

4) 온도스위치의 COM에 +24V를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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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LC OUTPUT의 COM을 연결한다.

6) PLC OUTPUT에서 설비의 ‘－’단자를 연결한다.

7) 설비의 ‘＋’단자는 모두 +24V를 인가한다.

8) PLC 장비와 설비의 SIGNAL PORT를 36핀 케이블을 이용해 연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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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평가

공조냉동 시스템 PLC 제어 실습 장비 
(KTE-4000PLXG)

표준냉동 실습 장비
(KTE-1000BA)

[요구사항]

①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준비 점검한다.

② 개인용 컴퓨터(노트북)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한다.

③ PC와 PLC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전송한다.

④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사용하여 바나나 잭으로 회로를 구성한다.

⑤ 회로의 동작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 ‘PB1’의 투입 시 동작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 ‘PB2’의 투입 시 동작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 표준냉동기의 운전 중 온도 스위치가 열려서 냉동작용이 멈추는 과정을 설명한다.

- 표준냉동기의 운전 중 온도 스위치가 닫혀서 냉동작용이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⑥ 온도분포 및 편차를 측정 및 조정하고 테이블에 기록 유지 한다.

평
가
기
준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작품평가
(70점)

  제어(보조)회로 프로그램 작성 20

  입·출력 변수 메모리 할당  10

  주장치 입·출력부 연결 상태 20

  실험장치 운전 및 설명 20

작업평가
(10점)

  작업 태도 및 안전 5

  재료 공구 사용 및 정리정돈 5

시간평가
(20점)

소요시간 (    )분 초과마다 (    )점 감점

작품
평가

작업
평가

시간
평가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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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제명 16. 표준냉동 온도스위치 고온제어
소요시간

2

목  표

가. XG5000 툴을 이용하여 래더를 작성하고 PLC를 구동시켜 본다.

나. 시퀀스 회로를 보고 PLC 래더 프로그램으로 변환 할 수 있다.

다. 냉동기의 고온제어 운전 중 온도 분포와 편차를 기록하여 특성을 파악 한다.

사 용 장 비 공구 및 재료명 규   격 수량

·공조냉동 PLC 실습 장비

(KTE-4000PLXG)

·표준냉동 실습 장비

(KTE-1000BA)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

·바나나잭 케이블

·PC to PLC 케이블

·Signal 케이블

·4∅ / 600mm,1000mm
·USB Mini 5Pin

·36Pin / 1500mm

흑20, 적20

조별 1

조별 1

제어 회로

- 시퀀스 회로를 PLC 프로그램으로 작성 해 본다.

L1,L2 : 라인전압 N.F.B : 과전류차단기 PL : 램프

PB : 푸시버튼 R : 릴레이 TC : 온도조절 스위치

COMP : 압축기 모터 CFM : 응축기용 휀모터 SV : 전자밸브

EFM : 증발기용 휀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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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래더 작성

1) PLC 래더 작성을 위한 시퀀스 회로의 변환

2) 설비의 출력부 주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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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래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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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배선 및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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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수 타입 디바이스 비고

외부변수

입력부

PB1 BIT P00000

PB2 BIT P00001

TC_H BIT P00002

TC_L BIT P00003

출력부

COMP BIT P00020

CFM BIT P00021

SV BIT P00022

내부변수

RELAY0 BIT M00000

RELAY1 BIT M00001

RELAY2 BIT M00002

1) PLC INPUT의 COM을 연결 한다.

2) 사용할 푸시버튼을 연결 한다. (PB1:P00 / PB2: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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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도스위치의 High, Low를 PLC의 INPUT에 연결 한다. (TC_H:P02 / TC_L:P03)

4) 온도스위치의 COM에 +24V를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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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LC OUTPUT의 COM을 연결한다.

6) PLC OUTPUT에서 설비의 ‘－’단자를 연결한다.

7) 설비의 ‘＋’단자는 모두 +24V를 인가한다.

8) PLC 장비와 설비의 SIGNAL PORT를 36핀 케이블을 이용해 연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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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평가

공조냉동 시스템 PLC 제어 실습 장비 
(KTE-4000PLXG)

표준냉동 실습 장비
(KTE-1000BA)

[요구사항]

①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준비 점검한다.

② 개인용 컴퓨터(노트북)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한다.

③ PC와 PLC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전송한다.

④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사용하여 바나나 잭으로 회로를 구성한다.

⑤ 회로의 동작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 ‘PB1’의 투입 시 동작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 ‘PB2’의 투입 시 동작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 압축기 모터의 운전 중 압축기 토출측 또는 응축기 토출 온도가 상승하면 자동으로 압축기가 멈추고 응축

기 휀모터가 운전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 응축기 휀모터가 운전되고 응축기 출구 온도가 내려가면 압축기 모터가 기동되는 과정을 회로도를 보고 설

명한다.

⑥ 온도분포 및 편차를 측정 및 조정하고 테이블에 기록 유지 한다.

평
가
기
준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작품평가
(70점)

  제어(보조)회로 프로그램 작성 20

  입·출력 변수 메모리 할당  10

  주장치 입·출력부 연결 상태 20

  실험장치 운전 및 설명 20

작업평가
(10점)

  작업 태도 및 안전 5

  재료 공구 사용 및 정리정돈 5

시간평가
(20점)

소요시간 (    )분 초과마다 (    )점 감점

작품
평가

작업
평가

시간
평가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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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제명 17. 표준냉동 저압부 저압제어
소요시간

2

목  표

가. XG5000 툴을 이용하여 래더를 작성하고 PLC를 구동시켜 본다.

나. 시퀀스 회로를 보고 PLC 래더 프로그램으로 변환 할 수 있다.

다. 냉동기의 저압부 저압제어 운전 중 압력 분포와 편차를 기록하여 특성을 파악 한다.

사 용 장 비 공구 및 재료명 규   격 수량

·공조냉동 PLC 실습 장비

(KTE-4000PLXG)

·표준냉동 실습 장비

(KTE-1000BA)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

·바나나잭 케이블

·PC to PLC 케이블

·Signal 케이블

·4∅ / 600mm,1000mm
·USB Mini 5Pin

·36Pin / 1500mm

흑20, 적20

조별 1

조별 1

제어 회로

- 시퀀스 회로를 PLC 프로그램으로 작성 해 본다.

L1,L2 : 라인전압 N.F.B : 과전류차단기 PL : 램프

PB : 푸시버튼 R : 릴레이 LPS : 저압차단 압력스위치

COMP : 압축기 모터 CFM : 응축기용 휀모터 SV : 전자밸브

EFM : 증발기용 휀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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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래더 작성

1) PLC 래더 작성을 위한 시퀀스 회로의 변환

2) 설비의 출력부 주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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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래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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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배선 및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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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수 타입 디바이스 비고

외부변수

입력부

PB1 BIT P00000

PB2 BIT P00001

LPS_H BIT P00002

LPS_L BIT P00003

출력부

COMP BIT P00020

CFM BIT P00021

SV BIT P00022

내부변수

RELAY0 BIT M00000

RELAY1 BIT M00001

RELAY2 BIT M00002

1) PLC INPUT의 COM을 연결 한다.

2) 사용할 푸시버튼을 연결 한다. (PB1:P00 / PB2:P01)



167

3) 압력스위치의 High, Low를 PLC의 INPUT에 연결 한다. (LPS_H:P02 / LPS_L:P03)

4) 압력스위치의 COM에 +24V를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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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LC OUTPUT의 COM을 연결한다.

6) PLC OUTPUT에서 설비의 ‘－’단자를 연결한다.

7) 설비의 ‘＋’단자는 모두 +24V를 인가한다.

8) PLC 장비와 설비의 SIGNAL PORT를 36핀 케이블을 이용해 연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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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평가

공조냉동 시스템 PLC 제어 실습 장비 
(KTE-4000PLXG)

표준냉동 실습 장비
(KTE-1000BA)

[요구사항]

①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준비 점검한다.

② 개인용 컴퓨터(노트북)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한다.

③ PC와 PLC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전송한다.

④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사용하여 바나나 잭으로 회로를 구성한다.

⑤ 회로의 동작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 ‘PB1’의 투입 시 동작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 ‘PB2’의 투입 시 동작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 압축기 모터의 운전 중 저압부 압력이 하강하면 멈추게 되는 과정을 회로도를 보고 설명한다.

- 압축기 모터의 정지 중 저압부 압력이 상승하면 재기동 되는 과정을 회로도를 보고 설명한다.

⑥ 압력분포 및 편차를 측정 및 조정하고 테이블에 기록 유지 한다.

평
가
기
준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작품평가
(70점)

  제어(보조)회로 프로그램 작성 20

  입·출력 변수 메모리 할당  10

  주장치 입·출력부 연결 상태 20

  실험장치 운전 및 설명 20

작업평가
(10점)

  작업 태도 및 안전 5

  재료 공구 사용 및 정리정돈 5

시간평가
(20점)

소요시간 (    )분 초과마다 (    )점 감점

작품
평가

작업
평가

시간
평가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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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제명 18. 표준냉동 고압부 차압제어
소요시간

2

목  표

가. XG5000 툴을 이용하여 래더를 작성하고 PLC를 구동시켜 본다.

나. 시퀀스 회로를 보고 PLC 래더 프로그램으로 변환 할 수 있다.

다. 냉동기의 고압부 차압제어 운전 중 압력 분포와 편차를 기록하여 특성을 파악 한다.

사 용 장 비 공구 및 재료명 규   격 수량

·공조냉동 PLC 실습 장비

(KTE-4000PLXG)

·표준냉동 실습 장비

(KTE-1000BA)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

·바나나잭 케이블

·PC to PLC 케이블

·Signal 케이블

·4∅ / 600mm,1000mm
·USB Mini 5Pin

·36Pin / 1500mm

흑20, 적20

조별 1

조별 1

제어 회로

- 시퀀스 회로를 PLC 프로그램으로 작성 해 본다.

L1,L2 : 라인전압 N.F.B : 과전류차단기 PL : 램프

PB : 푸시버튼 R : 릴레이 DPS : 차압스위치

COMP : 압축기 모터 CFM : 응축기용 휀모터 SV : 전자밸브

EFM : 증발기용 휀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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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래더 작성

1) PLC 래더 작성을 위한 시퀀스 회로의 변환

2) 설비의 출력부 주 회로도



PLC 제어 실습

172

3) 래더 작성



173

18-2. 배선 및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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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수 타입 디바이스 비고

외부변수

입력부

PB1 BIT P00000

PB2 BIT P00001

DPS_H BIT P00002

DPS_L BIT P00003

출력부

COMP BIT P00020

CFM BIT P00021

SV BIT P00022

내부변수

RELAY0 BIT M00000

RELAY1 BIT M00001

RELAY2 BIT M00002

1) PLC INPUT의 COM을 연결 한다.

2) 사용할 푸시버튼을 연결 한다. (PB1:P00 / PB2: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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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력스위치의 High, Low를 PLC의 INPUT에 연결 한다. (DPS_H:P02 / DPS_L:P03)

4) 압력스위치의 COM에 +24V를 인가한다.



PLC 제어 실습

176

5) PLC OUTPUT의 COM을 연결한다.

6) PLC OUTPUT에서 설비의 ‘－’단자를 연결한다.

7) 설비의 ‘＋’단자는 모두 +24V를 인가한다.

8) PLC 장비와 설비의 SIGNAL PORT를 36핀 케이블을 이용해 연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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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평가

공조냉동 시스템 PLC 제어 실습 장비 
(KTE-4000PLXG)

표준냉동 실습 장비
(KTE-1000BA)

[요구사항]

①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준비 점검한다.

② 개인용 컴퓨터(노트북)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한다.

③ PC와 PLC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전송한다.

④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사용하여 바나나 잭으로 회로를 구성한다.

⑤ 회로의 동작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 ‘PB1’의 투입 시 동작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 ‘PB2’의 투입 시 동작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 압축기 모터의 운전 중 고압부 압력이 상승하면 멈추게 되는 과정을 회로도를 보고 설명한다.

- 압축기 모터의 정지 중 고압부 압력이 하승하면 재기동 되는 과정을 회로도를 보고 설명한다.

⑥ 압력분포 및 편차를 측정 및 조정하고 테이블에 기록 유지 한다.

평
가
기
준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작품평가
(70점)

  제어(보조)회로 프로그램 작성 20

  입·출력 변수 메모리 할당  10

  주장치 입·출력부 연결 상태 20

  실험장치 운전 및 설명 20

작업평가
(10점)

  작업 태도 및 안전 5

  재료 공구 사용 및 정리정돈 5

시간평가
(20점)

소요시간 (    )분 초과마다 (    )점 감점

작품
평가

작업
평가

시간
평가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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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제명 19. 표준냉동 펌프다운 제어
소요시간

2

목  표

가. XG5000 툴을 이용하여 래더를 작성하고 PLC를 구동시켜 본다.

나. 시퀀스 회로를 보고 PLC 래더 프로그램으로 변환 할 수 있다.

다. 펌프다운 운전시 온도 스위치와 압력스위치를 설정하고 운전 중 압력분포와 온도 분

포를 기록 유지여 그 운전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사 용 장 비 공구 및 재료명 규   격 수량

·공조냉동 PLC 실습 장비

(KTE-4000PLXG)

·표준냉동 실습 장비

(KTE-1000BA)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

·바나나잭 케이블

·PC to PLC 케이블

·Signal 케이블

·4∅ / 600mm,1000mm
·USB Mini 5Pin

·36Pin / 1500mm

흑20, 적20

조별 1

조별 1

제어 회로

- 시퀀스 회로를 PLC 프로그램으로 작성 해 본다.

L1,L2 : 라인전압 N.F.B : 과전류차단기 MC : 전자접촉기

PB : 푸시버튼 R : 릴레이 LPS : 고압차단 압력스위치

*L : 램프 TC : 온도조절 스위치 COMP : 압축기 모터

CFM : 응축기용 휀모터 SV : 전자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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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래더 작성

1) PLC 래더 작성을 위한 시퀀스 회로의 변환

2) 설비의 출력부 주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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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래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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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배선 및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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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수 타입 디바이스 비고

외부변수

입력부

PB1 BIT P00000

PB2 BIT P00001

LPS_H BIT P00002

TC_H BIT P00003

출력부

COMP BIT P00020

CFM BIT P00021

SV BIT P00022

YL BIT P00023

내부변수
RELAY0 BIT M00000

RELAY1 BIT M00001

1) PLC INPUT의 COM을 연결 한다.

2) 사용할 푸시버튼을 연결 한다. (PB1:P00 / PB2: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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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력스위치의 High를 PLC의 INPUT에 연결 한다. (LPS_H:P02)

4) 온도스위치의 High를 PLC의 INPUT에 연결 한다. (TC_H:P03)

5) 압력스위치, 온도스위치의 COM에 +24V를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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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LC OUTPUT의 COM을 연결한다.

7) PLC OUTPUT에서 설비의 ‘－’단자를 연결한다.

8) 설비의 ‘＋’단자는 모두 +24V를 인가한다.

9) PLC 장비와 설비의 SIGNAL PORT를 36핀 케이블을 이용해 연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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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평가

공조냉동 시스템 PLC 제어 실습 장비 
(KTE-4000PLXG)

표준냉동 실습 장비
(KTE-1000BA)

[요구사항]

①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준비 점검한다.

② 개인용 컴퓨터(노트북)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한다.

③ PC와 PLC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전송한다.

④ 실험장비, 공구, 재료를 사용하여 바나나 잭으로 회로를 구성한다.

⑤ 회로의 동작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 ‘PB1’의 투입 시 동작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 ‘PB2’의 투입 시 동작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 냉동기가 정상운전 중에 온도스위치가 열릴 때 동작 과정을 설명한다.

- 냉동기가 정상운전 중에 압력스위치가 열릴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한다.

⑥ 압력 및 온도스위치 편차 설정 테이블에 조정한 자료를 기록 유지 한다.

평
가
기
준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작품평가
(70점)

  제어(보조)회로 프로그램 작성 20

  입·출력 변수 메모리 할당  10

  주장치 입·출력부 연결 상태 20

  실험장치 운전 및 설명 20

작업평가
(10점)

  작업 태도 및 안전 5

  재료 공구 사용 및 정리정돈 5

시간평가
(20점)

소요시간 (    )분 초과마다 (    )점 감점

작품
평가

작업
평가

시간
평가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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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비 사용 시 주의 사항

- 본 실험 장비는 메인 전원으로 단상 AC220V를 사용 합니다.

- 장비 구동시 DC24V를 사용하여 안전하지만 DC 전압을 사용하고 있으니 ＋,－ 단자의 혼합 

사용에 주의 바랍니다.

- 배선 오류로 합선 되었을 시에는 장비 보호를 위해 SMPS가 자동으로 다운 됩니다.

- 오류 요소를 제거하면 자동으로 복귀되고 사용 가능 합니다.

- 전원 코드를 꼽혀 있는 상태에서 N.F.B를 올리면 AC Power Lamp에 불이 들어옵니다.

- 잠시 후 SMPS에 전원이 인가되면서 DC Power Lamp에 불이 들어오고 단자에 DC24V 전압이 

공급됩니다.

- 차단기를 올려도 전원 램프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FUSE 가 홀더에 들어있는지 끊어

진 상태는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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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품 A/S

제 품 보 증 서

수리를 의뢰할 경우 구입일자가 기재된 아래 내용을 제시하시면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델명

보증기간 1년

구입일         년        월        일

구매자
기관(학교)명

부서(학과)명

(1) 본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위에 기재된 내용대로 보증혜택을 받습

니다.

(2) 무상 보증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산정되므로 구입일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구입 일자 확인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위 혜

택이 가능합니다.)

(3) 구매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일 경우 협의 하에 교체부품 비용에 해

당하는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 : 입력전압 잘못 연결, 침수, 낙하, 자체임의수리 등)

(4) 보증기간 이후의 수리를 위한 출장비, 재료비 등은 구매자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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