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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Bus/ ModbusRTU ver2.0 메모리 구조 

 

 

KM60xx, KD70xx, KG30xx의 계열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메모리 영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KiBus 또는 ModbusRTU 프로토콜 관련 자료와 함께 참조하시 바랍니다.  

 

모델 ModbusRTU ver1.6 ModbusRTU ver2.0 KiBus ver2.0 

KM60xx YES YES YES 

KD70xx NO YES YES 

KG30xx NO YES NO 

 

 

KiBus/ ModbusRTU ver2.0 이상에서는 워드 메모리 영역과 비트 메모리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워드 메모리는 입출력의 워드단위 표현, 아날로그 입출력, 카운터/주파수 입력등에 활용됩니다.  

비트 메모리는 입출력의 비트단위 제어를 위해 사용됩니다.  

워드 메모리와 비트 메모리 접근하는 방법은 KiBus, ModbusRTU 프로토콜 상세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iBus에서는 워드는 G,S 명령을 이용하고, 비트는 P,A 명령을 이용합니다. 또한 ModbusRTU  

에서는 워드 접근함수 0x03, 0x04, 0x06, 0x10를 이용하고, 비트 접근함수 0x01,0x02,0x05를 이용합니다.  

 

워드 메모리 맵 [KiBus G,S 명령] [ModbusRTU 0x03,0x04,0x06,0x10 함수] 

읽기쓰기 가능영역 읽기 가능영역 

워드출력 호스트타임아웃

초기값 출력 

설정 값 워드입력 싱크 워드입력 상태 값 

[KiBus G,S] 

[ModbusRTU 

0x03,0x04,0x06, 

0x10] 

[KiBus G,S] 

[ModbusRTU 

0x03,0x04,0x06] 

[KiBus G,S] 

[ModbusRTU 

0x03,0x04,0x06]

[KiBus G] 

[ModbusRTU 

0x04 ] 

[KiBus G] 

[ModbusRTU 

0x04 ] 

[KiBus G] 

[ModbusRTU 

0x04 ] 

0x0000 

~0x000F 

0x0010 

~0x001F 

0x0010 

~0x00xx 

0x0080 

~0x008F 

0x0090 

~0x009F 

0x00A0 

~0x00xx 

RAM ROM RAM/ROM RAM RAM RAM 

RAM 영역은 활성 메모리 영역으로 전원 OFF시 초기값으로 변경되는 영역 입니다.  

ROM 영역은 비활성 메모리 영역으로 통신주소, 통신속도 등이 저장되어있는 영역으로 전원이 OFF되어도 

설정 값이 유지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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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메모리 맵  [KiBus P,A 명령] [ModbusRTU 0x01,0x02,0x05 함수] 

읽기쓰기 가능영역 읽기 가능영역 

비트 출력 [16비트] 비트 상태 입력 [16비트] 

[KiBus P,A 명령]  

[ModbusRTU 0x01,0x02, 0x05 함수] 

[KiBus P 명령]  

[ModbusRTU 0x01,0x02 함수] 

0x0000 ~ 0x000F 0x0080 ~ 0x008F 

RAM RAM 

 

쓰기/읽기 워드 메모리 [KiBus G,S 명령] [ModbusRTU 0x03,0x04,0x06 함수] 

주소 설명 

0x0000 

디지털 출력 1 

기본 출력 채널입니다.  

KM60xx, KD70xx,KG30xx의 자신의 디지털 출력 제어를 위한 워드 데이터 입니다.  

15bit 14bit 13bit … 6bit 5bit 4bit 3bit 2bit 1bit 0bit 

OUT15 OUT14 OUT13 … OUT6 OUT5 OUT4 OUT3 OUT2 OUT1 OUT0
 

0x0001 

디지털 출력 2 

부가적인 출력 채널에 할당됩니다. 

예를 들어 KG3060에 KD7060을 부착한 경우 KD7060의 출력은 0x0001번지에 할당됩니다. 

15bit 14bit 13bit … 6bit 5bit 4bit 3bit 2bit 1bit 0bit 

OUT15 OUT14 OUT13 … OUT6 OUT5 OUT4 OUT3 OUT2 OUT1 OUT0
 

0x0002 

~ 

0x0009 

아날로그 출력에는 전압 출력과 전류출력으로 구분되며, 각 모델 출력 종류에 따라 출력 명

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류출력 [KM6021, KM6023] 

출력 영역 0.000mA ~ 20.000mA 

출력 명령 값  0[0x0000] ~ 20000[0x4E20] 

출력 값의 분해능 최대 12bit, 약 5uA 단위 조절가능 

 

2. 전압출력 [KM6021, KM6026, KD7026] 

출력 영역 0.000V ~ 10.000V 

출력 명령 값  0[0x0000] ~ 10000[0x2710] 

출력 값의 분해능 최대 12bit, 약 2.5mV 단위 조절가능 

 

3. 양방향 전압출력 [KM6024] 

출력 영역 -10.000V ~ +10.000V 

출력 명령 값  -10000[0xD8F0] ~ 10000[0x2710] 

출력 값의 분해능 최대 12bit, 약 2.5mV 단위 조절가능 



KiSAN SYSTEM KiBus ModbusRTU ver2.0 메모리 맵 구조                         2010-01-21 ver2.0 

http://www.kisansystem.co.kr 

 

3

 

번지 8채널 아날로그 출력 

KM6026 등 

4채널 아날로그 출력 

KM6023, KM6024 등 

2채널 아날로그 출력 

KM6021 등 

0x0002 1채널 아날로그 출력 값 1채널 아날로그 출력 값 1채널 아날로그 출력 값 

0x0003 2채널 아날로그 출력 값 2채널 아날로그 출력 값 2채널 아날로그 출력 값 

0x0004 3채널 아날로그 출력 값 3채널 아날로그 출력 값  

0x0005 4채널 아날로그 출력 값 4채널 아날로그 출력 값  

0x0006 5채널 아날로그 출력 값   

0x0007 6채널 아날로그 출력 값   

0x0008 7채널 아날로그 출력 값   

0x0009 8채널 아날로그 출력 값   
 

0x000A 

~ 

0x000F 

 

사용자 영역 

0x0010 

~ 

0x001F 

출력이 존재하는 제품이 경우 디지털, 아날로그에 관계없이 전원인가 시 또는 호스트 타임아

웃 등 비상시에 출력해야 하는 비상출력 값이 저장되는 영역입니다.  

전원 인가 시 복사되는 메모리 영역 

0x0010 --> 0x0000 

0x0011 --> 0x0001 

0x0012 --> 0x0002 

... ... ... 

0x001E --> 0x000E 

0x001F --> 0x000F 

 

예를 들어 KM6026의 초기 출력 전압을 0V로 하고자 하는 경우 0x0012 ~ 0x0019번지의 값

을 0V에 해당되는 0x0000으로 설정해 둡니다.  

또는 KM6063의 릴레이 출력의 초기 출력 상태를 OFF로 하고자 한다면 0x0010 번지의  

값을 0x0000의 값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출력의 초기값은 OFF, 아날로그 출력의 초기값은 0mA, 0V입니다. 

0x0020 

~ 

0x00xx 

KM60xx, KD70xx, KG30xx의 공통 설정영역 입니다.  

제품별 메모리의 영역의 크기가 가변적이므로 제품별 사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주소, 통신속도 등 기본적인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보다 상세한 내역은 다음의 세부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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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전용 워드 메모리 영역 [KiBus G 명령] [ModbusRTU 0x04 함수] 

주소 설명 

0x0080 

디지털 입력 1 

기본적인 입력 채널입니다. 

KM60xx, KD70xx,KG30xx의 자신의 디지털 입력 상태를 나타내는 워드 데이터 입니다.  

15bit 14bit 13bit … 6bit 5bit 4bit 3bit 2bit 1bit 0bit 

IN15 IN 14 IN 13 … IN 6 IN 5 IN 4 IN 3 IN 2 IN 1 IN 0 
 

0x0081 

디지털 입력 2 

부가적인 입력 채널에 할당됩니다. 

예를 들어 KG3060에 KD7060을 부착한 경우 KD7060의 입력은 0x0001번지에 할당됩니다. 

15bit 14bit 13bit … 6bit 5bit 4bit 3bit 2bit 1bit 0bit 

IN 15 IN 14 IN 13 … IN 6 IN 5 IN 4 IN 3 IN 2 IN 1 IN 0 
 

0x0082 

~ 

0x0089 

아날로그 입력에는 온도, 전압, 전류 입력으로 구분됩니다. 각 모델에 대한 입력 종류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온도 입력 [KM6013] 

입력 영역 -100.00℃ ~ 200.00℃ 

입력 결과 값  -10000[0xD8F0] ~ 20000[0x4E20] 

입력 값의 분해능 최대 16bit, 약 0.01℃ 단위 표시 

 

2. 전압입력 [KM6015] 

입력 영역 0.000V ~ 입력 최대값 

입력 명령 값 0[0x0000] ~ 65535[0xFFFF] 

입력 값의 분해능 최대 16bit, 최대값/65535 

 

3. 양방향 전압입력 [KM6015] 

입력 영역 입력 최소값 ~ 0 ~ 입력 최대값 

입력 명령 값 0[0x0000] ~ 32768[0x800] 

 ~65535[0xFFFF]

입력 값의 분해능 최대 16bit, 최대값/32767 

 

4. 전류입력 [KM6015] 

입력 영역 0.000mA ~ 20.000mA 

입력 명령 값 0[0x0000] ~ 65535[0xFFFF] 

입력 값의 분해능 최대 16bit,  0.3uA 단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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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방향 전류입력 [KM6015] 

입력 영역 -20.000mA ~ 0 ~ 20.000mA 

입력 명령 값 0[0x0000] ~ 32768[0x800] 

                        ~65535[0xFFFF]

입력 값의 분해능 최대 16bit,  0.6uA 단위 표시 

 

주의)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중에서 KM6015는 다양한 입력 레벨을 지원하는 반면 결과값이  

V, mV, mA 표현 값이 아닌 최저값이 0x0000 ~ 최대값이 0xFFFF으로 표현됩니다.  

이에 상위 프로그램에서 입력레벨에 따라 스케일 조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력레벨이 0~5V로 설정되어있고, 그 결과값이 32768[0x8000] 이었다면  

그 입력 채널의 전압은 (5x32768)/65535 = 2.5V 

 

번지 8채널 아날로그 입력 

KM6015 등 

4채널 아날로그 입력 

 

2채널 아날로그 입력 

KM6013 등 

0x0082 1채널 아날로그 입력 값 1채널 아날로그 입력 값 1채널 아날로그 입력 값 

0x0083 2채널 아날로그 입력 값 2채널 아날로그 입력 값 2채널 아날로그 입력 값 

0x0084 3채널 아날로그 입력 값 3채널 아날로그 입력 값  

0x0085 4채널 아날로그 입력 값 4채널 아날로그 입력 값  

0x0086 5채널 아날로그 입력 값   

0x0087 6채널 아날로그 입력 값   

0x0088 7채널 아날로그 입력 값   

0x0089 8채널 아날로그 입력 값   
 

0x008A 

~ 

0x008D 

 

32비트의 카운터 주파수 입력 

0x008A 0x008B 0x008C 0x008D 

0번 카운터 상위워드 0번 카운터 하위워드 1번 카운터 상위워드 1번 카운터 하위워드
 

0x008E 

~ 

0x008F 

 

사용자 영역 

0x0090 

~ 

0x009F 

입력신호에 대한 동기 입력 값이 저장되는 영역입니다.  

브로드캐스팅 명령을 이용하여 같은 시점의 입력 값을 저장할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을 위해  

설정된 메모리 영역입니다. 0x0025번지의 값을 브로드캐스팅 명령을 이용하여 0x0001값으로 

변경하면 그 시점의 입력 값이 본 메모리 영역에 복사 되는 기능입니다.  

 

동기 입력 명령에 대한 복사되는 영역 

0x0080 --> 0x0090 

0x0081 --> 0x0091 

0x0082 --> 0x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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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x008E --> 0x009E 

0x008F --> 0x009F 
 

0x00A0 모델명 예를 들어 KM6050인 경우 그 값은 0x6050입니다. 

0x00A1 “KM”=0x4B53, “KD”=0x4B44, “KG”=0x4B47, 제품군을 의미합니다. 

0x00A2 제품 버전을 의미합니다. ver1.6 = 0x0016   ver2.0=0x0020 

0x00A3 

~ 

0x00xx 

 

제품별 사용 여부가 상이합니다.  

개별적으로 제품 사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02.17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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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0020 ~ 0x00xx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제품 계열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설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OCK는 0x0024번지의 쓰기 설정과 관계를 나타냅니다.] 

주소 설명 LOCK

0x0020 

ROM 

KM60xx, KD70xx, KG30xx    초기값 0x0001 

통신주소 [0x0001 ~ 0x00F7] 
ON 

0x0021 

ROM 

KM60xx, KD70xx,    [ KG30xx는 0x0040번지를 참조하세요.] 초기값 0x0006 

통신설정 

0xSSbb 상위바이트 SS의 설정 가능 값 00 ~ 03  

00 : 8bits, None Parity, 2stop 

01 : 8bits, Odd Parity, 1stop 

02 : 8bits, Odd Parity, 1stop 

03 : 8bits, None Parity, 1stop 

 

0xssBB 상위바이트 BB의 설정 가능 값 03 ~ 0A  

03 : 1200bps 07 : 19200bps 

04 : 2400bps 08 : 38400bps 

05 : 4800bps 09 : 57600bps 

06 : 9600bps 0A : 115200bps 
 

ON 

0x0022 

ROM 

KM60xx, KD70xx, KG30xx     초기값 0x0000 

호스트 에러를 체크하기 위한 기능 ON[0x0001]/OFF[0x0000] 

통신상태를 체크하여 호스트[마스터]의 상태에 따라 초기값 또는 호스트 타임아웃  

출력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호스트[마스터]의 비 정상적 동작 시 슬래이브 장치의 부하 출력을 안전한 모드로  

자동 전환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0x0023 

ROM 

KM60xx, KD70xx, KG30xx     초기값 0x0064 

호스트 타임아웃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시간입니다. 0x0022번의 호스트 에러체크  

ON 설정 시 호스트에서 메시지가 기준시간 내에 1회 이상 도착하지 않을 경우  

호스트 타임아웃으로 평가합니다. 단위는 100ms/ 초기값 100는 10초를 의미합니다. 

 

0x0024 

RAM 

KM60xx, KD70xx, KG30xx     초기값 0x0000 

쓰기 LOCK/ UNLOCK[0x4321 또는 4321]  

LOCK조건이 ON으로 되어있는 영역은 쓰기 UNLOCK상태에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0x0025 

RAM 

KM60xx, KD70xx, KG30xx     초기값 0x0000 

워드입력 값을 싱크 입력으로 저장합니다. Broadcast명령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많은 슬래이브 장치의 입력을 같은 시점에서 입력상태를 체크하기위한 기능입니다.  

ACTION[0x0001] 

 

0x0026 

RAM 

KM60xx, KD70xx, KG30xx       초기값 0x0001 

전원을 인가하면 0x0001로 설정됩니다. 전원 리셋 여부를 평가하기 해 사용합니다.  

1. 운영 중에 0x0000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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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기적으로 값을 확인하여 0x0001로 변경되어 있다면 리셋이 발생된 것으로 평가

합니다. 

0x0027 

RAM 

KM60xx, KD70xx, KG30xx       초기값 0x0000 

여러 동작에 필요한 설정 값을 변경하고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전원 OFF->ON의 

동작이 필요한데 자체 리셋을 수행함으로써 전원 재인가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체 리셋 수행[0x0001] 

ON 

0x0028 

ROM 

KM60xx, KD70xx, KG30xx       초기값 0x00C8 

디지털 입력 제품에 해당되는 설정 값 입니다. 통신형 입력 모듈은 통신주기에 따라 

입력된 상태 값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입력 값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시켜 

주는 기능입니다.  

입력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입력 상태가 최소 1ms 동안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0x00028번지의 설정 시간 동안 상태가 유지됩니다.   

즉 1ms 상태 입력을 최대 5초 동안 가상적으로 유지 함으로서 호스트의 입력 인식률

을 높였습니다. 입력 상태 유지시간 최대 5000ms /단위 1ms  

 

0x0029 

ROM 

KD70xx                       초기값 0x0000 

동작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통신으로는 설정이 불가]  

ModbusRTU[0x0000], KiBus[0x0001], Master[0x0002] 

쓰기

불가

0x002A 

RAM 

KD70xx, KG30xx              초기값 0x0000 

7Segment 운영에 있어 동작모드를 결정합니다.  

버튼 운영 시 사용되므로 통신으로 활용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메모리 값 보기 [0x0000] 

메모리 주소 보기 [0x0001] 

설정 값 보기 [0x0002] 

 

0x002B 

ROM 

KD70xx, KG30xx              초기값 0x0000 

7Segment 운영에 있어 메모리 값 표시방법을 결정합니다.   

전원 투입 시 7Segment 표현 방법을 결정합니다.  

0번 비트 DEC선택상태에서 2번 비트가 세트 되어있으면  

전압,전류,온도 값으로 전환하여 표시합니다.  

 

채널 순환표시 설정 

15bit 14bit 13bit 12bit 11bit 10bit 9bit 8bit 

8번 7번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입력

아날로그 입출력의 순환 표시를 위한 설정입니다. 각 채널에 해당하는 비트가 세트[1] 

되어있는 경우 순환 표시됩니다. 

 

7bit ... 2bit 1bit 0bit 

x ... 1 : 전압,전류,온도표시

1bit 설정적용 

0 : 전압[KD7015] 

1 : 전류[KD7015] 

0: HEX 

1: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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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002C 

ROM 

KD70xx, KG30xx              초기값 0x00A0 

7Segment 운영에 있어 표시할 메모리 주소를 결정합니다.   

저정된 주소의 값을 전원 투입시 표시하게 됩니다. 

[ 초기값은 0x00A0번으로 모델명이 표시됩니다. ] 

 

0x002D 

RAM 

KD70xx, KG30xx              

버튼 운영 시 사용되므로 통신으로 활용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설정모드의 설정 값 임시 메모리입니다.  

 

0x002E 

ROM 

KD70xx                     초기값 0x0064 

0x0029번지의 프로토콜 설정이 MASTER[2]로 설정되었을 때 통신주기를 설정합니다.  

KD70xx의 MASTER모드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N 

0x002F 

RAM/ 

ROM 

KD70xx, KG30xx 

모든 데이터를 출하상태로 초기화 시킵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통신으로는 설정이 불가] 

설정 값 최기화 [0x0001] - RAM 

 

통신으로 접근 가능한 메모리 영역은 ROM영역으로 사용자 임의의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ROM 

쓰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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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0030 ~ 0x003F 영역을 사용하는 제품 

No. 모델명 설정영역 

1 KM6013 0x0030 ~ 0x0031 :온도 offset 미세조정  

2 KM6015 0x0030 ~ 0x0037 : 입력 신호 Calibration 영역 

3 KM6021 0x0030 : Slew Rate 조정, 0x0038 ~ 0x0039 offset 조정 

4 KM6023 0x0030 : Slew Rate 조정, 0x0038 ~ 0x003B offset 조정 

5 KM6024 0x0030 : Slew Rate 조정, 0x0038 ~ 0x003F offset 조정 

6 KM6026 0x0030 : Slew Rate 조정, 0x0038 ~ 0x003F offset 조정 

7 KM6080 0x0030 ~ 0x003E : 카운터, 주파수 설정영역 

 

1. KM6013 

주소 설명 LOCK

0x0030 1번 채널의 온도 센서의 오차에 대한 미세 조정을 위한 영역입니다.  

KM6013 온도센서 offset 미세조정하기  

1. 0x0034에 해당하는 정밀 저항을 1번 채널에 연결합니다.  

  PT100인 경우 100옴, PT1000인 경우 1K옴을 권장합니다.  

2. 0x0032번지의 값이 10000의 값에 근접하여 변동이 없을 때 0x0030번지의 값을  

  조정하여 0x0034번지의 값이 가능한 10000값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100옴을 1번 채널에 PT100연결 방식으로 연결하고 0x0032번지의 값을  

살펴보니 10045값이었다면 0x0030번지를 –45로 변경하고 0x0032번지의 값을 확인 

하여 10000값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2,3정도의 오차는 무시합니다.  

ON 

0x0031 2번 채널의 온도 센서의 오차에 대한 미세 조정을 위한 영역입니다.  

KM6013 온도센서 offset 미세조정하기  

1. 0x0035에 해당하는 정밀 저항을 1번 채널에 연결합니다.  

  PT100인 경우 100옴, PT1000인 경우 1K옴을 권장합니다. 

2. 0x0033번지의 값이 10000의 값에 근접하여 변동이 없을 때 0x0031번지의 값을  

조정하여 0x0033번지의 값이 연결된 저항 값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Offset조정에 사용된 저항에 오차가 있어 109옴이었다면 0x0033번지의  

값이 10900을 유지하도록 조정합니다. 즉 부착되어있는 저항과 0x0033번지에  

표시되는 값이 동일하도록 설정합니다. 

ON 

0x0032 1번 채널의 저항 값을 의미합니다. PT100는 0.00단위, PT1000은 0.0단위까지 표시 

100옴=10000, 1K = 10000 

쓰기

불가

0x0033 2번 채널의 저항 값을 의미합니다. PT100는 0.00단위, PT1000은 0.0단위까지 표시 

100옴=10000, 1K = 10000 

쓰기

불가

0x0034 제품의 1번 채널  입력 종류를 나타냅니다. 

PT100인 경우 100[0x0064], PT1000인 경우 1000[0x03E8] 

쓰기

불가

0x0035 제품의 2번 채널 입력 종류를 나타냅니다. 

PT100인 경우 100[0x0064], PT1000인 경우 1000[0x03E8] 

쓰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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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M6015 

주소 설명 LOCK

0x0030 KM6015 입력 설정 (0x0000 ~ 0x0009)       초기값=0x0001 

설정값 최소값 중간값 

0V 

최대값 

0x0000 [0x0000] 0V 0 [0xFFFF] 10V 

0x0001 [0x0000] 0V 

[0x0000] 0mA 

0 [0xFFFF] 5V 

[0xFFFF] 20mA 

0x0002 [0x0000] 0V 0 [0xFFFF] 1.25V 

0x0003 [0x0000] 0V 0 [0xFFFF] 0.625V 

0x0004 [0x0000] 0V 0 [0xFFFF] 156.25mV 

0x0005 [0x0000] -10V 0x8000 [0xFFFF] 10V 

0x0006 [0x0000] –5V 

[0x0000] –20mA 

0x8000 

0x8000 

[0xFFFF] 5V 

[0xFFFF] 20mA 

0x0007 [0x0000] –1.25V 0x8000 [0xFFFF] 1.25V 

0x0008 [0x0000] –0.625V 0x8000 [0xFFFF] 0.625V 

0x0009 [0x0000]–156.25mV 0x8000 [0xFFFF] 156.25mV 
 

ON 

0x0031 

~ 

0x0037 

아날로그 입력에 대한 Calibration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설정 값이 비 정상적으로 변경될 경우 정상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설정이 필요한 경우, Calibration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N 

 

3. KM6021 

주소 설명 LOCK

0x0030 전류,전압의 증감률을 조정합니다.           초기값 0x0000 

설정 

값 

전류 

mA/sec 

전압 

V/sec 

설정 

값 

전류 

mA/sec 

전압 

V/sec 

0 즉시 반영 즉시 반영 7 8.000 4.000 

1 0.125 0.625 8 16.000 8.000 

2 0.250 0.125 9 32.000 16.000 

3 0.500 0.250 10 64.000 32.000 

4 1.000 0.500 11 128.000 64.000 

5 2.000 1.000   

6 4.000 2.000   
 

ON 

0x0038 아날로그 출력 20mA 기준값                초기값 0x0FAA 최대값 0x0FFF 

아날로그 출력 미세조정하기 위한 Offset 조정 

(0x0002값 x 0x0038값 ) / 20000[20.000mA] = DAC 출력값 

0x0002번지 명령이 20000인데 전류 출력이 20mA보다 낮은 경우 값을 증가 시킵니다.

0x0002번지 명령이 20000인데 전류 출력이 20mA보다 높은 경우 값을 감소 시킵니다.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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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0039 아날로그 출력 +10V 기준값               초기값 0x0FAA 최대값 0x0FFF 

아날로그 출력 미세조정하기 위한 Offset 조정 

(0x0003값 x 0x0039값 ) / 10000[10.000V] = DAC 출력값 

0x0003번지 명령이 10000인데 전압 출력이 10V보다 낮은 경우 값을 증가 시킵니다. 

0x0003번지 명령이 10000인데 전압 출력이 10V보다 높은 경우 값을 감소 시킵니다. 

ON 

 

4. KM6023 

주소 설명 LOCK

0x0030 전류,전압의 증감률을 조정합니다.           초기값 0x0000 

설정 

값 

전류 

mA/sec 

전압 

V/sec 

설정 

값 

전류 

mA/sec 

전압 

V/sec 

0 즉시 반영 즉시 반영 7 8.000 4.000 

1 0.125 0.625 8 16.000 8.000 

2 0.250 0.125 9 32.000 16.000 

3 0.500 0.250 10 64.000 32.000 

4 1.000 0.500 11 128.000 64.000 

5 2.000 1.000   

6 4.000 2.000   
 

ON 

0x0038 

~ 

0x003B 

아날로그 출력 20mA 기준값              초기값 0x0FAA 최대값 0x0FFF 

아날로그 출력 미세조정하기 위한 Offset 조정 

(출력채널 x 설정메모리) / 20000[20.000mA] = DAC 출력값 

출력채널 명령이 20000인데 전류 출력이 20mA보다 낮은 경우 값을 증가 시킵니다. 

출력채널 명령이 20000인데 전류 출력이 20mA보다 높은 경우 값을 감소 시킵니다. 

 

아날로그 출력과 설정 메모리 주소 

아날로그 출력채널 설정 메모리주소 

1번 채널[0x0002] 0x0038 

2번 채널[0x0003] 0x0039 

3번 채널[0x0004] 0x003A 

4번 채널[0x0005] 0x003B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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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M6024 

주소 설명 LOCK

0x0030 전류,전압의 증감률을 조정합니다.           초기값 0x0000 

설정 

값 

전류 

mA/sec 

전압 

V/sec 

설정 

값 

전류 

mA/sec 

전압 

V/sec 

0 즉시 반영 즉시 반영 7 8.000 4.000 

1 0.125 0.625 8 16.000 8.000 

2 0.250 0.125 9 32.000 16.000 

3 0.500 0.250 10 64.000 32.000 

4 1.000 0.500 11 128.000 64.000 

5 2.000 1.000   

6 4.000 2.000   
 

ON 

0x0038 

~ 

0x003F 

아날로그 출력 +10V 기준값              초기값 0x0B68 최대값 0x0FFF 

아날로그 출력 미세조정하기 위한 Offset 조정 

(출력채널 x 설정메모리 ) / 10000[10.000V] = DAC 출력값 

출력채널 명령이 10000인데 전압 출력이 10V보다 낮은 경우 값을 증가 시킵니다. 

출력채널 명령이 10000인데 전압 출력이 10V보다 높은 경우 값을 감소 시킵니다. 

 

아날로그 출력 -10V 기준값              초기값 0x0FAA 최대값 0x0FFF 

아날로그 출력 미세조정하기 위한 Offset 조정 

(출력채널 x 설정메모리) / 10000[-10.000V] = DAC 출력값 

출력채널 명령이 -10000인데 전압 출력이 -10V보다 높은 경우 값을 증가 시킵니다. 

출력채널 명령이 -10000인데 전압 출력이 -10V보다 낮은 경우 값을 감소 시킵니다. 

 

아날로그 출력과 설정 메모리 주소 

아날로그 출력채널 설정 메모리주소 아날로그 출력채널 설정 메모리주소 

1번 채널[0x0002] +10V조정[0x0038] 3번 채널[0x0004] +10V조정[0x003C]

1번 채널[0x0002] -10V조정[0x0039] 3번 채널[0x0004] -10V조정[0x003D]

2번 채널[0x0003] +10V조정[0x003A] 4번 채널[0x0005] +10V조정[0x003E]

2번 채널[0x0003] -10V조정[0x003B] 4번 채널[0x0005] -10V조정[0x003F]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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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M6026 

주소 설명 LOCK

0x0030 전류,전압의 증감률을 조정합니다.           초기값 0x0000 

설정 

값 

전류 

mA/sec 

전압 

V/sec 

설정 

값 

전류 

mA/sec 

전압 

V/sec 

0 즉시 반영 즉시 반영 7 8.000 4.000 

1 0.125 0.625 8 16.000 8.000 

2 0.250 0.125 9 32.000 16.000 

3 0.500 0.250 10 64.000 32.000 

4 1.000 0.500 11 128.000 64.000 

5 2.000 1.000   

6 4.000 2.000   
 

ON 

0x0038 

~ 

0x003F 

아날로그 1번 출력 10V 기준값              초기값 0x0FAA 최대값 0x0FFF 

아날로그 출력 미세조정하기 위한 Offset 조정 

(출력채널 x 설정메모리) / 10000[10.000V] = DAC 출력값 

출력채널 명령이 10000인데 전압 출력이 10V보다 낮은 경우 값을 증가 시킵니다. 

출력채널 명령이 10000인데 전압 출력이 10V보다 높은 경우 값을 감소 시킵니다. 

 

아날로그 출력과 설정 메모리 주소 

아날로그 출력채널 설정 메모리주소 아날로그 출력채널 설정 메모리주소 

1번 채널[0x0002] 0x0038 5번 채널[0x0006] 0x003C 

2번 채널[0x0003] 0x0039 6번 채널[0x0007] 0x003D 

3번 채널[0x0004] 0x003A 7번 채널[0x0008] 0x003E 

4번 채널[0x0005] 0x003B 8번 채널[0x0009] 0x003F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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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M6080 

주소 설명 LOCK

0x0030 0번 카운터/주파수 Enable[0x0001]/Disable[0x0000]       초기값 0x0001  

0x0031 1번 카운터/주파수 Enable[0x0001]/Disable[0x0000]       초기값 0x0001  

0x0032 0번 카운터 클리어 명령 0x0001  

0x0033 0번 카운터 클리어 명령 0x0001  

0x0034 운전모드 선택하기 카운터[0x0001]/주파수[0x0000]        초기값 0x0001 ON 

0x0035 카운터 모드의 게이트 입력 사용 선택하기                 초기값 0x0000 

 

0x0000 게이트 입력조건 사용하지 않음 

0x0001 게이트 입력조건 사용하지 않음 

0x0002 절연 게이트 입력 High 입력인 경우 카운터 ON 

TTL 입력  Low 입력인 경우 카운터 ON 

0x0003 절연 게이트 입력 Open 또는 Low 입력인 경우 카운터 ON 

TTL 입력 Open, High 입력인 경우 카운터 ON 
 

ON 

0x0036 디지털 필터 적용(0x0001)/비적용(0x0000) 설정            초기값 0x0001 

릴레이 입력과 같이 채터링이 발생되는 기계적인 입력 신호를 카운트할 때 적용하면 

카운터 값의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ON 

0x0037 디지털 필터의 감도 설정 단위 1ms                      초기값 0x000A 

예를 들어 10ms로 설정되었다면, OFF[10ms이상 유지]-->ON[0ms이상 유지]상태에

서 카운트 됩니다.  

ON 

0x0038 0번 카운터 알람 출력 Enable[0x0001]/Disable[0x0000] 초기값 0x0000 

목표 카운터가 되면 디지털 출력으로 알람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목표 카운터는 0x0039, 0x003A > 현재 카운터 조건에서 알람 출력 동작 

ON 

0x0039 0번 카운터의 알람 카운터 상위 워드                  초기값 0xFFFF 

카운터 적용을 위해서는 설정 후 전원 재인가 필요합니다. 

ON 

0x003A 0번 카운터의 알람 카운터 하위 워드                  초기값 0xFFFF 

카운터 적용을 위해서는 설정 후 전원 재인가 필요합니다. 

ON 

0x003B 0번 채널의 알람 출력 값                             초기값 0x0001 ON 

0x003C 1번 카운터 알람 출력 Enable[0x0001]/Disable[0x0000] 초기값 0x0000 

목표 카운터가 되면 디지털 출력으로 알람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목표 카운터는 0x003D, 0x003E > 현재 카운터 조건에서 알람 출력 동작 

ON 

0x003D 1번 카운터의 알람 카운터 상위 워드                  초기값 0xFFFF 

카운터 적용을 위해서는 설정 후 전원 재인가 필요합니다. 

ON 

0x003E 1번 카운터의 알람 카운터 하위 워드                  초기값 0xFFFF 

카운터 적용을 위해서는 설정 후 전원 재인가 필요합니다. 

ON 

0x003F 1번 채널의 알람 출력 값                             초기값 0x0001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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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30xx 모델에만 적용되는 메모리 주소입니다. 

주소 설명 LOCK

0x0030 
KG30xx  ModbusTCP Gate Way 동작모드 설정  

Server Mode [0x0000], Client Mode[0x0001] 
ON 

0x0031 
KG30xx  LAN 통신망을 이용한 1:1 통신 모드 설정 

Normal Mode[0x0000], Cross 1:1 모드[0x0001] 
ON 

0x0032 

~ 

0x0035 

KG30xx  TCP/IP의 IP주소  

설정 값 예 

0x0032 0x0033 0x0034 0x0035 

192 168 0 11 
 

ON 

0x0036 

~ 

0x0039 

KG30xx  TCP/IP의 Gate주소 

설정 값 예 

0x0036 0x0037 0x0038 0x0039 

192 168 0 11 
 

ON 

0x003A 
KG30xx  TCP/IP의 Listen Port 

ModbusTCP의 경우 502번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ON 

0x003B 

~ 

0x003E 

KG30xx  TCP/IP의 Peer IP주소  

0x0030의 동작모드가 Client Mode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의 IP주소를 의미합니다.  

설정 값 예 

0x003B 0x003C 0x003D 0x003E 

192 168 0 30 
 

ON 

0x003F 

KG30xx  TCP/IP의 Peer Port 

0x0030의 동작모드가 Client Mode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의 Listen Port를 의미합니다.  

ModbusTCP의 경우 502번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ON 

0x0040 

KG30xx  KG30xx의 통신설정  

0xSSbb 상위바이트 SS의 설정 가능 값 00 ~ 03  

00 : 8bits, None Parity, 2stop 

01 : 8bits, Odd Parity, 1stop 

02 : 8bits, Odd Parity, 1stop 

03 : 8bits, None Parity, 1stop 

0xssBB 상위바이트 BB의 설정 가능 값 03 ~ 0A  

03 : 1200bps 07 : 19200bps 

04 : 2400bps 08 : 38400bps 

05 : 4800bps 09 : 57600bps 

06 : 9600bps 0A : 115200bp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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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0041 

~ 

0x0044 

KG30xx  TCP/IP의 Mask 

설정 값 예 

0x0041 0x0042 0x0043 0x0044 

255 255 255 0 
 

ON 

   

0x00A9 

~ 

0x00AE 

KG30xx  KG30xx 계열의 MAC 어드레스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MAC어드레스가 00 26 84 00 00 00 이라면  

0x00A9 0x00AA 0x00AB 0x00AC 0x00AD 0x00AE 

0x0000 0x0026 0x0084 0x0000 0x0000 0x0000 
 

쓰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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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읽기 비트 메모리 [KiBus P,A 명령] [ModbusRTU 0x01,0x02,0x05 함수] 

KM6015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입력출력과 관련없는 모델에서는 통신응답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주소 설명 LOCK

0x0000 

~ 

0x000F 

워드 메모모리 영역의 0x0000번지에 해당하는 입력 표현 

15bit 14bit 13bit … 6bit 5bit 4bit 3bit 2bit 1bit 0bit 

OUT15 OUT14 OUT13 … OUT6 OUT5 OUT4 OUT3 OUT2 OUT1 OUT0 

 

비트 메모리 주소 해당 디지털 출력 

0x0000 OUT0 

0x0001 OUT1 

... ... 

0x000F OUT15 

비트 단위의 디지털 출력 주소입니다. 

0x0000 ~ 0x000F번지까지 할당되어있으나 각 제품별 해당되는 영역까지만 유효한  

데이터 명령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8채널의 디지털 출력 제품에 OUT15출력 명령을 전송하면 통신은 성공하겠

지만 동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읽기 비트 메모리 [KiBus P 명령] [ModbusRTU 0x02 함수] 

KM6015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입력출력과 관련없는 모델에서는 통신응답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주소 설명 LOCK

0x0080 

~ 

0x008F 

워드 메모모리 영역의 0x0080번지에 해당하는 입력 표현 

15bit 14bit 13bit … 6bit 5bit 4bit 3bit 2bit 1bit 0bit 

IN 15 IN 14 IN 13 … IN 6 IN 5 IN 4 IN 3 IN 2 IN 1 IN 0 

 

비트 메모리 주소 해당 디지털 출력 

0x0080 IN0 

0x0081 IN1 

... ... 

0x008F IN15 

비트 단위의 디지털 입력 주소입니다. 

0x0080 ~ 0x008F번지까지 할당되어있으나 각 제품별 해당되는 영역까지만 유효한  

데이터 명령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8채널의 디지털 입력 제품에서 IN8 ~IN15  

입력상태는 무의미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