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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layer

GLOBAL IMPACT OF
MITSUBISHI ELECTRIC

미쓰비시전기 그룹은 다음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전기 시스템

터빈 발전기, 수력 발전기, 원자력 기기, 전동기, 변압기, 전력용 전자공학 기기, 차단기, 

가스 절연 개폐 장치, 개폐 제어 장치, 감시 제어, 보호 시스템, 대형 영상 표시 장치, 

차량용 전기 제품,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빌딩 보안 시스템, 빌딩 관리 시스템, 

입자선 치료 장치, 기타

산업 메카트로닉스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 인버터, AC 서보, 표시기, 전동기, 호이스트, 전자 개폐기,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 배전용 변압기, 전력량계, UPS 장치, 산업용 송풍기, 수치 제어 장치, 방전 가공기, 

레이저 가공기, 산업용 로봇, 클러치, 자동차용 전장품, 자동차 엘렉트로닉스,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기기, 자동차 멀티미디어 기기, 기타

정보 통신 시스템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기기, 유선 통신 기기, 감시 카메라 시스템, 위성통신 장치, 인공위성, 

레이더 장치, 안테나 방송 기기, 데이터 전송 장치,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정보 시스템 관련 기기 및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기타

전자 소자

파워 유니트, 고주파 소자, 광소자, 액정 표시 장치, 기타

가정 전기

액정 TV, 룸 에어콘, 패키지 에어콘, 히트 펌프식 급탕 난방 시스템, 냉장고, 선풍기, 환기팬,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전기 온수기, LED 램프, 형광 램프, 조명기구, 압축기, 냉동기, 제습기, 

공기 청정기, 진열장, 클리너, 전기 밥솥, 전자 레인지, IH 쿠킹 히터, 기타

미쓰비시전기 그룹은 "항상 더 나은 것을 

목표로 변혁한다"고 하는 "Changes for the 

Better"의 이념하에 활력과 여유가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eco changes"의 정신으로, 

가정에서 우주까지 모든 부문에서 환경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고객과 

혼연일체가 되어 보다 나은 글로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미쓰비시전기 그룹은 최첨단 환경 기술과 

뛰어난 제품력을 기반으로 풍요로운 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글로벌 환경 첨단 기업"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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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Platform으로 Factory Automation을 "연결"

FA의 과제를 TCO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

상위 정보 시스템(생산 실행 시스템(MES))과 생산 현장을 정보로 연계한 "e-F@ctory※"와 함께 미쓰비시전기가 제안하는 생산 현장의 

컨트롤러, HMI, 엔지니어링 환경, 네트워크를 통합·연계하는 솔루션 "iQ Platform"는 개발·생산·보수 비용 절감을 위해 첨단 테크놀

로지로 고객의 시스템을 통합,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Automation
Controller

Integrated
Network

Integrated

Engineering

ERP

MES

정보 시스템과 생산 현장을 "연결"

ERP(업무 계획 시스템)
MES(생산 실행 시스템)

사람과 기기를 "연결"

컨트롤러&HMI

기기 내·기기 간을 "연결"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환경을 "연결"

엔지니어링 환경

컨트롤러&HMI�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환경�

생산성·제품 품질 향상

1.� MELSEC�시리즈�시스템�버스�성능의�고속화에�

의한�통합�시스템�성능�대폭�향상

2.� 프로그램�표준화에�필요한�FB※1·라벨�전용�

메모리�내장

3.� 강력한�보안�기능�탑재�

높은 정밀도와 생산성으로 손실 최소화

1.� CC-Link�IE에서�1Gbps�고속�통신으로�손실�

없이�데이터�수집�가능

2.� SLMP※2를�이용한�각종�기기의�심리스�통신���

실현

개발, 운용·보수 효율 향상

1.� 대규모�네트워크�구성도를�실제�기기에서�검출

하여�생성�가능

2.��MELSOFT�Navigator와�각�엔지니어링�소프트

웨어�간�파라미터�상호�반영

3.� 각�컨트롤러와�HMI�간에�공통으로�보유하고�있

는�시스템�라벨�디바이스�자동�변경

※1：펑션�블록�� ※2：SeamLess�Message�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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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시스템에서 플랜트 규모의 시스템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최적의 자동화 제어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정 기능에 특화된 시리즈도 갖추고 있어 생산 현장의 모든 요구에 대응합니다.

소규모·단독 타입 전용�

소·중규모용�

중·대규모용�

MELSEC-F시리즈

소형�본체에�풍부한�기능과�확장성이�공존하

는�전원,�CPU,�입출력�일체형�PLC로,�풍부

한�증설�기기를�접속하여�다양한�요구에�대응

합니다.

MELSEC-L시리즈

베이스�불필요�구조를�채택하여,�제어반�내

의�공간�절약을�실현합니다.�현장이�요구하

는�기능,�성능,�조작성을�소형�본체에�응축하

여�간편하고,�보다�사용하기�쉽게�다양한�제

어를�실현합니다.

MELSEC-Q시리즈

멀티�CPU�기능에�의한�병렬처리에�의해�고

속�제어를�실현하여,�고객의�장치,�기계의�퍼

포먼스를�향상시킵니다.

MELSEC iQ-R시리즈

자동화의�새로운�시대를�개척하는�혁신적�차

세대�컨트롤러로,�신개발�고속�시스템�버스를�

탑재하여�택-타임의�대폭적인�절감을�실현

합니다.

MELSEC iQ-F시리즈

시스템�버스�고속화,�내장�기능�충실,�다양한�

네트워크에�대응�가능한�차세대�초소형�PLC

로,�단독�타입에서�네트워크를�포함한�시스템�

제안까지�고객의�"진일보한�제조�환경"을�강

력하게�지원합니다.

The next level of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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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규모용

소규모·단독 타입 전용

중·대규모용

최적의 자동화 제어 영역

일반 기계(포장·식품·성형)

유기 EL·반도체

EMS 관련

자동차 관련

물류·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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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전기 초소형 PLC MELSEC-F 시리즈는 기본 성능 향상, 

구동 기기와의 연계, 프로그래밍 환경 개선을 컨셉으로 

MELSEC iQ-F 시리즈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단독 타입에서 네트워크를 포함한 시스템 제안까지 

고객의 "진일보한 제조 환경"을 강력하게 지원합니다.

소규모·단독 타입 제어가 요구하는 기능과 비용 절감 효과

충실한�내장�기능으로�더욱�사용하기�쉽게!

고객의�"진일보한�제조�환경"을�지원합니다.

CPU�유니트의�아날로그�입출력�기능에�추가

하여�증설�유니트를�사용하여�용도에�최적의�

아날로그�제어가�가능합니다.

내장�위치결정은�물론,�증설�유니트를�사용

하여�본격적인�위치결정도�가능합니다.

내장 기능 아날로그 제어 위치결정 제어

자세한 내용은 P8 자세한 내용은 P14 자세한 내용은 P16



인터넷에�의한�정보�서비스

미쓰비시전기�FA�사이트

"MELSEC�iQ-F�시리즈�소개�페이지"

스마트�폰,�태블릿�단말�등의�기종·브라우저�등

의�이용�환경에�따라서는�올바르게�표시되지�않거

나�일부�기능�등을�이용하실�수�없는�경우가�있습

니다.

MELSEC iQ-F 검색

The next level of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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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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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성능 향상]

CC-Link�IE�필드�네트워크�및�CC-Link�V2

은�물론,�AnyWireASLINK�시스템의�네트워

크에�대응합니다.

시각적이고�직감적인�조작성으로,�"선택"만

하면�가능한�간단�프로그래밍을�실현합니다.

네트워크·통신 프로그래밍 환경

자세한 내용은 P20 자세한 내용은 P24

초소형 PLC의 디자인 컨셉 내장 기능

-�시스템�버스�고속화

-�내장�기능�충실

-�보안�기능�향상

-�배터리�없음

기본 성능 향상

Performance

-�사용하기�쉬운�내장�위치결정(4축�200Kpps)

-�간이�보간�기능�탑재

-�심플�모션�유니트에�의한

����4/8축�동기�제어(전용�소프트웨어�불필요)

Affinity

구동 기기와의 연계

-�드래그&드롭에�의한�간단�프로그래밍

-�펑션�블록(FB)에�의한�개발�작업�시간�단축

-�각종�기능의�파라미터�설정

Programmer's workbench

프로그래밍 환경 개선



내장 기능

CPU 유니트에는 다양한 제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뛰어난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Ethernet 포트, RS-485 포트, SD 메모리 카드 슬롯을 표준 탑재하고 있습니다.

Ethernet 포트는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Basic 대응 가능하므로 다양한 기기와 연결됩니다.

CPU 성능

MELSEC�iQ-F�시리즈는�명령�연산�속도(LD�명령)�34ns의�고속�처리가�

가능한�CPU를�탑재하고�있습니다.

또한,�구조화�프로그램�및�여러�프로그램�실행,�ST�언어,�FB�등이�대응�

가능합니다.

고속 시스템 버스 통신

MELSEC�iQ-F�시리즈는�고속의�CPU와�함께,�1.5K워드/ms(FX3U�

대비로�약�150배)의�고속�시스템�버스�통신을�실현하여�통신�데이터량이�

많은�인텔리전트�기능�유니트�사용�시도�능력을�최대한으로�발휘할�수�

있습니다.

내장 아날로그 입출력(알람 출력)

FX5U에는�12bit의�2ch의�아날로그�입력과�1ch의�

아날로그�출력을�내장하고�있습니다.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탁월한 유지보수성

MELSEC�iQ-F�시리즈는�프로그램�및�디바이스는�플래시�ROM�등의�

배터리가�없는※�메모리로�유지하고�있습니다.

FX5U

프로그램 용량

스텝

명령 연산 속도
(LD, MOV 명령)

PC MIX값

명령

고정 스캔 인터럽트
프로그램

최소
1.5K워드/ms

10워드/ms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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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introduction

※�:옵션의�배터리를�사용하면�디바이스의�유지�가능�용량을�늘리는�것이�가능합니다.



내장 Ethernet 포트 

Ethernet�포트는�네트워크상에서�최대�8�커넥션의�통신에�대응하여�PC�

및�기기와의�접속이�가능합니다.�또한,�상위�기기와�계층을�초월한�SLMP�

통신�등에�대응할�수�있습니다.

RUN/STOP/RESET 스위치 

RUN/STOP/RESET�스위치를�탑재하여,

디버그�시도�전원을�차단하지�않고�재기동할�수�

있으므로�효율적입니다.

내장 RS-485 포트(MODBUS® 기능 내장) 

RS-485�포트를�내장하여�미쓰비시전기�범용�

인버터와의�통신이�최장�50m,�최대�16대까지�

가능합니다(6개의�인버터�전용�명령으로�컨트롤�

가능).�또한,�MODBUS�기능에도�대응하고�있으며,�

PLC�및�센서,�온도�조절기�등의�MODBUS�대응�기기와�

최대�32국까지�접속할�수�있습니다.

내장 SD 메모리 카드 슬롯 

프로그램의�업데이트�및�장치의�양산에�편리한�SD�메모리�카드�슬롯이�

내장되어�있습니다.�또한,�SD�메모리�카드에는�데이터를�로깅※1할�수�

있으므로�장치�상태�및�생산�현황�등의�분석에�도움이�됩니다.

커넥터�타입� 스프링�클램프�단자대�타입NEW

※1:FX5U/FX5UC�Ver.1.040�이후�또한�제품�번호�16Y****�이후,�GX�Works3의�Ver.1.030G�이후,�CPU�유니트�로깅�설정�도구의�Ver.1.64S�이후에서�대응합니다.

※2:GX�LogViewer�Ver.1.64S�이후에서�대응합니다.

CPU 유니트와 엔지니어링 도구
(GX Works3)는 Ethernet 케이블 1개로 
직접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각 기기는 
파라미터에서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thernet

›› 데이터 로깅 기능

GX LogViewer※2를 사용하면 

비주얼 표시에 의한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로깅로깅

설정

The next level of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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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기능

Function introduction

트러블이�발생한�때의�전후�상황만을�좁혀�로깅하는�[트리거�로깅]에�의해�

효과적으로�트러블�분석이�가능합니다.�조건을�설정하면�중요한�데이터만�

저장할�수�있습니다.

FTP�서버�기능※4에�의해�현장에�가지�않고�원격지에서�로깅�데이터의�

수집이�가능합니다.�사무실의�PC에서�여러�로깅�파일을�일괄�관리�할�수�

있으므로�관리,�보전�작업�시간이�절감됩니다.

컴퓨터�및�네트워크�기기에서의�정보를�정기적으로�SD�메모리�카드에�저장할�수�있습니다.�저장된�데이터를�활용하여�장치의�가동�상황이나�트러블�원인을�

효과적으로�분석할�수�있습니다.�로깅�설정�도구※3를�사용하여�간단하게�설정만하면�되므로�추가�프로그램은�필요하지�않습니다.

데이터 로깅 기능※1※2 NEW

데이터�로깅�기능※1※2�

펌�웨어�업데이트

최신�기능을�사용하는�경우,�CPU�유니

트의�펌�웨어를�업데이트할�필요가�있

습니다.

데이터�로깅�기능

미쓰비시전기�PLC

MELSEEC�iQ-F�데이터

로깅�기능

※1:FX5U/FX5UC�Ver.1.040�이후�또한�제품�번호�16Y****�이후,�GX�Works3의�Ver.1.030G�이후,�CPU�유니트�로깅�설정�도구의�Ver.1.64S�이후에서�대응합니다.

※2:데이터�로깅�기능과�메모리�덤프�기능의�동시�사용은�불가능합니다.�백업/복원�기능의�사용에는�일부�제한이�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매뉴얼을�참조하십시오.

※3:CPU�유니트�로깅�설정�도구는�미쓰비시전기�FA�사이트에서�무상으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4:FX5U/FX5UC�Ver.1.040�이후�또한�제품�번호�16Y****�이후,�GX�Works3의�Ver.1.030G�이후에서�대응합니다.

압력 센서

온도 센서

트리거 조건값

검사기

트리거
이상 원인 검사기 NG 신호

트러블 발생 전후의 데이터 수집!

FTP 서버 기능 ※4

원격지에서 로그를 정밀 조사하여 활용!

Ethernet

공장

FTP 서버

사무실

PC

[FTP 클라이언트]

10

최대 쓰기 문자수

코멘트:1024문자  스테이트먼트:5000문자

MELSEC�iQ-F�시리즈는�프로그램�및�디바이스를�플래시�ROM�등의�비휘발성�메모리로�유지하고�있

으므로�배터리는�필요하지�않습니다.

MELSEC�iQ-F�시리즈의�프로그램�메모리�용량은�64K스텝이�있는데,�용

도별로�메모리의�데이터�영역이�확보되어�있으므로,�64K스텝�모두를�프로

그램�영역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따라서�코멘트,�스테이트먼트도�영역�내에서�자유롭게�쓰는�것이�가능합니

다.

용도에 따른 메모리 영역

프로그램 64K스텝

프로그램 데이터 백업 데이터 로깅 데이터

최대 4G 바이트까지
영역 사용 가능

데이터(코멘트 등) 디바이스, 라벨



외부의�부정�액세스에�의한�데이터의�복사,�변조,�오조작,�부정�실행�등을�

보안�기능(블랙�패스워드,�파일�패스워드,�리모트�패스워드,�보안�키�

인증)으로�방지합니다.

보안

파라미터에서�투과�또는�차단하는�상대�기기의�IP�어드레스를�설정하여�

상대�기기의�액세스를�제한합니다.�액세스�소스의�IP�어드레스를�식별하여�

부정확한�IP�어드레스�지정에�의한�액세스를�방지할�수�있습니다.

IP 필터 기능※3 NEW

※1:GX�LogViewer�Ver.1.64S�이후에서�대응합니다.

※2:CPU�유니트�Ver.1.040�이후�제품�번호�16Y****�(2016년�11월)에서�대응합니다.

※3:�FX5U/FX5UC�Ver.1.050�이후,�GX�Works3의�Ver.1.035M�이후에서�대응합니다.

GX LogViewer※1에 의해 로깅 데이터를 더욱 쉽게 분석 가능

GX�LogViewer※1는�데이터�로깅�기능※2를�가지고�있는�유니트에서�수집된�대용량의�데이터를�간단한�조작으로�표시·분석하는�도구입니다.

설정�도구�및�엔지니어링�도구와�동일하게�조작하여�접속�대상을�설정함으로써�쉽게�로깅�파일을�확인할�수�있습니다.

GX�LogViewer※1는�미쓰비시전기�FA�사이트에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데이터
로깅

로깅
설정

GX LogViewer※1를 사용하면 비주얼 표시에 의해 효과적으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 보안 키 인증 기능 예

불법 복사

복사

프로그램
실행 불가능

프로그램
실행

키 Ａ 키 Ａ 

키 Ａ 

키 Ａ 키 Ａ

키 없음, 
또는 키 B

상대 기기

IP 어드레스：192.168.1.2

Ethernet

상대 기기

IP 어드레스：192.168.1.3

상대 기기

IP 어드레스：192.168.1.5

[액세스 허가]

IP 어드레스：192.168.1.2

IP 어드레스：192.168.1.3

[액세스 금지]
액세스 허가 이외

액세스 금지액세스
허가

액세스
허가

The next level of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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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유니트에�SD�메모리�카드를�장착해�두면,�임의의�타이밍에�데이터를�

백업할�수�있습니다.�또한,�백업한�데이터는�임의의�타이밍에�복원할�수�

있습니다.

CPU�유니트�자동�교환�기능을�사용하면,�전원�ON�또는�리셋�시�자동으로�

SD�메모리�카드의�데이터가�복원됩니다.

백업/복원 기능※1(디바이스/라벨 데이터※2 ※3, 데이터 메모리※4)

CPU�유니트�내의�디바이스/라벨�데이터�및�데이터�메모리를�SD�메모리�카드에�백업※5할�수�있습니다.

백업한�데이터는�필요에�따라�복원할�수�있습니다.

장치�개발�중�디버그�및�원격지�등에서의�에러�발생�시�트러블�슈팅에�

활용할�수�있습니다.

수집�결과는�GX�Works3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메모리�덤프의�결과�표시로�디바이스�일람을�표시하거나�오프라인�모니터로�

메모리�덤프한�상황을�재현할�수�있습니다.

CPU�유니트의�디바이스값을�임의의�타이밍에�SD�메모리�카드에�저장할�수�있습니다.

에러�발생�시�트리거가�성립되도록�설정해�두면�에러�발생�시의�상태를�확인할�수�있으므로,�원인�확인과�추적에�도움이�됩니다.

메모리 덤프 기능※6※7 NEW

파일�패스워드�기능으로�보호되어�있는�데이터가�CPU�유니트�내에�있는�경우에는�백업·복원할�수�없습니다.

보안�키�인증�기능�설정�시는�보안�키를�CPU�유니트에�쓰지�않으면�프로그램은�실행할�수�없습니다.

※1:백업/복원�기능�실행�중에는�일시적으로�사용할�수�없는�기능이�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매뉴얼을�참조하십시오.

※2:FX5U/FX5UC�Ver.1.045�이후에서�대응합니다.

※3:인텔리전트�기능�유니트의�버퍼메모리�제외.

※4:FX5U/FX5UC�Ver.1.050�이후에서�대응합니다.

※5:FX5U/FX5UC�제품�번호�16Y****�이후에서�대응합니다.

※6:메모리�덤프�기능과�데이터�로깅�기능의�동시�사용은�불가능합니다.�백업/복원�기능의�사용에는�일부�제한이�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매뉴얼을�참조하십시오.

※7:FX5U/FX5UC�Ver.1.050�이후�또한�제품�번호�16Y****�이후,�GX�Works3의�Ver.1.035M�이후에서�대응합니다.

 주의하십시오

Function introduction

내장 기능

디바이스/라벨 데이터, 
데이터 메모리

백업

복원

백업 데이터가 저장된
SD 메모리 카드

CPU 유니트 고장 
SD 메모리 카드를 새로운
CPU 유니트에 장착하여 
기동하기만 하면 복구 가능

PC가 없어도 복구 가능!

CPU 유니트 교환

메모리 덤프를 설정하면 …

메모리 덤프
설정 파일

메모리 덤프
파일

비트 디바이스 ON
또는

에러 발생

수집된 디바이스 데이터를 SD 메모리 카드에 저장.

PC

메모리 덤프 결과 표시 화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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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 일람

내장 기능을 사용한 아날로그 입출력(알람 출력) 제어　

FX5U CPU 유니트

Ethernet

GOT

인버터

아날로그 출력

아날로그 입력

PC

FX5U CPU 유니트에는 12bit의 2ch의 아날로그 입력과 1ch의 아날로그 

출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없이 파라미터 설정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치의 시프트 및 스켈링 설정, 알람 출력 설정도 파라미터에서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출력을 사용한 인버터 제어 예

3ch 4ch 8ch

FX5-4AD-ADP

FX5U CPU 유니트

FX5-4DA-ADP

FX5-4AD-TC-ADP

열전대용

측온저항 체용

FX5-4AD-PT-ADP

FX5-4LC

FX3U-4LC ※

[4ch]의 온도 입력

(채널 단위로 선택 가능)

[4ch]의 트랜지스터 출력

ᆞ2 위치 제어

ᆞPID 제어

FX5-4AD※
FX5-8AD

FX5-8AD

FX5-4DA ※

ᆞ가열 냉각 PID 제어

ᆞ캐스케이드 제어

ᆞ2 위치 제어

ᆞPID 제어

ᆞ가열 냉각 PID 제어

ᆞ캐스케이드 제어

[4ch]의 온도 입력

(채널 단위로 선택 가능)

[4ch]의 트랜지스터 출력

[8ch]의 멀티 입력

(채널 단위로 선택 가능)

ᆞ전압

ᆞ전류

[8ch]의 멀티 입력

(채널 단위로 선택 가능)

ᆞ측온저항체(Pt100, Ni100)

ᆞ열전대(K, J, T, B, R, S)

2ch

1ch

4ch

4ch

4ch

4ch

온도 조절온도 센서 입력 

아날로그
입력

NEW

NEW

NEW

NEW

NEW

아날로그
출력

온도/
온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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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제어

FX5U CPU 유니트는 아날로그 입출력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확장 어댑터 및 증설 유니트를 이용하여 아날로그량

(전압, 전류 등)의 입력이나 출력도 가능합니다.

CPU 유니트의 아날로그 입출력 기능에 추가하여 다양한 증설 유니트에서 용도에 최적의 아날로그 제어가 가능합니다.

Function introduction



전압, 전류, 열전대, 측온저항체 입력 1대로 멀티에 대응 가능!

4채널 입출력 대응 온도 조절 가능!

멀티 입력 유니트　　FX5-8AD

온도 조절 유니트　FX5-4LC

다양한 용도에서 멀티에 대응 단선 검출 간단 로깅 기능으로 트러블 분석

전압,�전류,�열전대(K,�J,�T,�B,�R,�S),�

측온저항체(Pt100,�Ni100)의�입력에�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열전대,�측온저항체의�단선을�쉽게�검출할�수�

있으므로,�Down�Time�절감에�의한�보수�비용�

절감이�가능합니다.

채널마다�10000점의�데이터�로깅이�가능하며�

버퍼메모리에�저장됩니다.

로그를�남겨�두면,�트러블�시�원인�추적에�도움이�

됩니다.

채널마다 입력 타입 설정 가능!

다양한 온도 센서 사용 가능 PID 제어에 대응 온도 이력 추적 관리에 대응

열전대,�측온저항체,�저전압의�입력에�

대응합니다.

폭넓은�용도에�대응�가능합니다.

출력값이�목표값을�초과하게�되는�오버슈트�및�

목표값의�전후를�진동하는�헌팅�현상을�억제할�수�

있습니다.

온도�변화를�파형으로�확인할�수�있으므로,�

리얼타임으로�표시되는�온도�파형을�확인하면서�

파라미터�조절이�가능합니다.

채널마다 입력 타입 설정 가능!

NEW

NEW

전압

전류

열전대

측온저항체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에 의해

배선도 간단!

아날로그 입력 합계 8 채널

센서

!단선!

단선 시는 ALM LED가 점멸

로깅

설정

센서PC

열전대

저전압

측온저항체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에 의해

배선도 간단!

온도 센서 입력 합계 4 채널
(채널 간 절연)

시간

온도

시간

온도

헌팅 억제!

오버슈트 억제!

PC

센서

리얼타임으로
온도 파형 표시

온도 파형을
확인하면서
파라미터 설정
가능

The next level of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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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 출력

ON(정회전)

회전 방향

OFF(역회전)

펄스열+부호의 경우

최대 8ch

200kHz ※2

[내장 위치결정을 사용한 박스 포장 장치 예]

200kpps

200kpps

200kpps

1축

2축

3축

4축
200kpps

간이 직선 보간(2축 동시 스타트)

x

y

시점

목표 지점 v(x,y)

X 좌표

Y 좌표

서보앰프

기종 일람

20μs의 고속 기동에 대응하는 내장 위치결정(200Kpps, 4축 내장)

FX5U/FX5UC�CPU�유니트에는�고속�펄스�입력�8ch의�고속�카운터�기능과�4축의�펄스�

출력에�의한�내장�위치결정�기능을�갖추고�있습니다.

기존�기능의�인터럽트�정지�운전이나�가변속�운전에�추가하여�새로운�기능이�추가되어

내장�위치결정�기능이�더욱�사용하기�쉽게�되었습니다.

※1:FX5U/FX5UC�CPU�유니트에�대한�접속에는�FX5-CNV-BUS�또는�FX5-CNV-BUSC가�필요합니다.

※2:FX5U-32M,�FX5UC-32M일�때만�6ch�200kHz+2ch�10kHz

FX5U/FX5UC CPU 유니트

1축 2축 4축 8축

FX5U/FX5UC CPU 유니트

FX5-20PG-P

FX5-16ET/ES-H, FX5-16ET/ESS-H

FX3U-1PG※1

FX5-80SSC-S

CPU 유니트

(내장 위치결정), 

I/O 유니트

FX5-40SSC-S

NEW

NEW

NEW

위치결정

유니트

심플 모션

유니트

16

Function introduction

위치결정 제어

FX5U/FX5UC CPU 유니트는 위치결정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 및 심플 모션 유니트를 이용

하여 복잡한 다축·보간 제어도 가능합니다.



CPU 유니트와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축 제어 실현

기동 고속화 실현 고속 기동 기능에 대응

일반�위치결정�기동�처리를�고속화하여�기동�시간을�0.5ms로�단축할�수�

있습니다.

위치결정�데이터를�미리�분석해�두면,�일반�위치결정�기동보다�고속으로�

위치결정을�기동할�수�있습니다.

※1:FX5U-32M,�FX5UC-32M일�때만�6ch�200kHz+2ch�10kHz

※2:1축�직선�제어·1축�속도�제어의�경우.�기타�제어에�관해서는�매뉴얼을�참조하십시오.

※3:외부�지령�신호에�의한�기동의�경우.�위치결정�기동�신호에�의한�기동은�30μs.

기동의 고속화로 더욱 자유롭게 2축 위치결정!

2축 펄스열 위치결정 유니트　　FX5-20PG-P NEW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　FX5-16ET/ES-H             , FX5-16ET/ESS-H NEWNEW

최대 합계 12축의 다축 제어 가능!!

＋ FX5-16ET/E□-H 2축

CPU 유니트 4축

4대 8축× =

＋

Ethernet

최대 8ch 200kHz ※1GOT

온도 조절기

인버터인버터

서보앰프

로터리 엔코더

PC

위치결정 2축× 4대

FX5-16ET/E□-H

내장 위치결정 4축

FX5U/FX5UC CPU 유니트

서보앰프

200kpps

200kpps

■1축 직선 제어 시 기동 시간 비교

（FX2N-20GM）

（FX5-20PG-P）

약1/40 의 시간으로

단축!

20ms

0.5ms ※2

시리즈

■기동 시간 비교

일반 기동
(1축 직선 제어 시)

고속 기동
약1/25 의 시간으로

단축!

0.5ms※2

20μs
※3

The next level of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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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 모션 유니트(4/8축 제어 유니트)

소형 장치에 심플 모션으로 다양한 제어

심플�모션�유니트는�SSCNET�Ⅲ/H에�대응한�4/8축의�위치결정�기능�탑재�

유니트입니다.

테이블�방식에�의한�프로그램으로�직선�보간,�2축�원호�보간,�치수�이송�및�

연속�궤적�제어를�조합하여�다양한�용도에�대응할�수�있습니다.

심플�모션�유니트는�파라미터�설정과�시퀀스�프로그램에서의�기동으로�위치결정�제어,�어드밴스드�동기�제어,�캠�제어,�속도ㆍ토크�제어�등�다양한�모션�제어를�

쉽게�실현합니다.

기어,�샤프트,�변속기,�캠�등의�기계�장치를�소프트웨어로�대체한�동기�

제어에�추가하여�캠�제어,�클러치,�캠�자동�생성�등의�기능을�쉽게�실현할�수�

있습니다.�또한,�축마다�동기�제어의�기동,�정지가�가능하므로,�동기�제어�

축과�위치결정�제어�축을�혼용할�수�있습니다.

동기�엔코더�축에�최대�4축※1까지�동기�운전이�가능하므로�다양한�장치에�

대응할�수�있습니다.

SSCNET Ⅲ/H에 의한 위치결정 제어

동기 제어

ㆍ직선 보간

ㆍ원호 보간

ㆍ연속 궤적 제어

ㆍS자 가감속

ㆍ실링 장치

ㆍ팔레타이저

ㆍ연마 장치

주요 기능 애플리케이션 사례

ㆍ동기�제어와�캠�제어로�장치에�맞는�시스템을�구축할�수�있습니다.

ㆍ최대�64종※2의�캠�패턴을�등록할�수�있으므로�다른�내용물에도�즉시�

대응�가능합니다.

ㆍ워크의�동작을�멈추지�않고�연속적인�동작이�가능합니다.

※1:FX5-80SSC-S는�8축

※2:FX5-80SSC-S는�128종

NEW심플 모션 유니트(4/8축 제어 유니트)  FX5-40SSC-S, FX5-80SSC-S

FX5-40SSC-S

MR-J4 시리즈

3축

4축

2축

1축
인버터

RS-485

18

위치결정 제어

Function introduction



워크에�넣어진�마크에�의한�입력에서�절단기축이�차이를�보정할�수�있어�워크를�일정한�위치에서�컷�할�수�있습니다.

기존에�작성이�어려웠던�로터리�커터의�캠�데이터를�시트�길이,�동기폭,�캠�

분해능�등을�입력하여�쉽게�자동�생성할�수�있습니다.

또한,�캠�데이터를�캠�저장�영역에�저장하면�전원�OFF�후에도�이전의�캠�

데이터를�계속해서�사용할�수�있으므로,�시스템의�기동�시간�단축,�다품종�

생산을�실현할�수�있습니다.

회전형�서보�모터는�물론�리니어�서보�모터,�다이렉트�드라이브�모터,�인버터�FR-A800�시리즈,�파트너사의�기기�등을�접속할�수�있습니다.

마크 검출 기능

캠 데이터 자동 생성

여러 구동 기기

항  목 FX5-40SSC-S FX5-80SSC-S

메모리�용량
캠�저장�영역 64KB 128KB

캠�전개�영역 1024KB

등록수※1
캠�저장�영역 최대�64개 최대�128개

캠�전개�영역 최대�256개

※1:메모리�용량과�캠�분해능,�좌표수에�따라�최대�캠�등록수가�다릅니다.�자세한�내용은�매뉴얼을�참조하십시오.

※2:파트너�제품�및�인버터�FR-A800은�심플�모션�유니트에�대응하는�버전을�사용하십시오.

※3:파트너�제품의�자세한�내용은�서보�시스템�파트너�제품�카탈로그를�참조하십시오.

FX5-40SSC-S

MR-J4 시리즈

마크 센서 
Corner mark

마크 센서 ON

캠 데이터 동기 축길이
(동기축의 원주)

시트 길이

시트 동기폭

시트 이송

캠축(동기축) 속도

시트 전송 속도

シート同期幅시트 동기폭스
트

로
크

비

시트 길이 등의
파라미터 설정

사용자 작성 GOT 화면

회전형
서보 모터

리니어
서보 모터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

시리얼 ABS
동기 엔코더

Q171ENC-W8

MR-J4-B

FX5-80SSC-S

MR-J4-B-RJ

인버터
FR-A800 ※2MR-J4W2-B

미쓰비시전기 서보 시스템 파트너 ※2 ※3

The next level of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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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X5U/FX5UC CPU 유니트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BUS 또는 FX5-CNV-BUSC가 필요합니다.

※2:FX5U CPU 유니트에만 접속 가능합니다.

FX3U-16CCL-M ※1 FX3U-64CCL ※1

CC-Link V2

FX5-CCL-MS

NEW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FX5-CCLIEF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Basic

FX5U/FX5UC CPU 유니트
(Ethernet 포트)

Ethernet

FX5U/FX5UC CPU 유니트
(Ethernet 포트)

FX5-232ADP FX5-485ADP FX5-232-BD ※2 FX5-485-BD ※2

MODBUS/RTU

FX5U/FX5UC CPU 유니트
(내장 RS-485 포트)

FX3U-128ASL-M
(일본용 제품)

※1 FX3U-128BTY-M
(일본용 제품)

※1

Sensor Solution

FX5-ASL-M

NEW

Serial 통신

FX5U/FX5UC CPU 유니트
(내장 RS-485 포트)

FX5-232ADP FX5-485ADP FX5-232-BD ※2 FX5-485-BD ※2

20

기종 일람

네트워크·통신

MELSEC iQ-F 시리즈는 CC-Link에 의한 고속 네트워크 및 Ethernet, MODBUS, Sensor Solution 등 제어 내용에 따라 네트

워크 구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초고속·고효율로 공장 전체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Function introduction



※1:FX5U/FX5UC�Ver.1.050�이후,�GX�Works3의�Ver.1.035M�이후에서�대응합니다.

※2:내장�RS-485�포트�및�FX5-485-BD를�포함한�경우에는�50m�이하.

※3:내장�RS-485,�RS-485�확장�보드의�경우.

※4:FX5-485ADP로�구성�시.�통신�기기의�종류에�따라�거리가�다릅니다.

MODBUS 통신

FX5�PLC가�MODBUS�통신의�마스터국�또는�슬레이브국으로서�다양한�

MODBUS�통신�기기와�접속할�수�있습니다.

무수순 통신

바코드�리더,�프린터,�PC,�계측기�등의�RS-232C�/RS-485�인터페이스�

기기�간에�무수순�시리얼�통신을�실행할�수�있습니다.

인버터 통신

인버터를�RS-485�통신에�의해�최대�16대까지�운전�제어할�수�있습니다.

간이 PLC 간 링크

FX5�PLC�또는�FX3�PLC�간을�RS-485�통신으로�접속하여�자동으로�

데이터�교신하는�통신입니다.

병렬 링크 기능※1

CPU�유니트를�2대�접속하여�상호�디바이스�데이터를�자동으로�링크하는�

기능입니다.�타국의�ON/OFF�상태�및�데이터�레지스터의�수치를�확인할�수�

있습니다.

링크하고자�하는�점수나�링크�시간에�따라�일반�병렬�모드/고속�병렬�

모드의�2종류�중에서�선택할�수�있습니다.�병렬�링크는�CPU�유니트�1대에�

1채널만�사용할�수�있습니다.

NEW

최대 1200m※2

or

데이터를 상호 링크

일반 병렬 링크 모드 고속 병렬 링크 모드

FX5-485ADPFX5-485ADP

최장 50m ※3

최대 32국

MODBUS 대응 기기
(인버터, 온도 조절기 등)

MODBUS(RS-485)

바코드 리더
RS-232C 확장 보드 및

내장 RS-485 포트

RS-232C/RS-485 통신

RS-485

내장 RS-485 포트 등

최대 8대 최장 1200m ※4

FX3 시리즈내장 RS-485 포트 등

미쓰비시전기
범용 인버터

최장 50m※3

최대 16대RS-485

The next level of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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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485, RS-232C 기기를 사용한 통신

ㆍIVCK� :�운전�감시

ㆍIVDR� :�운전�제어

ㆍIVRD�� :�파라미터�읽기

ㆍIVWR�� :�파라미터�쓰기

ㆍIVBWR��:�파라미터�일괄�쓰기

ㆍIVMC�� :�여러�커맨드

　�� (2종류�쓰기와�2종류의�읽기)



Ethernet을 사용한 통신

네트워크·통신

동시 통신은
최대 8대

Ethernet

PC
(FTP 클라이언트)

GOTPC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리모트 I/O국
CC Link IE 필드
네트워크 Basic

슬레이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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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Ethernet 기능

CC-Link�IE�필드�네트워크�Basic,�FTP�서버�등의�프로토콜에�대응하며,�

통신�설정은�파라미터에서�쉽게�설정할�수�있습니다.

GX�Works3에서의�진단�기능�및�SLMP�통신�기능,�소켓�통신�기능,�

IP�어드레스�변경�기능�등의�다양한�기능�및�리모트�패스워드에�의한�

외부에서의�부정한�액세스�방지�등에�대응할�수�있습니다.

SLMP 통신

공통�프로토콜인�SLMP※를�이용하여�PC�등에서�CPU�유니트의�디바이스�

데이터의�읽기/쓰기가�가능합니다.

하나의�네트워크와�같이�심리스�통신이�가능하므로,�사무실,�현장�

어디에서나�기기의�모니터�및�프로그램�수정�등을�실행할�수�있습니다.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MELSEC�iQ-R�시리즈를�마스터국으로�하는�CC-Link�IE�필드�네트워크�

시스템에�대해서�MELSEC�iQ-F�시리즈를�인텔리전트�디바이스국으로�

접속할�수�있습니다.

다양한�네트워크를�이용하지�않고�효과적에서�초고속·정시성을�

실현합니다.�링형,�스타형,�라인형�등�유연한�배선�방법으로�배선�비용�및�

신뢰성�향상이�가능합니다.

리모트 유지보수

GX�Works3을�VPN�경유로�접속하여�프로그램을�읽거나�쓸�수�있습니다.

현장에�가지�않고�떨어져�있는�장소의�트러블�슈팅이�가능하므로,�보수�

비용�절감으로�연결됩니다.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Basic

CC-Link�IE�필드�네트워크�Basic은�범용�Ethernet을�활용한�FA�

네트워크입니다.

링크�디바이스를�사용하여�마스터국과�슬레이브국�간에�정기적(사이클릭�

전송)으로�데이터�교신을�합니다.�상위�시스템에서�생산�현장의�기기까지�

범용�Ethernet으로�접속�가능하므로,�저렴한�비용으로�네트워크를�구축할�

수�있습니다.

Function introduction

※：SeamLess�Message�Protocol

SLMP※로 교신

PC

HUB 또는 라우터

VPN 터널

PC

VPN 라우터 VPN 라우터

PC

FX5-CCLIEF FX5-CCLIEF

슬레이브국

마스터국

HUB

FX5-CCLIEF

슬레이브국

리모트 I/O 리모트 I/O 

마스터국

HUB

미쓰비시전기 범용 인버터 등



CC-Link�V2�대응�네트워크�시스템을�저렴한�비용으로�구축�가능합니다.�FX5-CCL-MS는�마스터국/인텔리전트�디바이스국,�

모든�기능을�가지고�있으므로,�파라미터에서�전환하면�모두�사용할�수�있습니다.

Anywire�Co.�AnyWireASLINK�시스템에�접속�가능합니다.�센서와�미쓰비시전기�FA�제품과의�연계로�센서의�"진화"를�

강화함으로써,�센서의�단선�검출�등�예방�보전에�도움이�됩니다.

AnyWireASLINK 시스템에 대한 접속

타국 액세스 기능에 대응

자국에�접속한�GX�Works3에서�같은�네트워크의�타국�PLC�프로그램의�

읽기/쓰기/디바이스�모니터�등이�가능합니다.

MELSEC�iQ-F�시리즈�각각에�GX�Woks3을�접속하여�프로그래밍할�

필요가�없으므로,�작업�시간�단축으로�연결됩니다.

마스터국/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기능 탑재

마스터국과�인텔리전트�디바이스국의�모든�기능을�가지고�있으므로,�

파라미터에서�전환하면�모두�사용할�수�있습니다.

CC-Link 시스템 마스터·인텔리전트 디바이스 유니트　FX5-CCL-MS

AnyWireASLINK 시스템 마스터 유니트　FX5-ASL-M

CC-Link 통신

NEW

NEW

※1:분기�방법�지정,�각�터미널�간�최소�거리�등의�규정이�없습니다.

※2:지선�길이를�포함한�총연장�거리입니다.

※3:대수는�각�슬레이브�유니트의�소비�전류에�따라�변동됩니다.

리모트 디바이스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리모트 I/O국 

마스터국

최대 접속 국수 24 국

타국
액세스
기능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마스터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Powered by

토폴러지 프리※1×총연장 거리 200m ※2 ×접속 가능 대수 128 대※3

ASLINKER ASLINKTERMINAL ASLINKAMP ASLINK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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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introduction

부품을 사용하여 간단 시스템 설계

유니트 파라미터 자동 생성

프로그래밍 환경

GX Works3은 시퀀스 프로그램의 설계 및 보수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시각적이고 직감적인 조작성으로, "선택"만하면 가능한 간단 프로그래밍,

트러블슈팅 가능한 진단 기능으로 엔지니어링 비용 절감을 실현합니다.

GX�Works3에서는�부품을�선택하여�드래그&드롭�하기만�하면�유니트�구성도�작성이�가능하므로�시스템을�쉽게�설계할�수�있습니다.

유니트�구성도�작성�시�유니트를�더블�클릭하기만�하면,�유니트의�파라미터를�자동�생성할�수�있습니다.

또한,�관련�파라미터가�워크�윈도우에서�표시되므로�간편하게�각�내용을�설정할�수�있습니다.

드래그 & 드롭

구성하고자 하는 

유니트를 부품 선택 윈도우에서 

드래그&드롭으로 추가

네비게이션 윈도우에 

유니트 파라미터 추가

관련 파라미터의 
워크 윈도우 표시

더블 클릭



미쓰비시전기�FA�사이트

미쓰비시전기�PLC

MELSEC�iQ-F

퀵�도입�가이드�동영상

래더�언어편 FBD/LD�언어편

The next level of industry

25

주요 프로그램 언어에 대응

프로그래밍의 부하 절감에 도움이 되는 라벨

GX�Works3은�IEC�준거�주요�프로그램�언어를�지원하므로,�같은�프로젝트에서�다른�프로그램�언어를�동시에�취급할�수�있습니다.

또한,�프로그램에서�사용되는�라벨이나�디바이스는�다른�언어의�프로그램에서�공유할�수�있습니다.

GX�Works3에서는�디바이스에�의한�프로그램밍은�물론�글로벌�라벨,�로컬�라벨,�유니트�라벨을�사용할�수�있습니다.

글로벌�라벨은�여러�프로그램�간�및�다른�MELSOFT�소프트웨어�간에�공유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로컬�라벨은�등록되어�있는�프로그램�및�FB�중에서�사용할�

수�있습니다.�유니트�라벨은�각종�인텔리전트�기능�유니트의�버퍼메모리�정보를�갖고�있습니다.

따라서�버퍼메모리�어드레스에�관계없이�프로그래밍이�가능합니다.

GX�Woks3을�사용한�프로그래밍의�기초를�

왼쪽의�카탈로그�또는�QR�코드에서�보실�수�

있습니다.

L(NA)�08448

ST 언어

FBD/LD 언어

래더 언어

로컬 라벨 에디터

드래그 & 드롭

드래그 & 드롭

글로벌 라벨 에디터

유니트 라벨



MELSEC�iQ-F�시리즈는�지금까지�프로그램�입력이�필요했던�각�기기의�

설정�내용을�표�형식으로�입력할�수�있습니다.

따라서�내장�기능은�물론,�증설�기기도�각�파라미터의�항목에�수치를�입력

하기만�하면�간편하게�설정�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의�실행�트리거도�파라미터에서�설정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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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introduction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

ㆍCPU�파라미터·Ethernet�포트·RS-485�포트

ㆍ입력�응답�시간·확장�보드·메모리�카드·보안�등�설정

ㆍ확장�어댑터,�인텔리전트�기능�유니트�설정

ㆍ프로그램�파라미터�설정

간편한 파라미터 설정

특수 디바이스의 편의성은 그대로

기존의�특수�디바이스는�그대로,�상위�기종에�호환�가능한�편리한�

시스템�디바이스�등�합계�12000점까지�확장하였습니다.

래치 범위의 설정을 자유자재로 사용자 정의

디바이스마다�래치�범위의�설정이�가능합니다.

클리어�조작�시�래치�클리어�범위를�선택하는�것도�가능합니다.

편리한 타이머·카운터 설정

명령의�쓰는�방법이나�디바이스�종류로�타이머·카운터의�특성이�

정해지므로,�디바이스�번호에�관계없이�프로그램을�작성할�수�있습니다.

래치�릴레이�및�링크�릴레이�신설,�타이머�및�카운터�확장�등�디바이스가�충실해졌습니다.

내부�메모리는�디바이스�점수의�할당을�변경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유연한 내부 디바이스

타이머

OUT�T0 100ms�타이머

OUTH�T0 10ms�타이머

OUTHS�T0 1ms�타이머

적산 타이머

OUT�ST0 100ms�적산�타이머

OUTH�ST0 10ms�적산�타이머

OUTHS�ST0 1ms�적산�타이머

카운터

OUT�C0 16비트�카운터

OUT�LC0 32비트�카운터

※1:GX�Works2에서�작성한�FX3U/FX3UC의�프로젝트를�MELSEC�iQ-F�시리즈에�유용하는�경우에는�자동으로�디바이스가�변환됩니다.

※2:일부�디바이스명이나�디바이스�번호가�다를�수�있습니다.

프로그래밍 환경

CPU 유니트

내장 기능 파라미터

증설 기기 파라미터

확장 보드

확장 어댑터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RS-485

MODBUS

Ethernet

・
 ・
  ・
   ・
    ・

・
 ・
  ・
   ・
    ・

초기 실행 타입
(원점복귀, 

첫회 통신 등)

스캔 실행 타입

대기 타입

고정 스캔 실행 타입
(샘플링, 위치결정, 

통신 처리 등)

프로그램 파라미터

 

이벤트 실행 타입
(비상 정지 처리 등)

（FX3U/FX3UC）

시리즈

합계 12000점

새로 확장된
시스템 디바이스

기존의 편리한 디바이스

변환하여 사용 가능 ※1

·M8000~ → SM8000 ※2~

·D8000~ → SD8000 ※2~



※:GX�Works3의�Ver.1.035M�이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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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Simulator3을�사용하면,�PC의�가상�PLC에서�프로그램을�디버그할�수�있습니다.�실제�기기에서�동작시키기�전에�확인할�수�있어�편리합니다.

구동 시뮬레이션

심플 모션 유니트 설정 도구 통합

GX�Works3에�심플�모션�설정�도구가�통합되어,�GX�Works3만으로�심플�모션�유니트의�파라미터,�위치결정�데이터,�서보�파라미터의�설정에�의해�기동�서보�

조정�등을�쉽게�실행할�수�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스타트

CPUユニットのシミュレーションCPU 유니트의 시뮬레이션

심플 모션의 시뮬레이션 ※

실제기기가 없어도 동작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장에 가지 않아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므로, 프로그래밍의 작업 시간 단축으로 연결됩니다.

실제기기가 없어도

CPU 유니트+

심플 모션의 

연계 동작
확인 가능!

NEW

서보 모터나 앰프가 없어도, 
보다 실제 기기에 가까운 동작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기 제어 파라미터 시스템 구성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테이블�운전�명령에�의한�간단한�위치결정이�가능합니다.�또한,�여러�테이

블�운전(DRVTBL)�명령,�여러�축�테이블�운전(DRVMUL)�명령�등을�사용하

여�간이�직선�보간�운전도�가능합니다.

다단속, 인터럽트 위치결정 등 다양한 테이블 운전 설정

※:FX5U/FX5UC�Ver.1.040�이후�제품�번호�158****�(2015년�8월)에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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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설정에�의해�3개의�모드의�입력·측정이�가능합니다.

고속�비교�테이블에서는�32�테이블※,�다점�출력�고속�비교�테이블에서는�

128�테이블의�설정이�가능합니다.�또한,�DHCMOV�명령에�의해�최신값을�

특수�레지스터에�읽어들일�수�있습니다.

더욱 고성능의 내장 고속 카운터 기능

ㆍ일반�모드

ㆍ펄스�밀도�측정�모드

ㆍ회전�속도�측정�모드

사칙�연산에서�기호�입력도�가능하므로,�보다�알기�쉽게�직감적으로�기술할�

수�있습니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사칙 연산

강화된 내장 위치결정 기능

크게 증가한 전용 명령

MELSEC�iQ-R의�호환�명령,�내장�기능의�

전용�명령�등�편리한�명령이�증가하였습니다.

(FX3U,�FX3UC의�프로젝트만�읽기�변환�가능)

[FX3 시리즈] 510종류 [MELSEC iQ-F 시리즈] 1014종류로 확대

FX3�시리즈에서�전용�명령�대폭�확장

Function introduction

프로그래밍 환경

（FX3U/FX3UC）

1014종류

510종류시리즈

MELSEC iQ-R

호환 명령

내장 기능
전용 명령



※:자세한 내용은 각 제품의 FB 레퍼런스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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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오른쪽의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L(NA) 08474

작업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는 MELSOFT Library

펑션 블록(FB)※(당사 기기용 FB)는 모두 GX Works3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스톨한 직후부터 다수의 라이브러리를 프로그래밍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쓰비시전기 FA 사이트의 MELSOFT Library에는 더욱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으며, 필요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후 GX Works3에 구성하여 프로그래밍에 

활용하면 개발 작업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각 유니트를 제어하는 펑션 블록(FB)※ 준비

각 유니트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부품화한 것이 "펑션 블록(FB)※"입니다.

반복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부품화해 두면, 처음부터 프로그래밍 할 필요가 없으므로, 프로그래밍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GX Works3에는 펑션 블록(FB)※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쓰비시전기 FA 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FB반복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부품화

간결하고
읽기 쉽다

FB FBFB

유니트 FB※

FB

FB FB

CPU
Ethernet/

ᆞ입출력 FB 등

9종류

FB

위치결정 심플 모션

ᆞFX5-20PG-P FB 등

14종류 12종류 30종류

ᆞEthernet FB 등

FB

ᆞ심플 모션 유닛 FB



주변기기

 

최대

4대

최대

1대

최대

2대

커넥터 접속 케이블 접속

FX5 확장 어댑터

FX5 확장 보드

FX5-232-BD RS-232C 통신용

FX5-485-BD RS-485 통신용

FX5-422-BD-GOT RS-422 통신용(GOT 접속용)

FX5U CPU 유니트

FX5-4AD-ADP 아날로그 입력용

FX5-4DA-ADP 아날로그 출력용

FX5-4AD-PT-ADP 측온저항체 입력용 

FX5-4AD-TC-ADP ※5 열전대 입력용　

통신용

아날로그

FX5-232ADP RS-232C 통신용

FX5-485ADP RS-485 통신용

표시기

GOT2000, GOT1000

통신용
FX5U-32MR/ES

FX5U-32MT/ES

FX5U-32MT/ESS

FX5U-32MR/DS

FX5U-32MT/DS

FX5U-32MT/DSS

입력:16점/출력:16점

입력:32점/출력:32점

FX5U-80MR/ES

FX5U-80MT/ES

FX5U-80MT/ESS

FX5U-80MR/DS

FX5U-80MT/DS

FX5U-80MT/DSS

AC D2 R

AC D2 T1

AC D2 T2

DC D2 R

DC D2 T1

DC D2 T2

AC D2 R

AC D2 T1

AC D2 T2

DC D2 R

DC D2 T1

DC D2 T2

AC D2 R

AC D2 T1

AC D2 T2

DC D2 R

DC D2 T1

DC D2 T2

AC

T2

R

AC 전원

DC 전원

DC 입력(싱크/소스)D2

트랜지스터 출력(싱크)

트랜지스터 출력(소스)

릴레이 출력

FX5-32ER/ES ※3

FX5-32ET/ES ※3

FX5-32ET/ESS ※3

FX5-32ER/DS ※4

FX5-32ET/DS ※4

FX5-32ET/DSS ※4

FX5-8EX/ES

FX5-16EX/ES

FX5-8EYR/ES

FX5-8EYT/ES

FX5-8EYT/ESS

FX5-16EYR/ES

FX5-16EYT/ES

FX5-16EYT/ESS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

출력 유니트

입력 유니트

FX5-16ET/ES-H

FX5-16ET/ESS-H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

FX5-16ER/ES

FX5-16ET/ES

FX5-16ET/ESS

입출력 유니트

FX5 증설 유니트(케이블 타입)

FX5-1PSU-5V ※3

증설 전원 유니트

I/O 유니트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증설 전원 유니트

 FX5-40SSC-S

NEW  FX5-80SSC-S

심플 모션

위치결정

NEW  FX5-20PG-P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 입출력 유니트

커넥터 변환 유니트

FX5-CNV-IF

커넥터 변환 유니트

버스 변환 유니트

FX5-CNV-BUS

버스 변환 유니트

FX5-CNV-BUSC

버스 변환 유니트

FX5 증설 유니트
(증설 케이블 타입) FX3 증설 유니트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온도 조절

FX3U-4AD　입력용

FX3U-4DA　출력용

FX3U-1PG　펄스 출력용

FX3U-64CCL CC-Link 슬레이브

FX3U-16CCL-M CC-Link 마스터

FX3U-128ASL-M(일본용 제품) AnyWireASLINK 마스터

FX3U-128BTY-M(일본용 제품) AnyWire Bitty 시리즈 마스터

FX3U-4LC　온도 조절 FX3U-2HC　고속 입력용

아날로그 위치 결정

고속 카운터

통신/네트워크

FX3 증설 유니트에서 파라미터가 필요한 유니트는 
프로그램에 의해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FX3 증설 유니트에 액세스하는 버스 속도는 FX3의 속도가 
됩니다.

증설 전원 유니트

FX3U-1PSU-5V ※1

증설 전원 유니트

FX5U-64MR/ES

FX5U-64MT/ES

FX5U-64MT/ESS

FX5U-64MR/DS

FX5U-64MT/DS

FX5U-64MT/DSS

입력:40점/출력:40점

옵션

FX3U-32BL

SD 메모리 카드

배터리

NZ1MEM-2GBSD(2GB)

NZ1MEM-4GBSD(4GB)

NZ1MEM-8GBSD(8GB)

NZ1MEM-16GBSD(16GB)

입출력 케이블터미널 유니트 

외부 기기 접속용 커넥터

FX-16E-TB 

FX-32E-TB  

FX-16EYR-TB 

FX-16EYS-TB 

FX-16EYT-TB

●납땜 타입(스트레이트 인출) ※7

A6CON1(40핀)

●압착 타입(스트레이트 인출) ※7

A6CON2(40핀)

●납땜 타입(스트레이트/경사 인출) ※7

A6CON4(40핀)

입출력 케이블 자작용 커넥터

●플랫 케이블용

FX2C-I/O-CON(0.1mm2 20핀용)

●전선용 커넥터

FX2C-I/O-CON-S(0.3mm2 20핀용)　

FX2C-I/O-CON-SA(0.5mm2 20핀용)

FX-16E-TB/UL 

FX-32E-TB/UL 

FX-16EYR-ES-TB/UL 

FX-16EYS-ES-TB/UL 

FX-16EYT-ES-TB/UL 

FX-16EYT-ESS-TB/UL

●범용 입출력 케이블

FX-16E-500CAB-S(5m 20핀 전선)

●터미널 유니트용

FX-16E-□CAB(양쪽 끝 20핀)

□：150(1.5m)/300(3m)/500(5m)

●터미널 유니트용

FX-16E-□CAB-R(양쪽 끝 20핀)

□：150(1.5m)/300(3m)/500(5m)

전원 케이블

●전원 케이블

FX2NC-100BPCB(1m)

●전원 연결 케이블

FX2NC-10BPCB1(0.1m)

증설 연장 케이블

●증설 연장 케이블

FX5-30EC ※2

FX5-65EC ※2

●커넥터 변환 어댑터

FX5-CNV-BC

DC

T1

I/O 유니트 증설 전원 유니트

 FX5-C16EX/D

 FX5-C16EX/DS

 FX5-C32EX/D

 FX5-C32EX/DS

NEW  FX5-C32EX/DS-TS ※6

 FX5-C16EYT/D

 FX5-C16EYT/DSS

 FX5-C32EYT/D

 FX5-C32EYT/DSS

NEW  FX5-C32EYT/D-TS ※6

NEW  FX5-C32EYT/DSS-TS ※6

 FX5-C32ET/D

 FX5-C32ET/DSS

NEW  FX5-C32ET/DS-TS ※6

NEW  FX5-C32ET/DSS-TS ※6

입력 유니트

출력 유니트

FX5-C1PS-5V ※1※4

증설 전원 유니트

입출력 유니트

FX5 증설 유니트(증설 커넥터 타입)

아날로그

NEW  FX5-8AD

온도 조절

NEW  FX5-4LC

엔지니어링 도구

GX Works3

 FX5-CCLIEF

NEW  FX5-CCL-MS

NEW  FX5-ASL-M

통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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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System configuration

FX5U는�아날로그�및�통신,�고속�입출력�등을�내장하고�있으며,�

확장�보드�및�확장�어댑터로�간편하게�시스템의�확장이�가능합니다.�

또한,�고속�시스템�버스의�채택에�의해�인텔리전트�기능�유니트�사용�시도�

증설�기기의�능력을�최대한으로�발휘할�수�있습니다.

진화한 내장 기능과 다양한 확장성을 갖춘 플래그쉽 모델

※:� CPU�유니트에�대한�직접�접속은�최대�12대까지,�전원�내장�입출력�유니트�또는�증설�전원�유니트의�
접속에�의해�16대까지�접속�가능합니다.(다만�증설�전원�유니트,�커넥터�변환�유니트는�대수에�포
함되지�않음)

확장 어댑터

최대 6대

FX5 증설 유니트
(증설 케이블 타입)

커넥터 변환 유니트

FX5 확장 어댑터

FX5 증설 유니트
(증설 커넥터 타입)

증설 유니트

최대 16대※



주변기기

 

최대

4대

최대

1대

최대

2대

커넥터 접속 케이블 접속

FX5 확장 어댑터

FX5 확장 보드

FX5-232-BD RS-232C 통신용

FX5-485-BD RS-485 통신용

FX5-422-BD-GOT RS-422 통신용(GOT 접속용)

FX5U CPU 유니트

FX5-4AD-ADP 아날로그 입력용

FX5-4DA-ADP 아날로그 출력용

FX5-4AD-PT-ADP 측온저항체 입력용 

FX5-4AD-TC-ADP ※5 열전대 입력용　

통신용

아날로그

FX5-232ADP RS-232C 통신용

FX5-485ADP RS-485 통신용

표시기

GOT2000, GOT1000

통신용
FX5U-32MR/ES

FX5U-32MT/ES

FX5U-32MT/ESS

FX5U-32MR/DS

FX5U-32MT/DS

FX5U-32MT/DSS

입력:16점/출력:16점

입력:32점/출력:32점

FX5U-80MR/ES

FX5U-80MT/ES

FX5U-80MT/ESS

FX5U-80MR/DS

FX5U-80MT/DS

FX5U-80MT/DSS

AC D2 R

AC D2 T1

AC D2 T2

DC D2 R

DC D2 T1

DC D2 T2

AC D2 R

AC D2 T1

AC D2 T2

DC D2 R

DC D2 T1

DC D2 T2

AC D2 R

AC D2 T1

AC D2 T2

DC D2 R

DC D2 T1

DC D2 T2

AC

T2

R

AC 전원

DC 전원

DC 입력(싱크/소스)D2

트랜지스터 출력(싱크)

트랜지스터 출력(소스)

릴레이 출력

FX5-32ER/ES ※3

FX5-32ET/ES ※3

FX5-32ET/ESS ※3

FX5-32ER/DS ※4

FX5-32ET/DS ※4

FX5-32ET/DSS ※4

FX5-8EX/ES

FX5-16EX/ES

FX5-8EYR/ES

FX5-8EYT/ES

FX5-8EYT/ESS

FX5-16EYR/ES

FX5-16EYT/ES

FX5-16EYT/ESS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

출력 유니트

입력 유니트

FX5-16ET/ES-H

FX5-16ET/ESS-H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

FX5-16ER/ES

FX5-16ET/ES

FX5-16ET/ESS

입출력 유니트

FX5 증설 유니트(케이블 타입)

FX5-1PSU-5V ※3

증설 전원 유니트

I/O 유니트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증설 전원 유니트

 FX5-40SSC-S

NEW  FX5-80SSC-S

심플 모션

위치결정

NEW  FX5-20PG-P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 입출력 유니트

커넥터 변환 유니트

FX5-CNV-IF

커넥터 변환 유니트

버스 변환 유니트

FX5-CNV-BUS

버스 변환 유니트

FX5-CNV-BUSC

버스 변환 유니트

FX5 증설 유니트
(증설 케이블 타입) FX3 증설 유니트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온도 조절

FX3U-4AD　입력용

FX3U-4DA　출력용

FX3U-1PG　펄스 출력용

FX3U-64CCL CC-Link 슬레이브

FX3U-16CCL-M CC-Link 마스터

FX3U-128ASL-M(일본용 제품) AnyWireASLINK 마스터

FX3U-128BTY-M(일본용 제품) AnyWire Bitty 시리즈 마스터

FX3U-4LC　온도 조절 FX3U-2HC　고속 입력용

아날로그 위치 결정

고속 카운터

통신/네트워크

FX3 증설 유니트에서 파라미터가 필요한 유니트는 
프로그램에 의해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FX3 증설 유니트에 액세스하는 버스 속도는 FX3의 속도가 
됩니다.

증설 전원 유니트

FX3U-1PSU-5V ※1

증설 전원 유니트

FX5U-64MR/ES

FX5U-64MT/ES

FX5U-64MT/ESS

FX5U-64MR/DS

FX5U-64MT/DS

FX5U-64MT/DSS

입력:40점/출력:40점

옵션

FX3U-32BL

SD 메모리 카드

배터리

NZ1MEM-2GBSD(2GB)

NZ1MEM-4GBSD(4GB)

NZ1MEM-8GBSD(8GB)

NZ1MEM-16GBSD(16GB)

입출력 케이블터미널 유니트 

외부 기기 접속용 커넥터

FX-16E-TB 

FX-32E-TB  

FX-16EYR-TB 

FX-16EYS-TB 

FX-16EYT-TB

●납땜 타입(스트레이트 인출) ※7

A6CON1(40핀)

●압착 타입(스트레이트 인출)※7

A6CON2(40핀)

●납땜 타입(스트레이트/경사 인출) ※7

A6CON4(40핀)

입출력 케이블 자작용 커넥터

●플랫 케이블용

FX2C-I/O-CON(0.1mm2 20핀용)

●전선용 커넥터

FX2C-I/O-CON-S(0.3mm2 20핀용)　

FX2C-I/O-CON-SA(0.5mm2 20핀용)

FX-16E-TB/UL 

FX-32E-TB/UL 

FX-16EYR-ES-TB/UL 

FX-16EYS-ES-TB/UL 

FX-16EYT-ES-TB/UL 

FX-16EYT-ESS-TB/UL

●범용 입출력 케이블

FX-16E-500CAB-S(5m 20핀 전선)

●터미널 유니트용

FX-16E-□CAB(양쪽 끝 20핀)

□：150(1.5m)/300(3m)/500(5m)

●터미널 유니트용

FX-16E-□CAB-R(양쪽 끝 20핀)

□：150(1.5m)/300(3m)/500(5m)

전원 케이블

●전원 케이블

FX2NC-100BPCB(1m)

●전원 연결 케이블

FX2NC-10BPCB1(0.1m)

증설 연장 케이블

●증설 연장 케이블

FX5-30EC ※2

FX5-65EC ※2

●커넥터 변환 어댑터

FX5-CNV-BC

DC

T1

I/O 유니트 증설 전원 유니트

 FX5-C16EX/D

 FX5-C16EX/DS

 FX5-C32EX/D

 FX5-C32EX/DS

NEW  FX5-C32EX/DS-TS ※6

 FX5-C16EYT/D

 FX5-C16EYT/DSS

 FX5-C32EYT/D

 FX5-C32EYT/DSS

NEW  FX5-C32EYT/D-TS ※6

NEW  FX5-C32EYT/DSS-TS ※6

 FX5-C32ET/D

 FX5-C32ET/DSS

NEW  FX5-C32ET/DS-TS ※6

NEW  FX5-C32ET/DSS-TS ※6

입력 유니트

출력 유니트

FX5-C1PS-5V ※1※4

증설 전원 유니트

입출력 유니트

FX5 증설 유니트(증설 커넥터 타입)

아날로그

NEW  FX5-8AD
NEW FX5-4AD, FX5-4DA

온도 조절

NEW
 
FX5-4LC

엔지니어링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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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5-CCLIEF

NEW  FX5-CCL-MS

NEW  FX5-ASL-M

통신/네트워크

The next level of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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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 사양 

항목 개략 사양

전원

정격 전압 
AC 전원 타입: AC100~240V　50/60Hz

DC 전원 타입: DC24V

소비 전력※1
AC 전원 타입: 30 W(32M), 40 W(64m), 45 W(80m)

DC 전원 타입: 30 W(32M), 40 W(64m), 45 W(80m)

돌입 전류

AC 전원 타입: 32M:최대 25A　5ms 이하 /AC100V, 최대 50A　5ms 이하 /AC200V

 64M, 80M:최대 30A　5ms 이하 /AC100V, 최대 60A　5ms 이하 /AC200V

DC 전원 타입: 32M:최대 50A　0.5ms 이하 /DC24V

 64M, 80M:최대 65A　2.0ms 이하 /DC24V

DC5V 내장 전원 용량 
AC 전원 타입: 900mA(32M), 1100mA(64M, 80m)

DC 전원 타입: 900mA(775mA※2)(32M), 1100mA(975mA※2)(64M, 80m)

DC24V 서비스 전원 용량 
AC 전원 타입: 400mA [300mA※3](32M), 600mA [300mA※3](64M, 80m)

 CPU 유니트의 입력 회로에 외부 전원 사용 시 480mA[380mA※3](32M), 740mA[440mA※3](64m), 770mA[470mA※3](80m)

DC24V 내장 전원 DC 전원 타입:480mA(360mA※2(32M), 740mA(530mA※2(64m), 770mA(560mA※2)(80m)

입출력

입력 사양 5.3mA/DC24V(X020 이후:4.0mA/DC24V)

출력 사양 
릴레이 출력 타입 : 2A/1점, 8A 이하/4점 코먼, 8A 이하/8점 코먼　DC30V 이하, AC240V 이하(CE, UL/cUL 규격 대응 불필요 시 AC250V 이하)

트랜지스터 출력 타입 : 0.5A/1점, 0.8A 이하/4점 코먼, 1.6A 이하/8점 코먼　DC5~30V

입출력 증설 FX5용 증설 기기를 접속 가능(증설 커넥터 타입 증설 시는 커넥터 변환 유니트(FX5-CNV-IF) 필요)

내장 통신 포트 Ethernet(100BASE-TX/10BASE-T), RS-485　각 1ch

내장 메모리 카드 슬롯 SD 메모리 카드용 1슬롯

내장 아날로그 입출력 입력 2ch, 출력 1ch

※1 : CPU 유니트에 접속할 수 있는 최대 구성 시 DC24V 전원을 최대 소비하였을 때의 값입니다.(입력 회로의 전류분 포함)

※2 : (  ) 내의 수치는 전원 전압이 DC16. 8~19.2V 시 전원 용량입니다.

※3 : [   ] 내의 값은 사용 주위 온도 0℃ 미만에서 사용한 경우의 값입니다.

CPU 유니트 및 I/O 유니트의 입출력 형식은 고객의 장치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각 제품의 입출력 형식은 이후에 설명하는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1 : 증설 유니트를 접속할 때 CPU 유니트의 내부 전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설 유니트의 전단에 접속이 필요합니다.
※2 :  증설 케이블 타입의 유니트를 떨어진 곳에 접속하거나 2단에 접속하는 경우에 접속하십시오. 접속 대상이 입력/출력 유니트

(증설 케이블 타입),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 또는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의 경우, 커넥터 변환 어댑터(FX5-CNV-BC)가 
필요합니다. 동일 시스템 내에서 버스 변환 유니트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증설 연장 케이블의 직후에 FX5 증설 전원 유니트 
또는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를 접속하십시오.

※3 : AC 전원 타입의 시스템에만 접속가능합니다.
※4 : DC 전원 타입의 시스템에만 접속가능합니다.
※5 :  증설 기기의 대수 및 FX5-4AD-TC-ADP의 접속 순서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

하십시오.
※6 :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타입.
※7 : FX5-20PG-P용.



또는

DC 전원

DC 입력(싱크)

DC 입력(싱크/ 소스)

DC

D1

D2

T2

T1

FX5 확장 어댑터 FX5U CPU 유니트

FX5-8EX/ES

FX5-16EX/ES

FX5-8EYR/ES

FX5-8EYT/ES

FX5-8EYT/ESS

FX5-16EYR/ES

FX5-16EYT/ES

FX5-16EYT/ESS

입력 유니트

FX5-16ER/ES

FX5-16ET/ES

FX5-16ET/ESS

입출력 유니트

FX5-32ER/DS

FX5-32ET/DS

FX5-32ET/DSS

전원 내장 입출력

FX5-16ET/ES-H

FX5-16ET/ESS-H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

출력 유니트

FX5 증설 유니트
(증설 커넥터 타입) FX5 증설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

증설 전원 유니트

커넥터 변환 유니트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I/O 유니트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 입출력 유니트 

FX5 증설 유니트(증설 커넥터 타입)

FX5-CNV-IFC

커넥터 변환 유니트

FX5-C1PS-5V ※1 ※2

증설 전원 유니트

FX3 증설 유니트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옵션     

FX3U-32BL

커넥터 접속 케이블 접속

SD 메모리 카드배터리

전원 케이블

NZ1MEM-2GBSD(2GB)

NZ1MEM-4GBSD(4GB)

NZ1MEM-8GBSD(8GB)

NZ1MEM-16GBSD(16GB)

입출력 케이블터미널 유니트

FX-16E-TB 

FX-32E-TB  

FX-16EYR-TB 

FX-16EYS-TB 

FX-16EYT-TB

FX-16E-TB/UL 

FX-32E-TB/UL 

FX-16EYR-ES-TB/UL 

FX-16EYS-ES-TB/UL 

FX-16EYT-ES-TB/UL 

FX-16EYT-ESS-TB/UL

●범용 입출력 케이블

FX-16E-500CAB-S(5m 20핀 전선)

●터미널 유니트용

FX-16E-□CAB(양쪽 끝 20핀)

□:150(1.5m)/300(3m)/500(5m)

●터미널 유니트용

FX-16E-□CAB-R(양쪽 끝 20핀)

□:150(1.5m)/300(3m)/500(5m)

엔지니어링 도구

GX Works3

트랜지스터 출력(싱크)

트랜지스터 출력(소스)

온도 조절

FX3U-4AD 입력용

FX3U-4DA 출력용

FX3U-1PG 펄스 출력용

FX3U-64CCL CC-Link 슬레이브

FX3U-16CCL-M CC-Link 마스터

FX3U-128ASL-M(일본용 제품) AnyWireASLINK 마스터

FX3U-128BTY-M(일본용 제품) AnyWire Bitty 시리즈 마스터

FX3U-4LC 온도 조절

FX3U-2HC 고속 입력용

아날로그

위치결정
고속 카운터

통신/네트워크

FX3 증설 유니트에서 파라미터가 필요한 유니트는 프로그램에 의해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FX3 증설 유니트에 액세스하는 버스 속도는 FX3의 속도가 됩니다.

버스 변환 유니트

FX5-CNV-BUS

FX5-CNV-BUSC

버스 변환 유니트

버스 변환 유니트

DC D2 T2

DC D2 T1

DC D2 T2

FX5UC-32MT/D

FX5UC-32MT/DSS

FX5UC-32MT/DS-TS※5

FX5UC-32MT/DSS-TS ※5

입력:16점/출력:16점

DC D1 T1

DC D2 T2

FX5UC-96MT/D

FX5UC-96MT/DSS

입력:48점/출력:48점

DC D1 T1

DC D2 T2

FX5UC-64MT/D

FX5UC-64MT/DSS

입력:32점/출력:32점

DC D1 T1

FX5-4AD-ADP 아날로그 입력용

FX5-4DA-ADP 아날로그 출력용

FX5-4AD-PT-ADP 측온저항체 입력용

FX5-4AD-TC-ADP ※4 열전대 입력용

아날로그

FX5-232ADP RS-232C 통신용

FX5-485ADP RS-485 통신용

통신용

 FX5-C16EX/D

 FX5-C16EX/DS

 FX5-C32EX/D

 FX5-C32EX/DS

NEW  FX5-C32EX/DS-TS ※5

I/O 유니트

주변기기

표시기

GOT2000, GOT1000

입력 유니트

 FX5-C16EYT/D

 FX5-C16EYT/DSS

 FX5-C32EYT/D

 FX5-C32EYT/DSS

NEW  FX5-C32EYT/D-TS ※5

NEW  FX5-C32EYT/DSS-TS ※5

출력 유니트

 FX5-C32ET/D

 FX5-C32ET/DSS

NEW  FX5-C32ET/DS-TS※5

NEW  FX5-C32ET/DSS-TS ※5

입출력 유니트

●CPU 유니트용 전원 케이블

FX2NC-100MPCB(1m)

(CPU 유니트,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7에 부속)

●전원 케이블

FX2NC-100BPCB(1m)

(FX5UC-□MT/D에 부속)

●전원 연결 케이블

FX2NC-10BPCB1(0.1m)

(FX5-C□EX/D，

 FX5-C32ET/D에 부속)

증설 연장 케이블

●증설 연장 케이블

FX5-30EC ※３

FX5-65EC ※３

●커넥터 변환 어댑터

FX5-CNV-BC

외부 기기 접속용 커넥터

●납땜 타입(스트레이트 인출)※6

A6CON1(40핀)

●압착 타입(스트레이트 인출) ※6

A6CON2(40핀)

●납땜 타입(스트레이트/경사 인출)※6

A6CON4(40핀)

입출력 케이블 자작용 커넥터

●플랫 케이블용

FX2C-I/O-CON(0.1mm2 20핀용)　

●전선용 커넥터

FX2C-I/O-CON-S(0.3mm2 20핀용)　

FX2C-I/O-CON-SA(0.5mm2 20핀용)　

 FX5-40SSC-S

NEW  FX5-80SSC-S

심플 모션

위치결정

NEW  FX5-20PG-P

아날로그

NEW  FX5-8AD

NEW

NEW

FX5-CCLIEF

NEW  FX5-CCL-MS

NEW  FX5-ASL-M

통신/네트워크

온도 조절

NEW  FX5-4LC

최대

2대

최대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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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System configuration

FX5UC에�접속�가능한�증설�유니트는�간결하고�사용하기�쉬우므로,�

다양한�장치의�소형화가�가능합니다.

다양한�변환�유니트에서�FX5�및�FX3의�증설�기기도�자유자재로�연결됩니다.
※�:�� CPU�유니트에�대한�직접�접속은�최대�12대까지�전원�내장�입출력�유니트�또는�증설�전원�유니트의�

접속에�의해�16대까지�접속�가능합니다.(다만�증설�전원�유니트,�커넥터�변환�유니트는�대수에�포
함되지�않음)

소형 본체에 다양한 기능을 응축하여 장치의 소형화에 기여

커넥터 변환 유니트
또는 증설 전원 유니트

확장 어댑터

최대6대

FX5 증설 유니트
(증설 케이블 타입)

FX5 확장 어댑터

FX5 증설 유니트
(증설 커넥터 타입)

증설 유니트

최대16대 ※



또는

DC 전원

DC 입력(싱크)

DC 입력(싱크/ 소스)

DC

D1

D2

T2

T1

FX5 확장 어댑터 FX5U CPU 유니트

FX5-8EX/ES

FX5-16EX/ES

FX5-8EYR/ES

FX5-8EYT/ES

FX5-8EYT/ESS

FX5-16EYR/ES

FX5-16EYT/ES

FX5-16EYT/ESS

입력 유니트

FX5-16ER/ES

FX5-16ET/ES

FX5-16ET/ESS

입출력 유니트

FX5-32ER/DS

FX5-32ET/DS

FX5-32ET/DSS

전원 내장 입출력

FX5-16ET/ES-H

FX5-16ET/ESS-H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

출력 유니트

FX5 증설 유니트
(증설 커넥터 타입) FX5 증설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

증설 전원 유니트

커넥터 변환 유니트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I/O 유니트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 입출력 유니트 

FX5 증설 유니트(증설 커넥터 타입)

FX5-CNV-IFC

커넥터 변환 유니트

FX5-C1PS-5V ※1 ※2

증설 전원 유니트

FX3 증설 유니트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옵션     

FX3U-32BL

커넥터 접속 케이블 접속

SD 메모리 카드배터리

전원 케이블

NZ1MEM-2GBSD(2GB)

NZ1MEM-4GBSD(4GB)

NZ1MEM-8GBSD(8GB)

NZ1MEM-16GBSD(16GB)

입출력 케이블터미널 유니트

FX-16E-TB 

FX-32E-TB  

FX-16EYR-TB 

FX-16EYS-TB 

FX-16EYT-TB

FX-16E-TB/UL 

FX-32E-TB/UL 

FX-16EYR-ES-TB/UL 

FX-16EYS-ES-TB/UL 

FX-16EYT-ES-TB/UL 

FX-16EYT-ESS-TB/UL

●범용 입출력 케이블

FX-16E-500CAB-S(5m 20핀 전선)

●터미널 유니트용

FX-16E-□CAB(양쪽 끝 20핀)

□:150(1.5m)/300(3m)/500(5m)

●터미널 유니트용

FX-16E-□CAB-R(양쪽 끝 20핀)

□:150(1.5m)/300(3m)/500(5m)

엔지니어링 도구

GX Works3

트랜지스터 출력(싱크)

트랜지스터 출력(소스)

온도 조절

FX3U-4AD 입력용

FX3U-4DA 출력용

FX3U-1PG 펄스 출력용

FX3U-64CCL CC-Link 슬레이브

FX3U-16CCL-M CC-Link 마스터

FX3U-128ASL-M(일본용 제품) AnyWireASLINK 마스터

FX3U-128BTY-M(일본용 제품) AnyWire Bitty 시리즈 마스터

FX3U-4LC 온도 조절

FX3U-2HC 고속 입력용

아날로그

위치결정
고속 카운터

통신/네트워크

FX3 증설 유니트에서 파라미터가 필요한 유니트는 프로그램에 의해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FX3 증설 유니트에 액세스하는 버스 속도는 FX3의 속도가 됩니다.

버스 변환 유니트

FX5-CNV-BUS

FX5-CNV-BUSC

버스 변환 유니트

버스 변환 유니트

DC D2 T2

DC D2 T1

DC D2 T2

FX5UC-32MT/D

FX5UC-32MT/DSS

FX5UC-32MT/DS-TS※5

FX5UC-32MT/DSS-TS ※5

입력:16점/출력:16점

DC D1 T1

DC D2 T2

FX5UC-96MT/D

FX5UC-96MT/DSS

입력:48점/출력:48점

DC D1 T1

DC D2 T2

FX5UC-64MT/D

FX5UC-64MT/DSS

입력:32점/출력:32점

DC D1 T1

FX5-4AD-ADP 아날로그 입력용

FX5-4DA-ADP 아날로그 출력용

FX5-4AD-PT-ADP 측온저항체 입력용

FX5-4AD-TC-ADP ※4 열전대 입력용

아날로그

FX5-232ADP RS-232C 통신용

FX5-485ADP RS-485 통신용

통신용

 FX5-C16EX/D

 FX5-C16EX/DS

 FX5-C32EX/D

 FX5-C32EX/DS

NEW  FX5-C32EX/DS-TS ※5

I/O 유니트

주변기기

표시기

GOT2000, GOT1000

입력 유니트

 FX5-C16EYT/D

 FX5-C16EYT/DSS

 FX5-C32EYT/D

 FX5-C32EYT/DSS

NEW  FX5-C32EYT/D-TS ※5

NEW  FX5-C32EYT/DSS-TS ※5

출력 유니트

 FX5-C32ET/D

 FX5-C32ET/DSS

NEW  FX5-C32ET/DS-TS※5

NEW  FX5-C32ET/DSS-TS ※5

입출력 유니트

●CPU 유니트용 전원 케이블

FX2NC-100MPCB(1m)

(CPU 유니트,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7에 부속)

●전원 케이블

FX2NC-100BPCB(1m)

(FX5UC-□MT/D에 부속)

●전원 연결 케이블

FX2NC-10BPCB1(0.1m)

(FX5-C□EX/D，

 FX5-C32ET/D에 부속)

증설 연장 케이블

●증설 연장 케이블

FX5-30EC ※３

FX5-65EC ※３

●커넥터 변환 어댑터

FX5-CNV-BC

외부 기기 접속용 커넥터

●납땜 타입(스트레이트 인출)※6

A6CON1(40핀)

●압착 타입(스트레이트 인출) ※6

A6CON2(40핀)

●납땜 타입(스트레이트/경사 인출)※6

A6CON4(40핀)

입출력 케이블 자작용 커넥터

●플랫 케이블용

FX2C-I/O-CON(0.1mm2 20핀용)　

●전선용 커넥터

FX2C-I/O-CON-S(0.3mm2 20핀용)　

FX2C-I/O-CON-SA(0.5mm2 20핀용)　

 FX5-40SSC-S

NEW  FX5-80SSC-S

심플 모션

위치결정

NEW  FX5-20PG-P

아날로그

NEW  FX5-8AD

NEW FX5-4AD, FX5-4DA
NEW

NEW

FX5-CCLIEF

NEW  FX5-CCL-MS

NEW  FX5-ASL-M

통신/네트워크

온도 조절

NEW
 
FX5-4LC

최대

2대

최대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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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 사양 

항목 개략 사양

전원

전원 전압 DC24V

소비 전력※1 5W(32M), 8W(64M), 11W(96M)　　

돌입 전류
32M  :최대 35A　0.5ms 이하 /DC24V

64M/96M  :최대 40A　0.5ms 이하 /DC24V

DC5V 전원 용량 720mA

DC24V 전원 용량 500mA

입출력

입력 사양 5.3mA/DC24V (X020 이후：4.0mA/DC24V)

출력 사양 트랜지스터 출력:Y000 ~ Y003 0.3A/1점　Y004 이후 0.1A/1점, 0.8A/8점 코먼※2　　DC5~30V

입출력 증설 FX5용 증설 기기 접속 가능(증설 케이블 타입 접속 시는 증설 전원 유니트(FX5-C1PS-5V) 또는 커넥터 변환 유니트(FX5-CNV-IFC) 필요)

내장 통신 포트 Ethernet(100BASE-TX/10BASE-T), RS-485　각 1ch

내장 메모리 카드 슬롯 SD 메모리 카드용 1슬롯

※ 1: CPU 유니트에 접속할 수 있는 최대 구성 시 DC24V 전원을 최대 소비하였을 때의 값입니다.(입력 회로의 전류분 포함)

※ 2: 코먼 단자 2개를 외부에서 접속한 경우에는 1.6A 이하입니다.

CPU 유니트 및 I/O 유니트의 입출력 형식은 고객의 장치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각 제품의 입출력 형식은 이후에 설명하는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1 : 증설 유니트를 접속할 때 CPU 유니트의 내부 전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설 유니트의 전단에 접속이 필요합니다.
※ 2 : 증설 전원 유니트의 다음 단 증설 커넥터는 커넥터 접속 또는 케이블 접속 중 어느 한 쪽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넥터 접속의 경우, 증설 커넥터 타입의 유니트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 3 :  증설 케이블 타입의 유니트를 떨어진 곳에 접속하거나 2단에 접속하는 경우에 접속하십시오. 접속 대상이 입력/출력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 또는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의 경우, 커넥터 변환 어댑터(FX5-CNV-BC)가 필요합

니다. 동일 시스템 내에서 버스 변환 유니트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증설 연장 케이블의 직후에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를 접속하십시오.
※ 4 : 증설 기기의 대수 및 FX5-4AD-TC-ADP의 접속 순서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 5 :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타입.
※ 6 : FX5-20PG-P용.
※ 7 : 일부 예외 기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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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성능 사양

■FX5U/FX5UC CPU 유니트 성능 사양

항목 사양

제어�방식� Stored�program�반복�연산

입출력�제어�방식� 리프레시�방식(직접�액세스�입출력(DX,�DY)의�지정에�의해�직접�액세스�입출력�가능)

프로그래밍�사양

프로그램�언어� 래더�다이어그램(LD),�스트럭처드�텍스트(ST),�펑션�블록�다이어그램/래더�언어(FBD/LD)

프로그래밍�확장�기능� 펑션�블록(FB),�펑션(FUN),�라벨�프로그래밍(로컬/글로벌)

콘스턴트�스캔� 0.2~2000ms(0.1ms�단위로�설정�가능)

고정�스캔�인터럽트� 1~60000ms(1ms�단위로�설정�가능)

타이머�성능�사양� 100ms,�10ms,�1ms

프로그램�실행�개수� 32개

FB�파일�개수� 16개(사용자용은�15개까지)

동작�사양�
실행�타입� 대기�타입,�초기�실행�타입,�스캔�실행�타입,�고정�스캔�실행�타입,�이벤트�실행�타입

인터럽트�종류� 내부�타이머�인터럽트,�입력�인터럽트,�고속�비교�일치�인터럽트,�유니트의�인터럽트

명령�처리�시간�
LD�X0 34ns

MOV�D0�D1 34ns

메모리�용량

프로그램�용량� 64K스텝(128KB,�플래시�메모리)

SD�메모리�카드� 메모리�카드�용량분�(SD/SDHC�메모리�카드:최대�4GB)

디바이스/라벨�메모리� 120KB

데이터�메모리/�표준�ROM� 5MB

플래시�메모리(플래시�ROM)�쓰기�횟수� 최대�2�만회

최대�저장�파일�개수

디바이스/라벨�메모리� 1개

데이터�메모리

P:�프로그램�파일수

FB:�FB�파일수

P�:�32개,�FB:�16개

SD�메모리�카드� 2GB:511개※�1,�4GB:65534개※�1

시계�기능�
표시�정보 년,�월,�일,�시,�분,�초,�요일(윤년�자동�판정)

정밀도 월�차이�±45초/25℃(TYP)

입출력�점수

①�입출력�점수� 256점�이하

②�리모트�I/O�점수� 384점�이하

①과�②의�합계�점수� 512점�이하

정전�유지(시계�데이터※�2)�
유지�방법� 대용량�콘덴서

유지�시간� 10일(주위�온도:25℃)

정전�유지(디바이스)� 정전�유지�용량� 최대�12K워드※�3

※�1�:�표에서�수치는�루트�폴더에�저장할�수�있는�개수입니다.

※�2�:�PLC에�내장된�대용량�콘덴서에�축전된�전력을�사용하여�시계�데이터를�유지합니다.�대용량�콘덴서의�전압이�저하되면�시계�데이터는�올바르게�유지되지�않습니다.�콘덴서에�의한�유지�기간은�최대�충
전�시(30분�이상�PLC�전원�공급)�10일간(주위�온도:25℃)입니다.�콘덴서에�의한�유지�기간은�사용�주위�온도에�따라�다릅니다.�사용�주위�온도가�높은�경우,�유지�기간은�짧아집니다.

※�3�:�디바이스(고속)�영역�내의�모든�디바이스에�대해�정전�유지�가능합니다.�배터리를�사용한�경우,�디바이스(표준)�영역의�디바이스도�유지할�수�있습니다.

■ 디바이스 점수

항목 진수 최대 점수

사용자�디바이스�점수

입력�릴레이(X)� 8 1024점�이하
입출력에�할당된�X,�Y의�합계는�최대�256점입니다.

출력�릴레이(Y) 8 1024점�이하

내부�릴레이(M)� 10 32768점(파라미터에�의해�변경�가능)※�1

래치�릴레이(L)� 10 32768점(파라미터에�의해�변경�가능)※�1

링크�릴레이(B)� 16 32768점(파라미터에�의해�변경�가능)※�1

어넌시에이터(F)� 10 32768점(파라미터에�의해�변경�가능)※�1

링크�특수�릴레이(SB)� 16 32768점(파라미터에�의해�변경�가능)※�1

스텝�릴레이(S)� 10 4096점(고정)

타이머계 타이머(T)� 10 1024점(파라미터에�의해�변경�가능)※�1

적산�타이머계� 적산�타이머(ST)� 10 1024점(파라미터에�의해�변경�가능)※�1

카운터계
카운터(C)� 10 1024점(파라미터에�의해�변경�가능)※�1

롱�카운터(LC)� 10 1024점(파라미터에�의해�변경�가능)※�1

데이터�레지스터(D)� 10 8000점(파라미터에�의해�변경�가능)※�1

링크�레지스터(W)� 16 32768점(파라미터에�의해�변경�가능)※�1

링크�특수�레지스터(SW)� 16 32768점(파라미터에�의해�변경�가능)※�1

시스템�디바이스�점수�
특수�릴레이(SM)� 10 10000점(고정)

특수�레지스터(SD)� 10 12000점(고정)

유니트�액세스�디바이스� 인텔리전트�기능�유니트�디바이스 10 65536점(U□￦G□로�지정)

인덱스�레지스터�점수�
인덱스�레지스터(Z)※�2� 10 24점

롱�인덱스�레지스터(LZ)※�2� 10 12점

파일�레지스터�점수� 파일�레지스터(R)� 10 32768점(파라미터에�의해�변경�가능)※�1

Nesting�점수� Nesting(N)� 10 15점(고정)

포인터�점수�
포인터(P)� 10 4096점

인터럽트�포인터(I)� 10 178점(고정)

기타

10진�상수(K)

부호�있음 -
16비트�시:-32768~�+32767,�

32비트�시:-2147483648~�+2147483647

부호�없음 -
16비트�시:0~65535,�

32비트�시:0~4294967295

16진�상수(H)� -
16비트�시:0~FFFF,�

32비트�시:0~FFFFFFFF

실수�상수(E)� 단정밀도 - E-3.40282347+38~E-1.17549435-38,�0,�E1.17549435-38~E3.40282347+38

문자열 - Shift-JIS�코드�최대�반각�255문자(NULL�포함�256문자)

※�1�:�CPU�내장�메모리의�용량�범위�내에서�파라미터에�의해�변경�가능합니다.

※�2�:�인덱스�레지스터(Z)와�롱�인덱스�레지스터(LZ)는�합계�24워드�이하로�설정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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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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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미쓰비시전기�FA�사이트가�FA�기기에�대한�의문을�빠르게�해결해�드립니다.

미쓰비시�FA�기기에�관한�모든�정보를�망라한�"미쓰비시전기�FA�사이트"로�

1일�액세스�10만건�이상의�압도적인�지지를�받고�있는�web�사이트입니다.

제품�정보,�FA�용어집,�세미나�정보�등�FA�기기의�다양한�정보로�

가득하며,모든�미쓰비시�FA�기기�사용자를�강력하게�지원합니다.

충실한 컨텐츠

■�제품�라인업

　자세한�제품�사양�및�실무자용�CAD�정보�게재

■�뉴스

　신제품에�관한�정보�및�기술적인�테크니컬�뉴스�게재

■�이벤트·캠페인�정보

　기간�한정�제품�캠페인�등�각종�정보�게재

■�솔루션�사례

　실제�대표적인�적용�사례�소개

ID 등록만으로 모든 정보 입수 가능

미쓰비시전기�FA�사이트�내�멤버스�사이트인�FA�멤버스는�회원�가입비,�

사용료등을�받지�않습니다.�ID�등록만�하면�미쓰비시전기�FA�사이트를�

간편하게�활용할�수�있습니다.

◎�최신�정보를�정기적(월�2회)으로�발신하는�메일링�서비스

◎�FA�기기�제품의�온라인�매뉴얼

� 키워드�지정/각종�조건을�설정하여�검색�가능

◎��사양·치수�도면에서�응용�기술까지�"데이터�다운로드",�

� "테크니컬�라이브러리"�등�충실한�컨텐츠

미쓰비시전기�FA�사이트�홈페이지�URL

FA 기기의 모든 정보를 여기에 집약 [미쓰비시전기 FA 사이트]

지원

미쓰비시전기 FA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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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학습�코스�라인업

코스�소개(예)

[FA�기기�시리즈�초급]

FA�기기�전반에�대응하는�초심자�코스입니다.

MELSEC iQ-F 시리즈 제품 검색

제품 매뉴얼

e-Learning

수많은 유니트중에서 제품 정보 신속 검색

미쓰비시전기�FA�사이트의�제품�검색�기능에�의해�제품의�성능·사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한� 기종의� 관련� 제품에� 관한�

정보·매뉴얼·외형도·CAD�데이터�등을�열람/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MELSEC�iQ-F�시리즈�PLC�등�각종�제품의�매뉴얼외에�프로그래밍�매뉴얼�등�

용도별로�활용할�수�있는�매뉴얼도�구비하고�있습니다.

MELSEC�iQ-F�시리즈는�전자�매뉴얼(e-Manual)도�함께�구비하고�있습니다.

근무처·외출지·자택의�어디서나�당사�FA�기기를�이용하여�학습할�수�

있는자습형�온라인�교육�시스템�"미쓰비시전기�FA�e�러닝"입니다.

FA�멤버스의�회원이�되는�것만으로�수강이�가능하며,�교육�과정을�수강자의�

일정에�맞추어�자유롭게�학습할�수�있습니다.



다양한 형식으로 제품의 정보 전달

신제품�뉴스,�카탈로그는�물론,�Web,�실제�기기�등�다양한�형식으로�제품에�대해�열람하실�수�있습니다.

e 러닝

근무처·외출지·자택�어디에서나�

미쓰비시전기의�FA�기기를�이용한�

교육을�실시할�수�있는�자습형�

온라인�교육�시스템입니다.

고객 뉴스

MELSEC�iQ-F�시리즈의�토픽을�

소개하고�있습니다.

YouTube

미쓰비시전기의�FA�기기의�정보�

및�사용�사례,�전시회�모습�등을�

동영상으로�알기�쉽게�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 거점 트레이닝

시리즈

현지어로�강사가�설명하는�DVD,�

현지어에�대응하는�텍스트로�세계�

어디서나�현지�스태프의�교육을�

지원합니다.

캐러밴 트럭

대형� 트럭을� 활용한� 이동식�

쇼� 룸입니다.� 미쓰비시전기의�

FA� 기기가� 가득하며,� 고객이�

희망하시는�장소에서�최신�기기�

등을�보실�수�있습니다.

Twitter

제품�정보�및�전시회,�동영상�등의�

정보를�게제하고�있습니다.

매뉴얼/e-Manual

미쓰비시전기�FA� 사이트에서�

매뉴얼을�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PDF와�e-Manual의�2가지�타입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동영상

미쓰비시전기의�FA�기기에�관한�

동영상을�게재하고�있습니다.�

전시회·세미나의�각종�이벤트,�

제품�컨셉�등의�솔루션을�소개하고�

있습니다.

MITSUBISHI ELECTRIC Factory Automation

미쓰비시전기 FA 채널

미쓰비시전기 FA YouTube

MELSEC 공식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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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5UC CPU 유니트와 I/O 유니트에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타입 출시!

전선을 가공하는 어려움을 생략하여 빠르고 쉽게 배선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정보

단자대 내부의 스프링의 힘으로 전선 도체를 

고정하는 단자대입니다. 항시 일정한 힘으로 

고정하므로, 진동에 의한 전선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압착 단자, 압착 공구 등 불필요!

비용, 수고도 거의 들지 않고 배선 가능합니다.

외부 단자대 불필요! 잠금 레버로 탈착 

간단&확실하게 고정!

I/O 유니트※1  32점

입력 유니트

FX5-C32EX/DS-TS

FX5UC-32MT/DS-TS

FX5UC-32MT/DSS-TS

출력 유니트

FX5-C32EYT/D-TS

FX5-C32EYT/DSS-TS

입출력 유니트

FX5-C32ET/DS-TS

FX5-C32ET/DSS-TS

CPU 유니트 32점

DC D2 T1

DC D2 T2

DC 전원

DC 입력(싱크/소스)

트랜지스터 출력(싱크)

트랜지스터 출력(소스)

DC

T1

D2

T2

※ 1: FX5U CPU 유니트와 접속 시는 FX5-CNV-IF가 필요합니다.

※ 2 : 소개품 이외의 제품을 사용하면, 봉형 압착 단자가 빠지지 않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봉형 압착 단자가 빠지는지를 확실하게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의 장점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타입 출시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타입이라면, 3단계로 배선 완료!

페룰 단자는 이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소개품:PHOENIX CONTACT GmbH & Co. KG※ 2)

형명 종류
CRIMPFOX 6 압착 공구

AI 0.5-10 WH 압착 단자

(절연 슬리브 부착 봉 단자)

전선 크기　　0.5mm2

AI 0.75-10 GY 전선 크기　　0.75mm2

A 1.0-10 압착 단자

(절연 슬리브 없음 봉 단자)

전선 크기　　1.0mm2

A 1.5-10 전선 크기　　1.5mm2

<내부 구조>

스프링의 힘으로

확실히 고정! 압착 단자ᆞ압착 공구 불필요!
케이블을 준비하기만 하면 OK!

단자대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유니트를 
대체해도 배선은 그대로 사용 가능!

케이블각각에 압착 단자를
붙이는 것은 어려움!

대체

잠금 레버

피복 벗김 전선 연결

PUSH

정밀 드라이버 등

전선

배선 완료!연선

STEP1 STEP2 STEP3

페룰 단자를 사용하면, 푸시 인 방식으로 삽입하는 
것만으로 배선이 가능합니다.

더욱!

좁은 제어반 내에서도 자유롭게 배선!

The next level of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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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제조

Powered by e-F@ctory

미쓰비시전기가 추구하는 미래의 제조 "e-F@ctory"는 IoT가 활용되는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진화하는 제조 환경입니다.

2003년에 시작된 "e - F@ctory"는 복잡화가 

진행되는 제조업의 최적화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카이젠#1에 근거한 공장 자동화 기술을 

구축하였습니다.

제조 그 자체가 진화를 계속하는 중에,

IT 적용 영역의 확대도 활용함으로써 분석, 

시뮬레이션, 디지털 설계 등 "소프트웨어"상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데이터의 센싱, 수집, 

통신량 증가로 인한 "하드웨어"상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F@ctory"가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은 

제조회사마다 다른 요구 및 투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F@ctory"는 개발·생산·보수의 전반에 걸치는

전체 비용(TCO) 절감, 변종 변량 생산에 대한 대응력, 

계속적인 품질 향상 등많은부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e-F@ctory"의 목표는 생산 환경에 대응하여 

진화하는 제조를 가능하게 하면서

"시대에 한 걸음 앞서 간다"라고 하는 생산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이 

다음 3가지 요소입니다.

카이젠#1=계속적인 개량

TCO=총소유 비용

• e-F@ctory Alliance 파트너 : 

최적의 "e - F@ctory"아키텍처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기, 시스템 구축의 기술을

보유한기업입니다.

고도화 통신 :

CC-Link IE 등의 오픈 네트워크 기술에 추가하여 

OPC라고 하는 미들웨어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설비를 포함한 기기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하며 고속의 데이터 추출에도 대응합니다.

플랫폼  :

복잡한 인터페이스의 수를 줄이므로써

로봇, 모션 처리, 개방형 프로그램 언어(C 언어), 

제어용 프로그램 언어 등의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기 쉽고 

제어 영역도 증강할 수 있으며, 산업용 하드웨어에서의 

동작이 가능합니다.

• 

• 

품질 향상 안전성 향상생산성 향상 시큐리티에너지 절약

서플라이 체인

엔지니어링 체인

데이터 1차 처리·분석

컨트롤러 
제품군

구동
제품군

에너지 절약
제품군

메카트로닉스
제품군

센서
제품군

IT 시스템

edge computing

생산 현장

MES 인터페이스C언어 컨트롤러

정보 연계 처리

MES

SCADA

SCM

Simulator

ERP

CAD/CAM

판매·물류
서비스

운용·보수제품 설계 공정 설계

조달

생산 제조

FA-IT
정보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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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
인
업 

상
세·

기
종 

선
정

라인업 상세·기종 선정

8 1

7

2 3 54 6 9 10

◇ 제품 구성

※:CC-Link, AnyWireASLINK 및 Bitty 시리즈의 경우

접속 위치의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 제어 규모：32~256점 

(CPU 유니트：32/64/80점)

 ● 리모트 I/O※를 포함하여 최대 입출력512점

의 제어 점수를 실현합니다.

FX5U 기종 선정

종류 내용 접속 내용·기종 선정

1  CPU 유니트
CPU·전원·입출력·프로그램 메모리를 내장한 PLC 본체
입니다. 

각종 증설 기기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4  I/O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 
증설 케이블 타입의 입출력을 증설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전원이 내장되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입출력의 최대 증설 점수는 256점입니다.
또한, 증설 유니트의 접속 가능 대수는 최대 16대입니다(증설 전원 유니트 및 커넥터 
변환 유니트는 접속 대수에 불포함).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의 접속 가능 대수는 최대 4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46의 "시스템 구성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3  FX5 증설 전원 유니트 
CPU 유니트의 내장 전원이 부족한 경우에 증설하는 전원입니
다. 증설 케이블이 부속되어 있습니다.

I/O 유니트,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버스 변환 유니트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
다.
최대2대 접속할 수 있습니다.

5  FX5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입출력 이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니트입니다. 
증설 유니트는 I/O 유니트를 합쳐 최대 16대입니다(증설 전원 유니트, 커넥터 변환 유
니트는 대수에 불포함).

6  커넥터 변환 유니트 
FX5용 증설 기기(증설 커넥터 타입)를 접속하기 위한 커넥터 
변환 유니트입니다. 

FX5용 증설 기기(증설 커넥터 타입)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7  I/O 유니트(증설 커넥터 타입) 증설 커넥터 타입의 입출력을 증설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입출력의 최대 증설 점수는 256점입니다.
또한, 증설 유니트의 접속 가능 대수는 최대 16대입니다(증설 전원 유니트 및 커넥터 
변환 유니트는 접속 대수에 불포함).
사용하는 경우에는 커넥터 변환 유니트가 필요합니다.

８ 버스 변환 유니트 FX3의 증설 유니트를 접속하기 위한 변환 유니트입니다. 
FX3의 증설 유니트는 버스 변환 유니트의 오른쪽에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FX5-CNV-BUSC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커넥터 변환 유니트가 필요합니다.

９ FX5 확장 보드 CPU 유니트 전면에 접속하는 기능 확장을 위한 보드입니다. CPU 유니트 전면에 최대 1대 접속할 수 있습니다.(확장 어댑터와 병용 가능)

10 FX5 확장 어댑터 
CPU 유니트 왼쪽에 접속하는 기능 확장을 위한 어댑터입니
다. 

CPU 유니트 왼쪽에 최대6대 접속할 수 있습니다.

11 FX3 증설 전원 유니트
CPU 유니트의 내장 전원이 부족한 경우에 증설하는 전원입니
다. 증설 케이블이 부속되어 있습니다.

최대2대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스 변환 유니트가 필요합니다.

12 FX3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입출력 이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니트입니다.
FX3용 증설 전원 유니트 사용 시:최대8대※, 
FX3용 증설 전원 유니트 미사용 시:최대6대※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스 변환 유니트가 필요합니다.

※ :일부 기종 제외

1 -1) CPU 유니트(AC 전원·DC 입력 타입)

형명 기능
입출력

점유 점수

전원 용량
입출력 형식 입력 점수 출력 점수

DC5V 전원 DC24V 서비스 전원

FX5U-32MR/ES

CPU 유니트
(DC24V 서비스 전원 내장)

32점 900mA
400mA(480mA※1)
[300mA(380mA※1)]※2

DC 입력(싱크/소스)/릴레이 출력

16점 16점FX5U-32MT/E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싱크) 

FX5U-32MT/ES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소스) 

FX5U-64MR/ES

64점 1100mA
600mA(740mA※1)
[300mA(440mA※1)]※2

DC 입력(싱크/소스)/릴레이 출력

32점 32점FX5U-64MT/E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싱크) 

FX5U-64MT/ES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소스) 

FX5U-80MR/ES

80점 1100mA
600mA(770mA※1)
[300mA(470mA※1)]※2

DC 입력(싱크/소스)/릴레이 출력

40점 40점FX5U-80MT/E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싱크) 

FX5U-80MT/ES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소스) 

※ 1: 입력 회로에 외부 전원을 사용한 경우의 전원 용량입니다.

※ 2: [] 내의 값은 사용 주위 온도 0℃ 미만에서 사용한 경우의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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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CPU 유니트(DC 전원·DC 입력 타입)

형명 기능
입출력

점유 점수

전원 용량
입출력 형식 입력 점수 출력 점수

DC5V 전원 DC24 전원

FX5U-32MR/DS

CPU 유니트

32점
900mA
[775mA]※

480mA
[360mA]※

DC 입력(싱크/소스)/릴레이 출력

16점 16점FX5U-32MT/D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 출력(싱크) 

FX5U-32MT/DS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 출력(소스)

FX5U-64MR/DS

64점
1100mA
[975mA]

740mA
[530mA]※

DC 입력(싱크/소스)/릴레이 출력

32점 32점FX5U-64MT/D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 출력(싱크) 

FX5U-64MT/DS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 출력(소스)

FX5U-80MR/DS

80점
1100mA
[975mA]

770mA
[560mA]※

DC 입력(싱크/소스)/릴레이 출력

40점 40점FX5U-80MT/D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 출력(싱크) 

FX5U-80MT/DS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 출력(소스)

※ : [] 내의 값은 전원 전압이 DC16. 8~19.2V 시 전원 용량입니다.

2 -1) I/O 유니트(AC 전원·DC 입력 타입)(증설 케이블 타입)

형명 기능
입출력

점유 점수

전원 용량

입출력 형식 입력 점수 출력 점수
DC5V 전원

DC24V 

서비스 전원

FX5-32ER/ES※1

입출력 유니트
(DC24V 서비스 전원 내장)

32점 965mA
250mA
(310mA※2)

DC 입력(싱크/소스)/릴레이 출력

16점 16점FX5-32ET/ES※1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싱크) 

FX5-32ET/ESS※1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소스) 

※ 1 : AC 전원 타입의 시스템에만 접속가능합니다.

※ 2 : 입력 회로에 외부 전원을 사용한 경우의 전원 용량입니다.

2 -2) I/O 유니트(DC 전원·DC 입력 타입)(증설 케이블 타입)

형명 기능
입출력

점유 점수

전원 용량
입출력 형식 입력 점수 출력 점수

DC5V 전원 DC24V 전원

FX5-32ER/DS※

입출력 유니트 32점 965mA 310mA

DC 입력(싱크/소스)/릴레이 출력

16점 16점FX5-32ET/D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싱크) 

FX5-32ET/DS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소스) 

※ : DC 전원 타입의 시스템에만 접속가능합니다.

3  FX5 증설 전원 유니트

형명 기능
입출력

점유 점수

전원 용량

DC5V 전원 DC24V 전원

FX5-1PSU-5V※1 증설용 전원 - 1200mA※3 300mA※3

FX5-C1PS-5V※2 증설용 전원 - 1200mA※3 625mA※3

※ 1 : AC 전원 타입의 시스템에만 접속가능합니다.

※ 2 : DC 전원 타입의 시스템에만 접속가능합니다.

※ 3 : 주위 온도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딜레이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4  I/O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

형명 입출력 형식 입출력 점유 점수
소비 전류

DC5V 내부 소비 전류 DC24V 내부 소비 전류 DC24V 외부 전원 공급

FX5-8EX/ES DC 입력(싱크/소스) 8점 75mA 50mA※2

-

FX5-16EX/ES DC 입력(싱크/소스) 16점 100mA 85mA※2

FX5-8EYR/ES 릴레이 출력

8점 75mA 75mAFX5-8EYT/ES 트랜지스터 출력(싱크)

FX5-8EYT/ESS 트랜지스터 출력(소스)

FX5-16EYR/ES 릴레이 출력

16점 100mA 125mAFX5-16EYT/ES 트랜지스터 출력(싱크)

FX5-16EYT/ESS 트랜지스터 출력(소스)

FX5-16ER/ES DC 입력(싱크/소스)/릴레이 출력

16점 100mA 125mAFX5-16ET/E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 출력(싱크) 

FX5-16ET/ES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 출력(소스)

FX5-16ET/ES-H※1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 출력(싱크) 
16점 100mA 125mA(85mA)※3

FX5-16ET/ESS-H※1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 출력(소스)

※ 1 : FX5U CPU 유니트 Ver.1.030 이후에서 대응합니다.(제품 번호:165＊＊＊＊(2016년 5월))

※ 2 :시스템 구성의 소비 전류 계산에서 입력 회로에 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0mA로 계산하십시오.

※ 3 : 입력 회로에 외부 전원을 사용한 경우의 소비 전류입니다(입력 회로 전류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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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X5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형명 기능 입출력 점유 점수
소비 전류

DC5V 내부 소비 전류 DC24V 내부 소비 전류 DC24V 외부 전원 공급

FX5-8AD※1 8ch 전압/전류/열전대/측온저항체 입력 8점 - 40mA 100mA

FX5-4LC※1 4ch 온도 조절(측온저항체/열전대/저전압) 8점 140mA - 25mA

FX5-20PG-P※1 2축 제어용 펄스 출력(트랜지스터) 8점 - - 120mA

FX5-40SSC-S 심플 모션 4축 제어(SSCNET Ⅲ/H 대응) 8점 - - 250mA

FX5-80SSC-S 심플 모션 8축 제어(SSCNET Ⅲ/H 대응) 8점 - - 250mA

FX5-CCL-MS※1 CC-Link용 시스템 마스터ㆍ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8점※3 - - 100mA

FX5-CCLIEF※2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8점 10mA - 230mA

FX5-ASL-M※1 AnyWireASLINK 시스템 마스터 8점※4 200mA - 100mA

※ 1 : FX5U CPU 유니트 Ver.1.050 이후에서 대응합니다.

※ 2 : FX5U CPU 유니트 Ver.1.030 이후에서 대응합니다.(제품 번호:165※※※※ (2016년 5월))

※ 3 : 마스터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리모트 I/O 점수가 더해집니다.

※ 4 : 리모트 I/O 점수가 더해집니다.

6  커넥터 변환 유니트 

형명 기능 입출력 점유 점수
소비 전류

DC5V 내부 소비 전류 DC24V 내부 소비 전류 DC24V 외부 전원 공급

FX5-CNV-IF
커넥터 변환
(FX5(증설 케이블 타입)→FX5(증설 커넥터 타입))

- - - -

7  I/O 유니트(증설 커넥터 타입)

형명 입출력 형식 입출력 점유 점수
소비 전류

DC5V 내부 소비 전류 DC24V 내부 소비 전류 DC24V 외부 전원 공급

FX5-C16EX/D DC 입력(싱크)
16점 100mA

-

65mA※

FX5-C16EX/DS DC 입력(싱크/소스)

FX5-C32EX/D DC 입력(싱크)

32점 120mA 130mAFX5-C32EX/DS
DC 입력(싱크/소스)

FX5-C32EX/DS-TS

FX5-C16EYT/D 트랜지스터 출력(싱크)
16점 100mA 100mA

-

FX5-C16EYT/DSS 트랜지스터 출력(소스)

FX5-C32EYT/D 트랜지스터 출력(싱크)

32점 120mA 200mA
FX5-C32EYT/DSS 트랜지스터 출력(소스)

FX5-C32EYT/D-TS 트랜지스터 출력(싱크)

FX5-C32EYT/DSS-TS 트랜지스터 출력(소스)

FX5-C32ET/D DC 입력(싱크)/트랜지스터 출력(싱크)

32점 120mA 100mA 65mA※
FX5-C32ET/DS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 출력(소스)

FX5-C32ET/DS-T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 출력(싱크) 

FX5-C32ET/DSS-T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 출력(소스)

※ : 입력 회로에 서비스 전원을 사용한 경우의 소비 전류입니다.

８ 버스 변환 유니트 

형명 기능 입출력 점유 점수
소비 전류

DC5V 내부 소비 전류 DC24V 내부 소비 전류 DC24V 외부 전원 공급

FX5-CNV-BUSC 버스 변환 FX5(증설 커넥터 타입)→FX3 증설
8점 150mA - -

FX5-CNV-BUS 버스 변환 FX5(증설 케이블 타입)→FX3 증설

９ FX5 확장 보드 

형명 기능 입출력 점유 점수
소비 전류

DC5V 내부 소비 전류 DC24V 내부 소비 전류 DC24V 외부 전원 공급

FX5-232-BD RS-232C 통신

-
20mA

- -FX5-485-BD RS-485 통신

FX5-422-BD-GOT RS-422 통신(GOT 접속용) 20mA※

※ : GOT 5V 타입을 접속한 경우, 소비 전류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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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X5 확장 어댑터 

형명 기능 입출력 점유 점수
소비 전류

DC5V 내부 소비 전류 DC24V 내부 소비 전류 DC24V 외부 전원 공급

FX5-232ADP RS-232C 통신

-

30mA
30mA

-FX5-485ADP RS-485 통신 20mA

FX5-4AD-ADP 4ch 전압 입력/전류 입력

10mA
20mAFX5-4AD-PT-ADP

※

4ch 온도 센서(측온저항체) 입력 -

FX5-4AD-TC-ADP
※

4ch 온도 센서(열전대) 입력 -

FX5-4DA-ADP 4ch 전압 출력/전류 출력 - 160mA

※ : FX5U CPU 유니트 Ver.1.040 이후에서 대응합니다.

11 FX3 증설 전원 유니트

형명 기능 입출력 점유 점수
전원 용량

DC5V 전원 DC24V 전원 外部DC24V 전원

FX3U-1PSU-5V 증설용 전원 - 1000mA
※

300mA
※

-

※ : 주위 온도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딜레이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12 FX3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형명 기능 입출력 점유 점수
소비 전류

DC5V 내부 소비 전류 DC24V 내부 소비 전류 DC24V 외부 전원 공급

FX3U-4AD 4ch 전압 입력/전류 입력

8점

110mA 

-

90mA

FX3U-4DA 4ch 전압 출력/전류 출력 120mA 160mA

FX3U-4LC 4 루프 온도 조절(측온저항체/열전대/저전압) 160mA 50mA

FX3U-1PG 1축 제어용 펄스 출력 150mA 40mA

FX3U-2HC 2ch 고속 카운터 245mA -

FX3U-16CCL-M CC-Link용 마스터 8점※1

-
240mA

FX3U-64CCL CC-Link용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8점 220mA

FX3U-128ASL-M
(일본용 제품) 

AnyWireASLINK 시스템 마스터

8점※2 130mA 100mA※3

FX3U-128BTY-M
(일본용 제품) 

AnyWire Bitty 시리즈 마스터

※ 1 : 리모트 I/O 점수가 더해집니다.

※ 2 : 로터리 스위치에 설정된 입출력 점수가 더해집니다.

※ 3 : 슬레이브 유니트의 전원에 대한 공급 전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설 유니트의 소비 전류 계산
(AC 전원 타입 시) ※1

확장 어댑터, 확장 보드, 증설 유니트가 필요한 전원은 

CPU 유니트 및 증설 전원 유니트 등에서 공급합니다. 

전원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확인하십시오.(모든 계산식을 만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장
어댑터

CPU 유니트에서 전원 공급

입력
유니트

출력
유니트

CPU 유니트

DC5V 전원 용량
(CPU 유니트)

계산
결과

계산
결과

계산
결과

계산
결과

계산
결과

계산
결과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확장

보드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에서 전원 공급 증설 전원 유니트에서 전원 공급
(입력 유니트는 DC5V 전원만)

※2

■CPU 유니트에서 전원 공급
[DC5V 전원]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에서 전원 공급
[DC5V 전원]

■증설 전원 유니트에서 전원 공급
[DC5V 전원]

- = 0mA

DC24V
서비스 전원 용량

(CPU 유니트)

[DC24V 전원] [DC24V 전원] [DC24V 전원]

- = 0mA ※3

0mA

0mA ※3

- =

- =  

- =  0mA

- =  0mA

(FX3의 증설 전원 유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전원 용량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시스템 구성을 검토하십시오.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접속 대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다음 항을 참조하십시오.

(   　　)
접속하는

증설 기기의 합계

합계 소비 전류

(   　　)
접속하는

증설 기기의 합계

합계 소비 전류

※ 1 : DC 전원 타입의 계산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 2 : 증설 전원 유니트의 후단(오른쪽)에 입력 유니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CPU 유니트 또는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에서 전원이 공급됩니다.

 DC5V 전원은 증설 전원 유니트에서 전원이 공급됩니다.

※ 3 : DC24V 서비스 전원 계산 결과의 수치(플러스 시)는 DC24V 서비스 전원의 잔량을 나타내며, 외부의 부하 전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유니트

증설 전원
유니트

버스 변환
유니트

출력
유니트

입력
유니트

출력
유니트

인텔리전트
유니트

인텔리전트
유니트

인텔리전트
유니트

인텔리전트
유니트

인텔리전트
유니트

DC24V
서비스 전원 용량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

DC5V 전원 용량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

DC24V 전원 용량
(증설 전원 유니트)

DC5V 전원 용량
(증설 전원 유니트)(   　　)

접속하는
증설 기기의 합계

합계 소비 전류

(   　　)
접속하는

증설 기기의 합계

합계 소비 전류

(   　　)
접속하는

증설 기기의 합계

합계 소비 전류

(   　　)
접속하는

증설 기기의 합계

합계 소비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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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nyWire Bitty

점+ (F)

AnyWireASLINK

합계
512점
이하

시스템 구성 규칙

■리모트 I/O 점수
　네트워크 마스터 유니트를 사용한 경우, 리모트 I/O의 최대 입출력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리모트 I/O 점수

점+

리모트 I/O 점유 점수

384 점 (D) (E)

■입출력 점수
FX5U에서 구성할 수 있는 최대 입출력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입출력 점수

점 점 ×8점+

입출력 점유 점수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BasicCC-Link

CPU 유니트 I/O 유니트 인텔리전트 유니트, 버스 변환 유니트

확장 어댑터 및 확장 보드,  커넥터 변환 유니트,  증설 전원 유니트는 입출력 점유 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56 점 (A) 합계 (B) + (C)

(A):CPU 유니트의 입출력 점수　　　　(B):I/O 유니트의 입출력 합계 점수　　(C):인텔리전트 유니트의 합계 대수

※ 1 : FX3U-16CCL-M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스 변환 유니트가 필요합니다.

※ 2 : FX3U-128BTY-M(일본용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스 변환 유니트가 필요합니다.

※ 3 : FX3U-128ASL-M(일본용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스 변환 유니트가 필요합니다.

※ 4 : FX3U-16CCL-M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56점입니다.

※ 5 : FX3U-128ASL-M(일본용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28점입니다.

FX5U CPU 유니트는 CPU 유니트, 증설 기기의 입출력 점수와 리모트 I/O 점수의 합계 512점 이하의 제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

CPU
유니트

I/O 유니트
ᆞ확장 보드
ᆞ확장 어댑터

ᆞCC-Link 마스터
ᆞAnyWire Bitty 마스터
ᆞAnyWireASLINK 마스터

※1

※2

※3

FX5
인텔리전트

유니트

FX5
인텔리전트

유니트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Basic의 시스템 CC-Link, AnyWire Bitty, AnyWireASLINK의 시스템

시스템 전체의 입출력 점수 최대 512점 이하

최대 256점 이하1. 입출력 점수(입출력 점유 점수 포함) 

최대 384점 이하2. 리모트 I/O 점수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D) CC-Link의 리모트 I/O 점수

(E)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Basic의 리모트 I/O 점수

(F) AnyWireASLINK의 리모트 I/O 점수

(G) AnyWire Bitty의 리모트 I/O 점수

CC-Link의 최대 리모트 I/O 점수

384 점
※4

CC-Link 실제 사용 리모트 I/O 점수

국점

점

점

점

(b) CC-Link 리모트 I/O 점수 리모트 I/O국수×32점의 합계 점수

×32점＝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Basic의 최대 리모트 I/O 점수

384 점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Basic 실제 사용 리모트 I/O 점수

국

(a)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Basic 리모트 I/O 점수 점유 점수×64점의 합계 점수

×64점＝

AnyWireASLINK의 
최대 리모트 I/O 점수

384 점
※5

AnyWireASLINK 리모트 I/O 점수

(d) AnyWireASLINK 마스터에 할당된 리모트 I/O

AnyWire Bitty의 
최대 리모트 I/O 점수

128점

AnyWire Bitty 리모트 I/O 점수

(c) AnyWire Bitty 마스터에 할당된 리모트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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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시 전원 타입 제한

1시스템 내에서 AC 전원·DC 전원 타입은 혼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CPU 유니트에 접속할 수 있는 증설 기기에는 전원 타입의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종류·형명·전원 타입 
접속 가능한 증설 유니트

종류 형명·전원 타입

FX5U CPU 유니트　FX5U-□M□/E□(AC 전원 타입)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 FX5-32E□/E□(AC 전원 타입) 

증설 전원 유니트 FX5-1PSU-5V(AC 전원 타입) 

FX5U CPU 유니트　FX5U-□M□/D□(DC 전원 타입)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 FX5-32E□/D□(DC 전원 타입) 

증설 전원 유니트 FX5-C1PS-5V(DC 전원 타입) 

증설 시 대수 제한

다음의 제품에 대해서는 접속 대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종류 기종·형명 선정 방법·주의 사항

I/O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 
FX5-16ET/ES-H

시스템 전체에서 최대 4대 접속할 수 있습니다.
FX5-16ET/ESS-H

FX5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FX5-CCL-MS
각 국 종류에서 시스템 전체에 1대 접속 가능
ㆍ마스터국: 1대※ 1 ㆍ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1대※ 2

FX5-CCLIEF 시스템 전체에서 1대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FX5-ASL-M 시스템 전체에서 1대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FX3U-128ASL-M(일본용 제품)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FX3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FX3U-4AD

■ FX3U-1PSU-5V 사용 시:1시스템당 최대 8대 접속할 수 있습니다.
■ FX3U-1PSU-5V 미사용 시:1시스템당 최대 6대 접속할 수 있습니다.

FX3U-4DA

FX3U-1PG

FX3U-4LC

FX3U-128ASL-M
(일본용 제품) 

시스템 전체에서 1대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FX3U-128BTY-M
(일본용 제품) 

시스템 전체에서 1대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FX3U-16CCL-M 시스템 전체에서 1대만※ 3 접속할 수 있습니다.

FX3U-64CCL 시스템 전체에서 1대만※ 4 접속할 수 있습니다.

FX3U-2HC
시스템 전체에서 최대 2대 접속할 수 있습니다.
FX3U-1PSU-5V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버스 변환 유니트의 직후에 접속하십시오.

※ 1 : FX5-CCL-MS를 마스터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FX3U-16CCL-M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 FX5-CCL-MS를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FX3U-64CCL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 FX3U-16CCL-M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터국으로 사용하는 FX5-CCL-MS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4 : FX3U-64CCL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으로 사용하는 FX5-CCL-MS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기종의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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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3 4 5 6 7 9

※ : CC-Link, AnyWireASLINK 및 Bitty 시리즈의 경우

종류 내용 접속 내용ㆍ기종 선정

1  CPU 유니트
CPU·전원·입출력·프로그램 메모리를 내장한 
PLC 본체입니다. 

각종 증설 기기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I/O 유니트(증설 커넥터 타입)
증설 커넥터 타입의 입출력을 증설하기 위한 제품입
니다.

입출력의 최대 증설 점수는 256점입니다.
또한, 증설 유니트의 접속 가능 대수는 최대 16대입니다(증설 전원 유니트 및 커넥터 변환 유니트
는 접속 대수에 불포함).
자세한 내용은 P51의 "시스템 구성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3  FX5 증설 전원 유니트 
CPU 유니트의 내장 전원이 부족한 경우에 증설하는 
전원입니다. 커넥터 변환 기능을 겸비합니다.

I/O 유니트,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버스 변환 유니트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최대2대 접속할 수 있습니다.

4  커넥터 변환 유니트 
FX5용 증설 기기(증설 케이블 타입)를 접속하기 위
한 커넥터 변환 유니트입니다. 

FX5용 증설 기기(증설 케이블 타입)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5  I/O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 
증설 케이블 타입의 입출력을 증설하기 위한 제품입
니다.

입출력의 최대 증설 점수는 256점입니다.
또한, 증설 유니트의 접속 가능 대수는 최대 16대입니다(커넥터 변환 유니트는 접속 대수에 불포
함).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의 접속 가능 대수는 최대 4대입니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커넥터 변환 유니트가 필요합니다.

6  FX5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입출력 이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니트입니다. 
증설 유니트는 I/O 유니트를 합쳐 최대 16대입니다.(커넥터 변환 유니트는 대수에 불포함)
사용하는 경우에는 커넥터 변환 유니트가 필요합니다.

7  버스 변환 유니트 
FX3의 증설 유니트를 접속하기 위한 변환 유니트입
니다.

FX3의 증설 유니트는 버스 변환 유니트의 오른쪽에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FX5-CNV-BU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커넥터 변환 유니트 또는 증설 전원 유니트가 필요합니다.

８ FX5 확장 어댑터 
CPU 유니트 왼쪽에 접속하는 기능 확장을 위한 어
댑터입니다. 

CPU 유니트 왼쪽에 최대6대 접속할 수 있습니다.

９ FX3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입출력 이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니트입니다. 
버스 변환 유니트의 오른쪽에 최대6대※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스 변환 유니트가 필요합니다.

※ : 일부 기종 제외

1  CPU 유니트

형명 기능
입출력

점유 점수

전원 용량
입출력 형식 입력 점수 출력 점수

DC5V 전원 DC24V 전원

FX5UC-32MT/D

CPU 유니트

32점

720mA 500mA

DC 입력(싱크)/트랜지스터(싱크)

16점 16점
FX5UC-32MT/DS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소스) 

FX5UC-32MT/DS-T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싱크) 

FX5UC-32MT/DSS-T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소스) 

FX5UC-64MT/D
64점

DC 입력(싱크)/트랜지스터(싱크)
32점 32점

FX5UC-64MT/DS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소스) 

FX5UC-96MT/D
96점

DC 입력(싱크)/트랜지스터(싱크)
48점 48점

FX5UC-96MT/DS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소스) 

FX5UC 기종 선정
◇ 제품 구성

 ● 제어 규모：32~256점 

 (CPU 유니트：32점/64점/96점)

 ●  리모트 I/O※를 포함하여 최대 입출력 512점

의 제어 점수를 실현합니다.
접속 위치의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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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O 유니트(증설 커넥터 타입)

형명 입출력 형식 입출력 점유 점수
소비 전류

DC5V 내부 소비 전류 DC24V 내부 소비 전류 DC24V 외부 전원 공급

FX5-C16EX/D DC 입력(싱크)
16점 100mA

-

65mA※

FX5-C16EX/DS DC 입력(싱크/소스)

FX5-C32EX/D DC 입력(싱크)

32점 120mA 130mAFX5-C32EX/DS
DC 입력(싱크/소스)

FX5-C32EX/DS-TS

FX5-C16EYT/D 트랜지스터 출력(싱크)
16점 100mA 100mA

-

FX5-C16EYT/DSS 트랜지스터 출력(소스)

FX5-C32EYT/D 트랜지스터 출력(싱크)

32점 120mA 200mA
FX5-C32EYT/DSS 트랜지스터 출력(소스)

FX5-C32EYT/D-TS 트랜지스터 출력(싱크)

FX5-C32EYT/DSS-TS 트랜지스터 출력(소스)

FX5-C32ET/D DC 입력(싱크)/트랜지스터 출력(싱크)

32점 120mA 100mA 65mA※
FX5-C32ET/DS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 출력(소스)

FX5-C32ET/DS-T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 출력(싱크) 

FX5-C32ET/DSS-T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 출력(소스)

※ : 시스템 구성의 소비 전류 계산에서 입력 회로에 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0mA로 계산하십시오.

3  FX5 증설 전원 유니트 

형명 기능 입출력 점유 점수
전원 용량

DC5V 전원 DC24V 전원

FX5-C1PS-5V 증설용 전원 - 1200mA※ 625mA※  

※ : 주위 온도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딜레이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4  커넥터 변환 유니트 

형명 기능 입출력 점유 점수
소비 전류

DC5V 내부 소비 전류 DC24V 내부 소비 전류 DC24V 외부 전원 공급

FX5-CNV-IFC
커넥터 변환
(FX5(증설 커넥터 타입)→FX5(증설 케이블 타입))

- - - -

5 -1) I/O 유니트(DC 전원·DC 입력 타입)(증설 케이블 타입)

형명 기능
입출력

점유 점수

전원 용량
입출력 형식 입력 점수 출력 점수

DC5V 전원 DC24V 전원

FX5-32ER/DS

입출력 유니트 32점 965mA 310mA

DC 입력(싱크/소스)/릴레이 출력

16점 16점FX5-32ET/D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 출력(싱크) 

FX5-32ET/DS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 출력(소스)

5 -2) I/O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 

형명 기능 입출력 점유 점수
소비 전류

DC5V 내부 소비 전류 DC24V 내부 소비 전류 DC24V 외부 전원 공급

FX5-8EX/ES DC 입력(싱크/소스) 8점 75mA (50mA)※1

-

FX5-16EX/ES DC 입력(싱크/소스) 16점 100mA (85mA)※1

FX5-8EYR/ES 릴레이 출력

8점 75mA 75mAFX5-8EYT/ES 트랜지스터 출력(싱크)

FX5-8EYT/ESS 트랜지스터 출력(소스)

FX5-16EYR/ES 릴레이 출력

16점 100mA 125mAFX5-16EYT/ES 트랜지스터 출력(싱크)

FX5-16EYT/ESS 트랜지스터 출력(소스)

FX5-16ER/ES DC 입력(싱크/소스)/릴레이 출력

16점 100mA 125mAFX5-16ET/E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 출력(싱크) 

FX5-16ET/ESS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 출력(소스)

FX5-16ET/ES-H※2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 출력(싱크) 
16점 100mA (125mA)※3

FX5-16ET/ESS-H※2 DC 입력(싱크/소스)/트랜지스터 출력(소스)

※ 1 : FX5UC의 시스템에서는 입력 회로에 외부 전원을 사용하므로, CPU 유니트 또는 증설 전원 유니트에서 전원 공급(소비 전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 FX5UC CPU 유니트 Ver.1.030 이후에서 대응합니다.(제품 번호:165＊＊＊＊ (2016년 5월))

※ 3 : FX5UC의 시스템에서는 입력 회로에 외부 전원을 사용하므로, 82m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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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X5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형명 기능 입출력 점유 점수
소비 전류

DC5V 내부 소비 전류 DC24V 내부 소비 전류 DC24V 외부 전원 공급

FX5-8AD※1 8ch 전압/전류/열전대/측온저항체 입력 8점 - 40mA 100mA

FX5-4LC※1 4ch 온도 조절(측온저항체/열전대/저전압) 8점 140mA - 25mA

FX5-20PG-P※1 2축 제어용 펄스 출력(트랜지스터) 8점 - - 120mA

FX5-40SSC-S 심플 모션 4축 제어(SSCNET Ⅲ/H 대응) 8점 - - 250mA

FX5-80SSC-S 심플 모션 8축 제어(SSCNET Ⅲ/H 대응) 8점 - - 250mA

FX5-CCL-MS※1 CC-Link용 시스템 마스터·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8점※3 - - 100mA

FX5-CCLIEF※2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8점 10mA - 230mA

FX5-ASL-M※1 AnyWireASLINK 시스템 마스터 8점※4 200mA - 100mA

※ 1 : FX5U CPU 유니트 Ver.1.050 이후에서 대응합니다.

※ 2 : FX5U CPU 유니트 Ver.1.030 이후에서 대응합니다.(제품 번호:165※※※※ (2016년 5월))

※ 3 : 마스터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리모트 I/O 점수가 더해집니다.

※ 4 :리모트 I/O 점수가 더해집니다.

7  버스 변환 유니트 

형명 기능 입출력 점유 점수
소비 전류

DC5V 내부 소비 전류 DC24V 내부 소비 전류 DC24V 외부 전원 공급

FX5-CNV-BUSC 버스 변환 FX5(증설 커넥터 타입)→FX3 증설
8점 150mA - -

FX5-CNV-BUS 버스 변환 FX5(증설 케이블 타입)→FX3 증설

８ FX5 확장 어댑터 

형명 기능 입출력 점유 점수
소비 전류

DC5V 내부 소비 전류 DC24V 내부 소비 전류 DC24V 외부 전원 공급

FX5-232ADP RS-232C 통신

-

30mA
30mA

-FX5-485ADP RS-485 통신 20mA

FX5-4AD-ADP 4ch 전압 입력/전류 입력

10mA
20mAFX5-4AD-PT-ADP※ 4ch 온도 센서(측온저항체) 입력 -

FX5-4AD-TC-ADP※ 4ch 온도 센서(열전대) 입력 -

FX5-4DA-ADP 4ch 전압 출력/전류 출력 - 160mA

※ : FX5U CPU 유니트 Ver.1.040 이후에서 대응합니다.

９ FX3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형명 기능 입출력 점유 점수
소비 전류

DC5V 내부 소비 전류 DC24V 내부 소비 전류 DC24V 외부 전원 공급

FX3U-4AD 4ch 전압 입력/전류 입력

8점

110mA

-

90mA

FX3U-4DA 4ch 전압 출력/전류 출력 120mA 160mA

FX3U-4LC 4 루프 온도 조절(측온저항체/열전대/저전압) 160mA 50mA

FX3U-1PG 1축 제어용 펄스 출력 150mA 40mA

FX3U-2HC 2ch 고속 카운터 245mA -

FX3U-16CCL-M CC-Link용 마스터 8점※1

-
240mA

FX3U-64CCL CC-Link용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8점 220mA

FX3U-128ASL-M(일본용 제품) AnyWireASLINK 시스템 마스터
8점※2 130mA 100mA※3

FX3U-128BTY-M(일본용 제품) AnyWire Bitty 시리즈 마스터

※ 1 : 리모트 I/O 점수가 더해집니다.

※ 2 : 로터리 스위치에 설정된 입출력 점수가 더해집니다.

※ 3 : 슬레이브 유니트의 전원에 대한 공급 전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설 유니트의 소비 전류 계산
확장 어댑터, 증설 유니트가 필요로 하는 전원은 CPU 유니트에서 공급합니다.

전원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확인하십시오.

(모든 계산식을 만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접속 대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다음 항을 참조하십시오.

=  

=  

=  

=

-

-  

＜주의＞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전원 용량을 초과하므로, 시스템 구성을 

검토하십시오.

확장
어댑터

입력
유니트

출력
유니트

CPU 유니트
증설 전원
유니트

커넥터
변환

인텔리전트
유니트

인텔리전트
유니트

버스 변환
유니트

CPU 유니트에서 전원 공급 증설 전원 유니트에서 전원 공급

DC5V 전원 용량
(CPU 유니트)

DC24V 전원 용량
(CPU 유니트)

계산
결과

계산
결과

■CPU 유니트에서 전원 공급
[DC5V 전원]

0mA

[DC24V 전원]

0mA

(   　　)
접속하는

증설 기기의 합계

합계 소비 전류

(   　　)
접속하는

증설 기기의 합계

합계 소비 전류

-

-

DC5V 전원 용량
(증설 전원 유니트)

DC24V 전원 용량
(증설 전원 유니트)

계산
결과

계산
결과

■증설 전원 유니트에서 전원 공급
[DC5V 전원]

0mA

[DC24V 전원]

0mA

(   　　)
접속하는

증설 기기의 합계

합계 소비 전류

(   　　)
접속하는

증설 기기의 합계

합계 소비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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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규칙 FX5UC CPU 유니트는 CPU 유니트, 증설 기기의 입출력 점수와 리모트 I/O 점수의 합계 512점 이하의 제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점+

AnyWireASLINK

■리모트 I/O 점수
　네트워크 마스터 유니트를 사용한 경우, 리모트 I/O의 최대 입출력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384 점

■입출력 점수
FX5UC에서 구성할 수 있는 최대 입출력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 점 ×8점+

CC-Link

256 점 + 점

384 점
＊4

국 ×32점＝

384 점 국 ×64점＝

384 점
＊5

128점

점

점

점

점

AnyWire Bitty

(G)(F)

합계
512점
이하

최대 리모트 I/O 점수 리모트 I/O 점유 점수

(D) (E)

최대 입출력 점수 입출력 점유 점수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Basic

CPU 유니트 I/O 유니트 인텔리전트 유니트, 버스 변환 유니트

확장 어댑터 및 확장 보드,  커넥터 변환 유니트,  증설 전원 유니트는 입출력 점유 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 합계 (B) (C)

(A):CPU 유니트의 입출력 점수　　　　(B):I/O 유니트의 입출력 합계 점수　　(C):인텔리전트 유니트의 합계 대수

※ 1 : FX3U-16CCL-M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스 변환 유니트가 필요합니다.

※ 2 : FX3U-128BTY-M(일본용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스 변환 유니트가 필요합니다.

※ 3 : FX3U-128ASL-M(일본용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스 변환 유니트가 필요합니다.

※ 4 : FX3U-16CCL-M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56점입니다.

※ 5 : FX3U-128ASL-M(일본용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28점입니다.

CPU
유니트

I/O 유니트확장 어댑터
ᆞCC-Link 마스터
ᆞAnyWire Bitty 마스터
ᆞAnyWireASLINK 마스터

※1

※2

※3

FX5
인텔리전트

유니트

커넥터
변환

유니트

FX5
인텔리전트

유니트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Basic의 시스템 CC-Link, AnyWire Bitty, AnyWireASLINK의 시스템

시스템 전체의 입출력 점수 최대 512점 이하

최대 256점 이하1. 입출력 점수(입출력 점유 점수 포함) 

최대 384점 이하2. 리모트 I/O 점수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리모트 I/O국 

(D) CC-Link의 리모트 I/O 점수

(E)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Basic의 리모트 I/O 점수

(F) AnyWireASLINK의 리모트 I/O 점수

(G) AnyWire Bitty의 리모트 I/O 점수

CC-Link의 최대 리모트 I/O 점수
CC-Link 실제 사용 리모트 I/O 점수

(b) CC-Link 리모트 I/O 점수 리모트 I/O국수×32점의 합계 점수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Basic의 최대 리모트 I/O 점수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Basic 실제 사용 리모트 I/O 점수

(a)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Basic 리모트 I/O 점수 점유 점수×64점의 합계 점수

AnyWireASLINK의 
최대 리모트 I/O 점수

AnyWireASLINK 리모트 I/O 점수

(d) AnyWireASLINK 마스터에 할당된 리모트 I/O

AnyWire Bitty의 
최대 리모트 I/O 점수

AnyWire Bitty 리모트 I/O 점수

(c) AnyWire Bitty 마스터에 할당된 리모트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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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업 상세·기종 선정

접속 시 전원 타입 제한

1시스템 내에서 AC 전원·DC 전원 타입은 혼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CPU 유니트에 접속할 수 있는 증설 기기에는 전원 타입의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종류·형명·전원 타입 
접속 가능한 증설 유니트

종류 형명·전원 타입

FX5UC CPU 유니트　FX5UC-□M□/D□(DC 전원 타입)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 FX5-32E□/D□(DC 전원 타입) 

증설 전원 유니트 FX5-C1PS-5V(DC 전원 타입) 

증설 시의 대수 제한

다음의 제품에 대해서는 접속 대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종류 기종·형명 선정 방법·주의 사항

I/O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 
FX5-16ET/ES-H

시스템 전체에서 최대 4대 접속할 수 있습니다.
FX5-16ET/ESS-H

FX5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FX5-CCL-MS
각 국 종류로 CPU 유니트에 1대 접속 가능
ㆍ마스터국: 1대※ 1 ㆍ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1대※ 2

FX5-CCLIEF 시스템 전체에서 1대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FX5-ASL-M 시스템 전체에서 1대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FX3U-128ASL-M(일본용 제품)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FX3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FX3U-4AD

1시스템당 최대 6대 접속할 수 있습니다.
FX3U-4DA

FX3U-1PG

FX3U-4LC

FX3U-128ASL-M
(일본용 제품) 

시스템 전체에서 1대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FX3U-128BTY-M
(일본용 제품) 

시스템 전체에서 1대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FX3U-16CCL-M 시스템 전체에서 1대만※ 3 접속할 수 있습니다.

FX3U-64CCL 시스템 전체에서 1대만※ 4 접속할 수 있습니다.

FX3U-2HC
시스템 전체에서 최대 2대 접속할 수 있습니다.
FX3U-1PSU-5V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버스 변환 유니트의 직후에 접속하십시오.

※ 1 : FX5-CCL-MS를 마스터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FX3U-16CCL-M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 FX5-CCL-MS를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FX3U-64CCL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 FX3U-16CCL-M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터국으로 사용하는 FX5-CCL-MS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4 : FX3U-64CCL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으로 사용하는 FX5-CCL-MS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기종의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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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유니트
I/O 유니트는 입출력을 증설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전원이 내장되어 있는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도 있습니다.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는 전원이 내장되어 있는 입출력 증설 기기입니다.

CPU 유니트와 마찬가지로 증설 유니트의 후단에 각종 I/O 유니트 및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 일람

형명
합계 

점수

입출력 점수·입출력 형식 대응 CPU 유니트
중량

외형 치수 

W×H×

D(mm)입력 출력 FX5U FX5UC

AC 전원 타입
FX5-32ER/ES

32점 16점
DC24V

(싱크/소스)
16점

릴레이

○ × 약 0.65 kg 150×90×83FX5-32ET/ES
트랜지스터 

(싱크)

FX5-32ET/ESS
트랜지스터

(소스)

DC 전원 타입
FX5-32ER/DS

32점 16점
DC24V

(싱크/소스)
16점

릴레이

○ ○※ 약 0.65 kg 150×90×83FX5-32ET/DS
트랜지스터 

(싱크)

FX5-32ET/DSS
트랜지스터

(소스)

※ :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IFC가 필요합니다.

접속 케이블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에는 전단에 있는 기기의 오른쪽에 접속하기 위한 증설 케이블이 부속되어 있습니다.

입출력 유니트 

입력 유니트, 출력 유니트는 CPU 유니트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입출력을 증설하기 위한 기기입니다.

각 유니트에 증설 케이블 타입과 증설 커넥터 타입이 있습니다.

증설 케이블 타입 증설 커넥터 타입

증설 커넥터

Pullout 탭

증설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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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 일람

형명
합계 

점수

입출력 점수·입출력 형식 대응 CPU 유니트
중량

외형 치수 

W×H×

D(mm)입력 출력 FX5U FX5UC

FX5-8EX/ES 8점 8점
DC24V

(싱크/소스)
－ －

○ ○※

약 0.2kg

40×90×83

FX5-16EX/ES 16점 16점
DC24V

(싱크/소스)
－ － 약 0.25kg

※ :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출력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 일람

형명
합계 

점수

입출력 점수·입출력 형식 대응 CPU 유니트
중량

외형 치수 

W×H×

D(mm)입력 출력 FX5U FX5UC

FX5-8EYR/ES 8점

－ －

8점 릴레이

○ ○※ 

약 0.2kg

40×90×83

FX5-8EYT/ES 8점 8점
트랜지스터 

(싱크)
약 0.2kg

FX5-8EYT/ESS 8점 8점
트랜지스터

(소스)
약 0.2kg

FX5-16EYR/ES 16점 16점 릴레이 약 0.25kg

FX5-16EYT/ES 16점 16점
트랜지스터 

(싱크)
약 0.25kg

FX5-16EYT/ESS 16점 16점
트랜지스터

(소스)
약 0.25kg

※ :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입출력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 일람

형명
합계 

점수

입출력 점수·입출력 형식 대응 CPU 유니트
중량

외형 치수 

W x H x D

(mm)입력 출력 FX5U FX5UC

FX5-16ER/ES

16점 8점
DC24V 

(싱크/소스)
8점

릴레이

○ ○※ 약 0.25 kg 40×90×83FX5-16ET/ES
트랜지스터 

(싱크)

FX5-16ET/ESS
트랜지스터(소

스)

※ :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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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 일람

형명
합계 

점수

입출력 점수·입출력 형식 대응 CPU 유니트
중량

외형 치수 

W×H×D 

(mm)입력 출력 FX5U FX5UC

FX5-16ET/ES-H

16점 8점
DC24V

(싱크/소스)
8점

트랜지스터 

(싱크)

○ ○※ 약 0.25kg 40×90×83

FX5-16ET-ESS-H
트랜지스터

(소스)

※ :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접속 케이블

증설 케이블 타입의 입력·출력 유니트에는 전단에 있는 기기의 오른쪽에 접속하기 위한 증설 케이블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입력 유니트(증설 커넥터 타입) 일람

형명
합계 

점수

입출력 점수·입출력 형식 대응 CPU 유니트
중량

외형 치수 

W×H×D 

(mm)입력 출력 FX5U FX5UC

FX5-C16EX/D

16점 16점

DC24V

(싱크)

－ － ○※ ○

약 0.10kg 14.6×90×87

FX5-C16EX/DS
DC24V

(싱크/소스)
약 0.10kg 14.6×90×87

FX5-C32EX/D

32점 32점

DC24V

(싱크)
약 0.15kg 20.1×90×87

FX5-C32EX/DS
DC24V

(싱크/소스)

약 0.15kg 20.1×90×87

FX5-C32EX/DS-TS 약 0.15kg 20.1×90×93.7

※ : FX5U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IF가 필요합니다.

 ◇출력 유니트(증설 커넥터 타입) 일람

형명
합계 

점수

입출력 점수·입출력 형식 대응 CPU 유니트
중량

외형 치수 

W×H×D 

(mm)입력 출력 FX5U FX5UC

FX5-C16EYT/D

16점

－ －

16점

트랜지스터

(싱크)

○※ ○

약 0.10kg 14.6×90×87

FX5-C16EYT/DSS
트랜지스터

(소스)
약 0.10kg 14.6×90×87

FX5-C32EYT/D

32점 32점

트랜지스터

(싱크)
약 0.15kg 20.1×90×87

FX5-C32EYT/DSS
트랜지스터

(소스)
약 0.15kg 20.1×90×87

FX5-C32EYT/D-TS
트랜지스터

(싱크)
약 0.15kg 20.1×90×93.7

FX5-C32EYT/DSS-TS
트랜지스터

(소스)
약 0.15kg 20.1×90×93.7

※ : FX5U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IF가 필요합니다.

 ◇입출력 유니트(증설 커넥터 타입) 일람

형명
합계 

점수

입출력 점수·입출력 형식 대응 CPU 유니트
중량

외형 치수 

W×H×D 

(mm)입력 출력 FX5U FX5UC

FX5-C32ET/D

32점 16점

DC24V

(싱크)

16점

트랜지스터 

(싱크)

○※ ○

약 0.15kg 20.1×90×87

FX5-C32ET/DSS

DC24V

(싱크/소스)

트랜지스터(소

스)
약 0.15kg 20.1×90×87

FX5-C32ET/DS-TS
트랜지스터 

(싱크)
약 0.15kg 20.1×90×93.7

FX5-C32ET/DSS-TS
트랜지스터(소

스)
약 0.15kg 20.1×90×93.7

※ : FX5U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IF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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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5U 입출력 조합 예 

아래 표는 FX5U의 증설 유니트 조합 예입니다. 입력 점수를 기준으로 조합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I/O 유니트 및 증설 유니트를 변경하여 아래 표 이외에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I/O 점수
CPU

유니트

입출력

유니트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 

FX5-32E

입출력

유니트 I/O 

합계

입력 출력
유니트 

형명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16 16 32M 16 16 32

16 24 32M 16 16 0 8 40

16 32 32M 16 16 0 16 48

16 40 32M 16 16 0 24 56

16 48 32M 16 16 0 32 64

16 64 32M 16 16 0 48 80

24 16 32M 16 16 8 0 40

24 24 32M 16 16 8 8 48

24 32 32M 16 16 8 16 56

24 40 32M 16 16 8 24 64

32 16 32M 16 16 16 0 48

32 32 32M 16 16 16 16 64

32 32 32M 16 16 0 0 16 16 64

32 32 64M 32 32 64

32 40 32M 16 16 0 8 16 16 72

32 40 64M 32 32 0 8 72

32 48 32M 16 16 0 16 16 16 80

32 48 64M 32 32 0 16 80

32 56 32M 16 16 0 24 16 16 88

32 56 64M 32 32 0 24 88

32 64 64M 32 32 0 32 96

32 80 64M 32 32 0 48 112

32 80 64M 32 32 0 48 112

32 80 64M 32 32 0 48 112

40 16 32M 16 16 24 0 56

40 24 32M 16 16 24 8 64

40 32 32M 16 16 8 0 16 16 72

40 40 32M 16 16 8 8 16 16 80

40 40 80M 40 40 80

40 56 80M 40 40 0 16 96

40 72 80M 40 40 0 32 112

40 88 80M 40 40 0 48 128

48 16 32M 16 16 32 0 64

48 32 32M 16 16 16 0 16 16 80

48 32 64M 32 32 16 0 80

48 48 32M 16 16 16 16 16 16 96

48 48 64M 32 32 16 16 96

48 48 64M 32 32 0 0 16 16 96

48 64 64M 32 32 16 32 112

48 64 64M 32 32 0 16 16 16 112

48 80 64M 32 32 0 32 16 16 128

48 96 64M 32 32 0 48 16 16 144

I/O 점수
CPU

유니트

입출력

유니트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 

FX5-32E

입출력

유니트 I/O 

합계

입력 출력
유니트 

형명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56 32 32M 16 16 24 0 16 16 88

56 40 32M 16 16 24 8 16 16 96

56 40 80M 40 40 16 0 96

56 56 80M 40 40 16 16 112

56 56 80M 40 40 0 0 16 16 112

56 72 80M 40 40 16 32 128

56 72 80M 40 40 0 16 16 16 128

56 88 80M 40 40 0 32 16 16 144

56 104 80M 40 40 0 48 16 16 160

64 32 32M 16 16 32 0 16 16 96

64 32 64M 32 32 32 0 96

64 48 32M 16 16 0 0 16 16 32 16 112

64 48 64M 32 32 16 0 16 16 112

64 48 64M 32 32 32 16 112

64 56 32M 16 16 0 8 16 16 32 16 120

64 56 64M 32 32 32 24 120

64 64 32M 16 16 0 16 16 16 32 16 128

64 64 64M 32 32 16 16 16 16 128

64 72 32M 16 16 0 24 16 16 32 16 136

64 80 64M 32 32 16 32 16 16 144

72 40 80M 40 40 32 0 112

72 48 32M 16 16 8 0 16 16 32 16 120

72 56 32M 16 16 8 8 16 16 32 16 128

72 56 80M 40 40 32 16 128

72 56 80M 40 40 16 0 16 16 128

72 64 80M 40 40 32 24 136

72 72 80M 40 40 16 16 16 16 144

72 88 80M 40 40 16 32 16 16 160

80 32 64M 32 32 48 0 112

80 48 32M 16 16 16 0 16 16 32 16 128

80 48 64M 32 32 48 16 128

80 48 64M 32 32 32 0 16 16 128

80 64 32M 16 16 16 16 16 16 32 16 144

80 64 64M 32 32 32 16 16 16 144

80 72 64M 32 32 32 24 16 16 152

80 80 64M 32 32 0 16 16 16 32 16 160

80 96 64M 32 32 0 32 16 16 32 16 176

80 112 64M 32 32 0 48 16 16 32 16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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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유니트 

I/O
유
니
트

 

I/O 점수
CPU

유니트

입출력

유니트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 

FX5-32E

입출력

유니트 I/O 

합계

입력 출력
유니트 

형명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88 40 80M 40 40 48 0 128

88 48 32M 16 16 24 0 16 16 32 16 136

88 56 32M 16 16 24 8 16 16 32 16 144

88 56 80M 40 40 48 16 144

88 56 80M 40 40 32 0 16 16 144

88 64 32M 16 16 24 8 16 16 32 24 152

88 72 80M 40 40 32 16 16 16 160

88 80 80M 40 40 32 24 16 16 168

88 88 80M 40 40 0 16 16 16 32 16 176

88 104 80M 40 40 0 32 16 16 32 16 192

88 120 80M 40 40 0 48 16 16 32 16 208

96 32 64M 32 32 64 0 128

96 48 32M 16 16 32 0 16 16 32 16 144

96 48 64M 32 32 48 0 16 16 144

96 56 32M 16 16 32 0 16 16 32 24 152

96 64 64M 32 32 48 16 16 16 160

96 64 64M 32 32 16 0 16 16 32 16 160

96 80 64M 32 32 16 16 16 16 32 16 176

96 96 64M 32 32 16 32 16 16 32 16 192

104 40 80M 40 40 64 0 144

104 56 80M 40 40 48 0 16 16 160

104 72 80M 40 40 48 16 16 16 176

104 72 80M 40 40 16 0 16 16 32 16 176

104 88 80M 40 40 16 16 16 16 32 16 192

104 104 80M 40 40 16 32 16 16 32 16 208

112 48 64M 32 32 64 0 16 16 160

112 64 64M 32 32 32 0 16 16 32 16 176

112 80 64M 32 32 32 16 16 16 32 16 192

112 88 64M 32 32 32 24 16 16 32 16 200

120 56 80M 40 40 64 0 16 16 176

120 72 80M 40 40 32 0 16 16 32 16 192

120 88 80M 40 40 32 16 16 16 32 16 208

120 96 80M 40 40 32 24 16 16 32 16 216

128 64 64M 32 32 48 0 16 16 32 16 192

128 80 64M 32 32 48 16 16 16 32 16 208

128 88 64M 32 32 48 16 16 16 32 24 216

136 72 80M 40 40 48 0 16 16 32 16 208

136 88 80M 40 40 48 16 16 16 32 16 224

136 96 80M 40 40 48 16 16 16 32 24 232

I/O 점수
CPU

유니트

입출력

유니트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 

FX5-32E

입출력

유니트 I/O 

합계

입력 출력
유니트 

형명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144 64 64M 32 32 64 0 16 16 32 16 208

144 72 64M 32 32 64 0 16 16 32 24 216

144 80 64M 32 32 64 0 16 16 32 32 224

152 72 80M 40 40 64 0 16 16 32 16 224

152 80 80M 40 40 64 0 16 16 32 24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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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유니트 

I/O
유
니
트

FX5UC 입출력 조합 예 

아래 표는 FX5UC의 증설 유니트 조합 예입니다. 입력 점수를 기준으로 조합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I/O 유니트 및 증설 유니트를 변경하여 아래 표 이외에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I/O 점수
CPU

유니트

입출력

유니트 커넥터

변환

유니트

입출력

유니트 I/O 

합계
입력 출력

유니트

형명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16 16 32M 16 16 0 0 32

16 24 32M 16 16 0 0 ● 8 40

16 32 32M 16 16 0 16 48

16 48 32M 16 16 0 32 64

24 16 32M 16 16 0 0 ● 8 40

24 48 32M 16 16 0 32 ● 8 72

24 64 32M 16 16 0 48 ● 8 88

24 80 32M 16 16 0 64 ● 8 104

32 16 32M 16 16 16 0 48

32 32 32M 16 16 16 16 64

32 32 64M 32 32 0 0 64

32 48 32M 16 16 16 32 80

32 48 64M 32 32 0 16 80

32 64 64M 32 32 0 32 96

32 72 32M 16 16 16 48 ● 8 104

32 80 64M 32 32 0 48 112

40 16 32M 16 16 16 0 ● 8 56

40 32 32M 16 16 16 16 ● 8 72

40 32 64M 32 32 0 0 ● 8 72

40 48 32M 16 16 16 32 ● 8 88

40 64 64M 32 32 0 32 ● 8 104

48 16 32M 16 16 32 0 64

48 32 64M 32 32 16 0 80

48 32 32M 16 16 32 16 80

48 48 32M 16 16 32 32 96

48 48 64M 32 32 16 16 96

48 48 96M 48 48 0 0 96

48 64 96M 48 48 0 16 112

48 64 64M 32 32 16 32 112

48 80 96M 48 48 0 32 128

56 32 32M 16 16 32 16 ● 8 88

56 48 32M 16 16 32 32 ● 8 104

56 48 64M 32 32 16 16 ● 8 104

56 48 96M 48 48 0 0 ● 8 104

56 64 32M 16 16 32 48 ● 8 120

56 64 64M 32 32 16 32 ● 8 120

56 64 96M 48 48 0 16 ● 8 120

56 80 64M 32 32 16 48 ● 8 136

56 96 96M 48 48 0 48 ● 8 152

64 32 32M 16 16 48 16 96

64 48 64M 32 32 32 16 112

64 64 32M 16 16 48 48 128

64 64 96M 48 48 16 16 128

64 80 64M 32 32 32 48 144

64 96 96M 48 48 16 48 160

I/O 점수
CPU

유니트

입출력

유니트 커넥터

변환

유니트

입출력

유니트 I/O 

합계
입력 출력

유니트

형명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72 32 32M 16 16 48 16 ● 8 104

72 48 64M 32 32 32 16 ● 8 120

72 64 32M 16 16 48 48 ● 8 136

72 64 96M 48 48 16 16 ● 8 136

72 64 64M 32 32 32 32 ● 8 136

72 80 32M 16 16 48 64 ● 8 152

72 80 64M 32 32 32 48 ● 8 152

72 96 96M 48 48 16 48 ● 8 168

80 32 64M 32 32 48 0 112

80 48 64M 32 32 48 16 128

80 48 32M 16 16 64 32 128

80 64 32M 16 16 64 48 144

80 64 96M 48 48 32 16 144

80 80 64M 32 32 48 48 160

80 80 32M 16 16 64 64 160

80 96 64M 32 32 48 64 176

80 96 96M 48 48 32 48 176

88 48 32M 16 16 64 32 ● 8 136

88 48 64M 32 32 48 16 ● 8 136

88 64 96M 48 48 32 16 ● 8 152

88 64 32M 16 16 64 48 ● 8 152

88 80 64M 32 32 48 48 ● 8 168

88 80 96M 48 48 32 32 ● 8 168

88 96 64M 32 32 48 64 ● 8 184

88 112 64M 32 32 48 80 ● 8 200

88 112 96M 48 48 32 64 ● 8 200

88 128 96M 48 48 32 80 ● 8 216

96 32 64M 32 32 64 0 128

96 48 96M 48 48 48 0 144

96 48 32M 16 16 80 32 144

96 64 32M 16 16 80 48 160

96 80 64M 32 32 64 48 176

96 96 32M 16 16 80 80 192

96 112 64M 32 32 64 80 208

96 112 96M 48 48 48 64 208

96 128 96M 48 48 48 80 224

96 144 96M 48 48 48 96 240

104 32 32M 16 16 80 16 ● 8 136

104 48 96M 48 48 48 0 ● 8 152

104 48 32M 16 16 80 32 ● 8 152

104 48 64M 32 32 64 16 ● 8 152

104 64 32M 16 16 80 48 ● 8 168

104 64 64M 32 32 64 32 ● 8 168

104 96 64M 32 32 64 64 ● 8 200

104 112 96M 48 48 48 64 ● 8 216

104 112 64M 32 32 64 80 ● 8 216

104 128 96M 48 48 48 80 ● 8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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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유니트 

I/O
유
니
트

 

I/O 점수
CPU

유니트

입출력

유니트 커넥터

변환

유니트

입출력

유니트 I/O 

합계
입력 출력

유니트

형명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112 64 64M 32 32 80 32 176

112 80 96M 48 48 64 32 192

112 96 32M 16 16 96 80 208

112 112 64M 32 32 80 80 224

112 112 96M 48 48 64 64 224

112 128 32M 16 16 96 112 240

112 128 64M 32 32 80 96 240

112 144 96M 48 48 64 96 256

120 64 32M 16 16 96 48 ● 8 184

120 80 64M 32 32 80 48 ● 8 200

120 96 96M 48 48 64 48 ● 8 216

120 112 32M 16 16 96 96 ● 8 232

120 112 64M 32 32 80 80 ● 8 232

120 128 96M 48 48 64 80 ● 8 248

120 128 64M 32 32 80 96 ● 8 248

120 136 96M 48 48 64 80 ● 8 8 256

128 64 32M 16 16 112 48 192

128 96 96M 48 48 80 48 224

128 96 32M 16 16 112 80 224

128 96 64M 32 32 96 64 224

128 112 96M 48 48 80 64 240

128 112 64M 32 32 96 80 240

128 128 96M 48 48 80 80 256

136 48 32M 16 16 112 32 ● 8 184

136 80 64M 32 32 96 48 ● 8 216

136 96 96M 48 48 80 48 ● 8 232

136 96 64M 32 32 96 64 ● 8 232

136 112 64M 32 32 96 80 ● 8 248

136 120 96M 48 48 80 64 ● 8 8 256

144 64 32M 16 16 128 48 208

144 80 64M 32 32 112 48 224

144 96 96M 48 48 96 48 240

144 112 64M 32 32 112 80 256

144 112 96M 48 48 96 64 256

152 64 32M 16 16 128 48 ● 8 216

152 64 64M 32 32 112 32 ● 8 216

152 96 96M 48 48 96 48 ● 8 248

152 96 64M 32 32 112 64 ● 8 248

152 104 96M 48 48 96 48 ● 8 8 256

160 64 64M 32 32 128 32 224

160 80 96M 48 48 112 32 240

160 96 64M 32 32 128 64 256

160 96 96M 48 48 112 48 256

168 64 64M 32 32 128 32 ● 8 232

168 80 96M 48 48 112 32 ● 8 248

168 80 64M 32 32 128 48 ● 8 248

168 88 96M 48 48 112 32 ● 8 8 256

I/O 점수
CPU

유니트

입출력

유니트 커넥터

변환

유니트

입출력

유니트 I/O 

합계
입력 출력

유니트

형명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176 64 64M 32 32 144 32 240

176 64 96M 48 48 128 16 240

176 80 64M 32 32 144 48 256

184 64 96M 48 48 128 16 ● 8 248

184 64 64M 32 32 144 32 ● 8 248

184 72 96M 48 48 128 16 ● 8 8 256

192 48 64M 32 32 160 16 240

192 56 96M 48 48 144 0 ● 8 248

192 64 96M 48 48 144 16 256

200 32 64M 32 32 160 0 ● 8 232

200 48 96M 48 48 144 0 ● 8 248

200 56 96M 48 48 144 0 ● 8 8 256

208 48 96M 48 48 160 0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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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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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전류용 입출력 기기

아
날
로
그 

제
어

전압·전류용 입출력 기기
아날로그 입출력 기기를 이용하면 아날로그량(전압, 전류 등)의 입력이나 출력이 가능합니다.

FA 제어에 필수의 아날로그 제어가 PLC로 쉽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DC0 ~ 10mV, DC0 ~ 100mV의 저전압 입력의 대응은 "온도 센서용 입력 기기"의 FX5-4LC 참조)

아날로그 입출력 기기 일람 

 ◇아날로그 입력 확장 어댑터(A/D 변환)

형명(채널수)
입력 사양

절연 방식
대응 CPU 유니트 아날로그

입력 점수항목 입력 전류 입력 전압 FX5U FX5UC

FX5-4AD-ADP(4ch)
입력 범위

DC-20~+20mA

(입력 저항값 250Ω)

DC-10~+10V

(입력 저항값 1MΩ)

입력 단자와 PLC 간:포토커플러 절연

입력 단자 채널 간:비절연
○ ○

4점

(4ch)
분해능

1.25μA(20mA×1/16000)

1.25μA((20-4)mA×1/12800)

2.5μA(20-(-20)mA×1/16000)

625μV(10V×1/16000)

312.5μV(5V×1/16000)

312.5μV((5-1)V×1/12800)

1250μV(10-(-10)V×1/16000)

 ◇아날로그 출력 확장 어댑터(D/A 변환)

형명(채널수)
출력 사양

절연 방식
대응 CPU 유니트 아날로그 

출력 점수항목 출력 전류 출력 전압 FX5U FX5UC

FX5-4DA-ADP(4ch)
출력 범위

DC0~20mA

(외부 부하 저항값 0~500Ω)

DC-10~+10V

(외부 부하 저항값 1k~1MΩ)

출력 단자와 PLC 간:포토커플러 절연

출력 단자 채널 간:비절연
○ ○

4점

(4ch)
분해능

1.25μA(20mA×1/16000)

1μA((20-4)mA×1/16000)

625μV(10V×1/16000)

312.5μV(5V×1/16000)

250μV((5-1)V×1/16000)

1250μV(10-(-10)V×1/16000)

 ◇아날로그 입력 유니트(A/D 변환)

형명(채널수)
입력 사양

절연 방식
대응 CPU 유니트 아날로그

입력 점수항목 입력 전류 입력 전압 FX5U FX5UC

FX5-8AD(8ch)
입력 범위

DC-20~+20ｍA

(입력 저항값 250Ω)

DC-10~+10V

(입력 저항값 1MΩ)

입력 단자와 PLC 간:포토커플러 절연

입력 단자 채널 간:비절연
○ ○※1

8점

(8ch)
분해능

625nA(0~20mA)

500nA(4~20mA)

625nA(-20~+20mA)

312.5μV(0~10V)

156.25μV(0~5V)

125μV(1~5V)

312.5μV(-10~+10V)

FX3U-4AD(4ch)
입력 범위

DC-20~＋20mA, DC4~20mA 

(입력 저항값 250Ω)

DC-10~＋10V 

(입력 저항값 200kΩ)

입력 단자와 PLC 간:포토커플러 절연

입력 단자 채널 간:비절연
○※2 ○※2

4점

(4ch)
분해능 1.25μA(40mA×1/32000) 0.32mV(20V×1/64000)

※1 ：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2： FX5U,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BUS 또는 FX5-CNV-BUSC가 필요합니다.

 ◇아날로그 출력 유니트(D/A 변환)

형명(채널수)
출력 사양

절연 방식
대응 CPU 유니트 아날로그 

출력 점수항목 출력 전류 출력 전압 FX5U FX5UC

FX3U-4DA(4ch)
출력 범위

DC0~20mA, DC4~20mA 

(외부 부하 저항값 500Ω 이하)

DC-10~＋10V 

(외부 부하 저항값 1k~1MΩ)

출력 단자와 PLC 간:포토커플러 절연

출력 단자 채널 간:비절연
○※ ○※

4점

(4ch)
분해능 0.63μA(20mA×1/32000) 0.32mV(20V×1/64000)

※： FX5U,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BUS 또는 FX5-CNV-BUSC가 필요합니다.

 ◇FX5U CPU 유니트
내장 아날로그 출력

형명(채널수)
출력 사양

절연 방식
항목 출력 전압

FX5U CPU 유니트(1ch)

출력 범위

DC0~10V

(외부 부하 저항값 

2k~1MΩ)
PLC 내부:비절연

분해능 2.5mV

내장 아날로그 입력

형명(채널수)
입력 사양

절연 방식
항목 입력 전압

FX5U CPU 유니트(2ch)

입력 범위
DC0~10V

(입력 저항값 115.7kΩ)
PLC 내부:비절연

입력 단자 채널 간:비절연

분해능 2.5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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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전류용 입출력 기기

 ◇특징

1) 분해능 14bit 바이너리 고정밀 아날로그입력 어

댑터입니다.

2) 4채널의 전압 입력(DC-10~＋10V) 또는 전류 

입력(DC-20~＋20mA)이 가능합니다.

3) 채널마다 전압 또는 전류 입력을 지정할 수 있습

니다.

4) 프로그램 없이(전용 명령 없이) 데이터전송이 

가능합니다.

FX5-4AD-ADP형 확장 어댑터 

 ◇사양

항목 사양

아날로그

입력 점수
4점(4채널)

아날로그 입력 전압 DC-10~+10V(입력 저항값 1MΩ)

아날로그 입력 전류 DC-20~+20mA(입력 저항값 250Ω)

디지털 출력 14비트 바이너리

입력 특성, 분해능※1

아날로그 입력 범위 디지털 출력값 분해능

전압

0~10V 0~16000 625μV

0~5V 0~16000 312.5μV

1~5V 0~12800 312.5μV

-10~+10V -8000~+8000 1250μV

전류

0~20mA 0~16000 1.25μA

4~20mA 0~12800 1.25μA

-20~+20mA -8000~+8000 2.5μA

정밀도(디지털 출력값의 풀

스케일에 대한 정밀도)

주위 온도 25±5℃：±0.1%(±16digit) 이내

주위 온도 0~55℃：±0.2%(±32digit) 이내

주위 온도 -20~0℃※2：±0.3%(±48digit) 이내

절대 최대 입력 전압：±15V, 전류：±30mA

변환 속도 최대 450μs(데이터의 업데이트는 매연산 주기)

절연 방식
입력 단자와 PLC 간:포토커플러 절연

입력 단자 채널 간:비절연

전원
DC24V 20mA(내부 전원 공급)

DC5V 10mA(내부 전원 공급)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첫 발매품부터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점유 점수 없음)

접속 가능 대수 FX5U, FX5UC:CPU유니트 왼쪽에 아날로그 어댑터 최대 4대

외형 치수 W×H×D(mm) 17.6×106×89.1

중량 약 0.1kg

※ 1 : 입력 특성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 2 : 2016년6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대응하지 않습니다.

 ◇특징

1)  분해능 14bit 바이너리 고정밀 아날로그 출력 어

댑터입니다.

2)  4채널의 전압 출력(DC-10~＋10V) 또는 전류 

출력(DC0~20mA)이 가능합니다.

3)  채널마다 전압 또는 전류 출력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4)  프로그램 없이(전용 명령 없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FX5-4DA-ADP형 확장 어댑터  

 ◇사양

항목 사양

아날로그 출력 점수 4점(4채널)

디지털 입력 14비트 바이너리

아날로그 출력 전압 DC-10~+10V(외부 부하 저항값 1k~1MΩ)

아날로그 출력 전류 DC0~20mA(외부 부하 저항값 0~500Ω)

출력 특성, 분해능※1

아날로그 출력 범위 디지털값 분해능

전압

0~10V 0~16000 625μV

0~5V 0~16000 312.5μV

1~5V 0~16000 250μV

-10~+10V -8000~+8000 1250μV

전류
0~20mA 0~16000 1.25μA

4~20mA 0~16000 1μA

정밀도(아날로그 출력값의 

풀스케일에 대한 정밀도)

주위 온도 25±5℃：±0.1%(전압±20mV, 전류±20μA) 이내

주위 온도 -20~55℃※2：±0.2%(전압±40mV, 전류±40μA) 이내

변환 속도 최대 950μs(데이터의 업데이트는 매연산 주기)

절연 방식
출력 단자와 PLC 간:포토커플러 절연

출력 단자 채널 간:비절연

전원
DC24V +20%, -15% 160mA(외부 전원 공급)

DC5V 10mA(내부 전원 공급)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첫 발매품부터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점유 점수 없음)

접속 가능 대수 FX5U, FX5UC：CPU유니트 왼쪽에 아날로그 어댑터 최대 4대

외형 치수 W×H×D(mm) 17.6×106×89.1

중량 약 0.1kg

※ 1 : 출력 특성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 2 : 2016년6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주위 온도는 0~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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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1)  전압 입력 시 312.5μV, 전류 입력 시 625 nA고

정밀 멀티 입력 유니트입니다.

2)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로, 대진동성이 뛰어납니

다.

3)  채널마다 10,000점의 데이터를 로깅할 수 있으

며 버퍼메모리에 저장됩니다. 로그를 남겨 두면, 

트러블 시 원인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FX5-8 AD형 멀티 입력 유니트  

 ◇사양

항목 사양

아날로그

입력 점수
8점(8채널)

아날로그 입력 전압 DC-10~+10V(입력 저항값 1MΩ)

아날로그 입력 전류 DC-20~+20mA(입력 저항값 250Ω)

절대 최대 입력 전압：±15V, 전류：±30mA

입력 특성, 분해능

아날로그 입력 범위 디지털 출력값 분해능

전압

0~10V 0~32000 312.5μV

0~5V 0~32000 156.25μV

1~5V 0~32000 125μV

-10~+10V -32000~+32000 312.5μV

전류

0~20mA 0~32000 625nA

4~20mA 0~32000 500nA

-20~+20mA -32000~+32000 625nA

디지털 출력값

(16비트 부호 있음 바이너리)
16비트 부호 있음 바이너리(-32000~+32000)

정밀도
주위 온도 25±5℃：±0.3%(±192digit) 이내

주위 온도 -20~+55℃：±0.5%(±320digit) 이내

변환 속도 1ms/ch

절연 방식
입력 단자와 PLC 간:포토커플러 절연

입력 단자 채널 간:비절연

전원
DC24V 40mA(내부 전원 공급)

DC24V +20%, -15% 100mA(외부 전원 공급)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Ver.1.050 이후

FX5UC CPU와 접속 시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입출력 점유 점수 8점

접속 가능 대수 최대 16대

외형 치수 W×H×D(mm) 50×90×102.2

중량 약 0.3kg

 ◇특징

1)  분해능 15bit 바이너리+ 부호 1bit(전압), 14bit 

바이너리+ 부호 1bit(전류) 고정밀 아날로그 입

력 유니트입니다.

2)  4채널의 전압 입력(DC-10~＋10V) 또는 전류 

입력(DC-20~＋20mA, DC4~20mA)이 가능

합니다.

3)  채널마다 전압 또는 전류 입력을 지정할 수 있습

니다.

4)  500μs/ch의 고속 AD 변환을 실현하였습니다.

5)  디지털 필터 기능 및 피크값 유지 기능 등 다양

한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FX3U-4AD형 아날로그 입력 유니트  

 ◇사양

항목 입력 전압 입력 전류

아날로그 입력 범위
DC-10V~＋10V 

(입력 저항 200kΩ)

DC-20~＋20mA, 4~20mA 

((입력 저항 250Ω)

유효 디지털 출력 15비트 바이너리＋부호 1비트 14비트 바이너리＋부호 1비트

분해능 0.32mV(20V×1/64000) 1.25μA(40mA×1/32000)

종합 정밀도

[주위 온도 25℃±5℃ 시]

풀스케일 20V에 대해 ±0.3%(±60mV)

[주위 온도 0~55℃ 시]

풀스케일 20V에 대해 ±0.5%(±100mV)

[주위 온도 25℃±5℃ 시]

-20~＋20mA 입력 시

풀스케일 40mA에 대해 ±0.5%(±200μA)

4~20mA 입력 시도 동일

[주위 온도 0~55℃ 시]

-20~＋20mA 입력 시

풀스케일 40mA에 대해 ±1%(±400μA)

4~20mA 입력 시도 동일

변환 속도 500μs×ch수(디지털 필터 사용 시는 5ms×사용 ch수)

절연 방식
입력 단자와 PLC 간:포토커플러 절연

입력 단자 채널 간:비절연

전원
DC5V 110mA(내부 전원 공급)

DC24V±10% 90mA/DC24V(외부 전원 공급)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첫 발매품부터 대응

FX5U,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BUS 또는FX5-CNV-BUSC가 필요합니다.

입출력 점유 점수 8점(입출력 모두 카운트 가능)

PLC와의 교신 FROM/TO 명령으로 버퍼메모리를 이용하여 실행(버퍼메모리에 대한 직접 지정도 가능)

접속 가능 대수

FX5U ：FX3U증설 전원 유니트 사용 시:최대 8대,  

FX3U증설 전원 유니트 미사용 시:최대6대

FX5UC ：최대6대

외형 치수 W×H×D(mm) 55×90×87

중량 약 0.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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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1)  FX5U CPU 유니트는 아날로그 입출력이 내장

되어 있습니다. 2채널의 아날로그 입력과 1채널

의 아날로그 출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사양(내장 아날로그 입출력 부분만)

항목 사양

A/D부

아날로그 입력 DC0~10V(입력 저항 115.7kΩ)

절대 최대 입력 -0.5V, +15V

디지털 출력값 0~4000

디지털 출력 12비트 부호 없음 바이너리

최대 분해능 2.5mV

정밀도

주위 온도 25℃±5℃일 때, ±0.5% 이내(±20 digit※ 1)

주위 온도 0~55℃일 때, ±1.0% 이내(±40 digit※ 1)

주위 온도 -20~0℃※ 2일 때, ±1.5% 이내(±60digit※ 1)

변환 속도 30μs/채널(데이터의 업데이트는 매연산 주기)

항목 사양

D/A부

아날로그 출력 DC0~10V(외부 부하 저항 2K~1MΩ)

디지털 입력값 0~4000

디지털 입력 12비트 부호 없음 바이너리

최대 분해능 2.5mV

정밀도

주위 온도 25℃±5℃일 때, ±0.5% 이내(±20 digit※ 1)

주위 온도 0~55℃일 때, ±1.0% 이내(±40 digit※ 1)

주위 온도 -20~0℃※ 2일 때, ±1.5% 이내(±60digit※ 1)

변환 속도 30μs(데이터의 업데이트는 매연산 주기)

항목 입력 사양 출력 사양

공통부

절연 방식
PLC 내부:비절연

입력 단자 채널 간:비절연
PLC 내부:비절연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점유 점수 없음)

외형 치수 

W×H×D(mm)

FX5U-32M□ ：150×90×83

FX5U-64M□ ：220×90×83

FX5U-80M□ ：285×90×83

중량

FX5U-32M□ ：약 0.70kg

FX5U-64M□ ：약 1.00kg

FX5U-80M□ ：약 1.20kg

※ 1 : digit는 디지털값을 나타냅니다.

※ 2 : 2016년6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대응하지 않습니다.

FX5U CPU 유니트 내장 아날로그 입출력 기능

 ◇특징

1)  분해능 15bit 바이너리＋부호 1bit(전압), 15bit 

바이너리(전류) 고정밀 아날로그 출력 유니트입

니다.

2)  4채널의 전압 출력(DC-10~＋10V) 또는 전류 

출력(DC0~20mA, DC4~20mA)이 가능합니

다.

3)  채널마다 전압 또는 전류 출력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4)  테이블 출력 기능 및상하한값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FX3U-4DA형 아날로그 출력 유니트 

 ◇사양

항목 출력 전압 출력 전류

아날로그 출력 범위 
DC-10~＋10V

(외부 부하 1k~1MΩ)

DC0~20mA, DC4~20mA

(외부 부하 500Ω 이하)

유효 디지털 입력 15비트 바이너리+부호 1비트 15비트 바이너리

분해능 0.32mV(20V×1/64000) 0.63μA(20mA×1/32000)

종합 정밀도

[주위 온도 25℃±5℃ 시]

풀스케일 20V에 대해 ±0.3%(±60mV)

[주위 온도 0~55℃ 시]

풀스케일 20V에 대해 ±0.5%(±100mV)

[주위 온도 25℃±5℃ 시]

풀스케일 20mA에 대해 ±0.3%(±60μA)

[주위 온도 0~55℃ 시]

풀스케일 20mA에 대해 ±0.5%(±100μA)

변환 속도 1ms(사용 채널수는 무관)

절연 방식
출력 단자와 PLC 간:포토커플러 절연

출력 단자 채널 간:비절연

전원
DC5V 120mA(내부 전원 공급) 

DC24V ±10% 160mA/DC24V(외부 전원 공급)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첫 발매품부터 대응

FX5U,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BUS 또는FX5-CNV-BUSC가 필요합니다.

입출력 점유 점수 8점(입출력 모두 카운트 가능)

PLC와의 교신 FROM/TO 명령으로 버퍼메모리를 이용하여 실행(버퍼메모리에 대한 직접 지정도 가능)

접속 가능 대수

FX5U ：FX3U증설 전원 유니트 사용 시:최대 8대,  

FX3U증설 전원 유니트 미사용 시:최대6대

FX5UC ：최대6대

외형 치수 W×H×D(mm) 55×90×87

중량 약 0.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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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센서용 입력 기기
측온저항체(Pt100)나 열전대의 온도 센서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FX5-4LC형 온도 조절 유니트는 오토 튜닝 내장 PID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의 기능으로 온도 조절 제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

다.

 ◇온도 센서용 입력 기기 일람

형명

(채널수)
대응 센서

입력 사양
절연 방식

대응 CPU 유니트
채널수

항목 온도 입력 FX5U FX5UC

FX5-4AD-PT-ADP

측온저항체 

Pt100, Ni100

입력 범위
Pt100：-200~850℃ 

Ni100：-60~250℃

입력 단자와 PLC 간:

포토커플러 절연

입력 단자 채널 간:비절연

○ ○ 4ch

분해능 0.1℃

FX5-4AD-TC-ADP

열전대 

K, J, T, B, R, S

입력 범위
[대표 예] K형：-200~1200℃ 

 J형：-40~750℃

분해능 0.1℃~0.3℃(사용하는 센서에 따라 다름)

FX5-8AD

측온저항체 

Pt100, Ni100

입력 범위
Pt100：-200~850℃ 

Ni100：-60~250℃

입력 단자와 PLC 간:

포토커플러 절연

입력 단자 채널 간:비절연

○ ○※1 8ch

분해능 0.1℃

열전대 

K,J,T, B, R, S

입력 범위
[대표 예] K형：-200~1200℃ 

 J형：-40~750℃

분해능 0.1℃~0.3℃(사용하는 센서에 따라 다름)

전압입력

입력 범위 DC-10~+10V(입력 저항값 1MΩ)

분해능 125~312.5μV(입력 범위에 따라 다름)

전류입력

입력 범위 DC-20~+20mA(입력 저항값 250Ω)

분해능 500~625nA(입력 범위에 따라 다름)

FX5-4LC
측온저항체 

3선식 Pt100 JIS C 1604-1997(신JIS)

3선식 JPt100 JIS C 1604-1981(구JIS)

2선식/3선식 Pt1000 JIS C 1604-2013

입력 범위

3선식 Pt100:-200~600℃

3선식 JPt100:-200~500℃

2선식/3선식 Pt1000:-200~650℃ 

아날로그 입력과 PLC 간:

포토커플러 절연

트랜지스터 출력과 PLC 간:

포토커플러 절연

아날로그 입력과 전원 간:

DC/DC 컨버터에 의한 절연

트랜지스터 출력과 전원 간:

DC/DC 컨버터에 의한 절연

각 채널 간:절연

○ ○※1 4ch

분해능 0.1℃ 또는 1℃(사용하는 센서에 따라 다름)

열전대 

K, J, T, B, R, S, N JIS C 1602-1995, 

PL Ⅱ, W5Re/W26Re, U, L

입력 범위
[대표 예] K형：-200~1300℃ 

 J형：-200~1200℃

분해능 0.1℃ 또는 1℃(사용하는 센서에 따라 다름)

저전압 입력

입력 범위 DC0~10mV, DC0~100mV

분해능 0.5μV, 5.0μV

FX3U-4LC 측온저항체

3선식 Pt100 JIS C 1604-1997(신JIS)

3선식 JPt100 JIS C 1604-1981(구JIS)

2선식/3선식 Pt1000 JIS C 1604-1997

입력 범위
［대표 예］ Pt100：-200~600℃ 

 Pt1000：-200.0~650.0℃

내부와 채널 간:

포토커플러 절연

내부와 전원 간:

DC/DC 컨버터에 의한 절연

각 채널 간:절연

○※2 ○※2 4ch

분해능 0.1℃ 또는 1℃(사용하는 센서에 따라 다름)

열전대 

K, J, R, S, E, T, B, N, PLII,  

W5Re/W26Re, U, L

입력 범위
［대표 예］ K형：-200.0~1300℃ 

 J형：-200.0~1200℃

분해능 0.1℃ 또는 1℃(사용하는 센서에 따라 다름)

저전압 입력

입력 범위 DC0~10ｍV, DC0~100mV

분해능 0.5μV, 5.0μV

※ 1 :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 2 : FX5U,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BUS 또는 FX5-CNV-BUSC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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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

항목 내용

아날로그

입력 점수
4점(4채널)

사용 가능 측온저항체※1
Pt100(JIS C 1604-1997, JIS C 1604-2013) 

Ni100(DIN 43760 1987)

측정 온도 범위 
Pt100 -200~8500℃(-328~1562℉)

Ni100 -60~250℃(-76~482℉)

디지털 출력값

16비트 부호 있음 바이너리

Pt100 -2000~8500(-3280~1562)

Ni100 -600~2500(760~4820)

정밀

도

주위 온도  

25±5℃

Pt100 ±0.8℃

Ni100 ±0.4℃

주위 온도  

-20~55℃

Pt100 ±2.4℃

Ni100 ±1.2℃

분해능 0.1℃(0.1~0.2℉)

변환 속도※2 약 85ms/채널

절연 방식
입력 단자와 CPU 유니트 사이:포토커플러 절연

입력 단자 채널 간:비절연

전원
DC24V 20mA(내부 전원 공급)

DC5V 10mA(내부 전원 공급)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Ver. 1.040 이후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점유 점수 없음)

접속 가능 대수 FX5U, FX5UC：최대 4대

외형 치수 W×H×D(mm) 17.8×106×89.1

중량 약 0.1kg

※ 1 : 3선식 측온저항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 변환 속도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특징

1)  측온저항체(Pt100, Ni100) 온도 센서 입력 확장 

어댑터입니다.

2)  0.1℃의 고분해능으로 4채널 측정할 수 있습니

다.

3)  채널마다 온도 센서의 종류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측정 단위는 섭씨(℃) 또는 화씨(°F)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5)  프로그램 없이(전용 명령 없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FX5-4AD-PT-ADP형 측온저항 체온도 센서 입력 확장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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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

항목 내용

아날로그

입력 점수
4점(4채널)

사용 가능 열전대※1 K, J, T, B, R, S(JIS 1602-1995)

측정 온도 범위

K -200~1200℃(-328~2192℉)

J -40~750℃(-40~1382℉)

T -200~350℃(-328~662℉)

B  600~1700℃(1112~3092℉)

R 0~1600℃(32~2912℉)

S 0~1600℃(32~2912℉)

디지털 출력값

16비트 부호 있음 바이너리

K -2000~12000(-3280~21920)

J -400~7500(-400~13820)

T -2000~3500(-3280~6620)

B 6000~17000(11120~30920)

R 0~16000(320~29120)

S 0~16000(320~29120)

정밀도
※1

주위 온도  

25±5℃

K
±3.7℃(-100~1200℃)※2 ±4.9℃(-150~-100℃)※2

±7.2℃(-200~-150℃)※2

J ±2.8℃

T
±3.1℃(0~350℃)※2 ±4.1℃(-100~0℃)※2

±5.0℃(-150~-100℃)※2 ±6.7℃(-200~-150℃)※2

B ±3.5℃

R ±3.7℃

S ±3.7℃

주위 온도  

-20~55℃

K
±6.5℃(-100~1200℃)※2 ±7.5℃(-150~-100℃)※2

±8.5℃(-200~-150℃)※2

J ±4.5℃

T
±4.1℃(0~350℃)※2 ±5.1℃(-100~0℃)※2

±6.0℃(-150~-100℃)※2 ±7.7℃(-200~-150℃)※2

B ±6.5℃

R ±6.5℃

S ±6.5℃

분해능
K, J, T 0.1℃(0.1~0.2℉)

B, R, S 0.1~0.3℃(0.1~0.6℉)

변환 속도※3 약 85ms/채널

절연 방식
입력 단자와 CPU 유니트 사이:포토커플러 절연

입력 단자 채널 간:비절연

전원
DC24V 20mA(내부 전원 공급)

DC5V 10mA(내부 전원 공급)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Ver. 1.040 이후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점유 점수 없음)

접속 가능 대수 FX5U, FX5UC：최대 4대

외형 치수 W×H×D(mm) 17.8×106×89.1

중량 약 0.1kg

※ 1 : 정밀도를 만족하려면, 45분의 워밍업(전원 공급)이 필요합니다.

※ 2 : 정밀도는(  ) 안의 측정 온도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 3 : 변환 속도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특징

1)  열전대 온도 센서 입력 확장 어댑터입니다.

2)  0.1℃의 고분해능으로 4채널 측정할 수 있습니

다.

3)  채널마다 온도 센서의 종류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측정 단위는 섭씨(℃) 또는 화씨(°F)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5)  프로그램 없이(전용 명령 없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FX5-4AD-TC-ADP형 열전대 온도 센서 입력 확장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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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

항목 내용

아날로그

입력 점수
8점(8채널)

아날로그 입력 전압 DC-10~+10V(입력 저항값 1MΩ)

아날로그 입력 전류 DC-20~+20mA(입력 저항값 250Ω)

절대 최대 입력 전압：±15V, 전류：±30mA

입력 특성, 

분해능※1

열전대
K, J, T：0.1℃(0.1~0.2℉)  

B, R, S：0.1~0.3℃(0.1~0.6℉)

측온저항체 0.1℃(0.2℉)

디지털 출력값

(16비트 부호 있

음 바이너리)

열전대

K ：-2000~+12000(-3280~+21920) 

J ：-400~+7500(-400~+13820) 

T ：-2000~+3500(-3280~+662-) 

B ：6000~17000(11120~30920) 

R ：0~16000(320~29120) 

S ：0~16000(320~29120)

측온저항체
Pt100：-2000~+8500(-3280~+15620) 

Ni100：-600~+2500(-760~+4820)

정밀도

열전대※2

주위 온도 25±5℃

K ：±3.5℃(-200~-150℃)

K ：±2.5℃(-150~-100℃)  

K ：±1.5℃(-100~1200℃)

J ：±1.2℃

T ：±3.5℃(-200~-150℃) 

T ：±2.5℃(-150~-100℃) 

T ：±1.5℃(-100~350℃)  

B ：±2.3℃

R ：±2.5℃

S ：±2.5℃

주위 온도 -20~55℃

K ：±8.5℃(-200~-150℃) 

K ：±7.5℃(-150~-100℃) 

K ：±6.5℃(-100~1200℃) 

J ：±3.5℃

T ：±5.2℃(-200~-150℃) 

T ：±4.2℃ (-150~-100℃)

T ：±3.1℃(-100~350℃)

B ：±6.5℃

R ：±6.5℃

S ：±6.5℃

측온저항체

주위 온도 25±5℃
Pt100 ：±0.8℃

Ni100 ：±0.4℃

주위 온도 -20~55℃
Pt100 ：±2.4℃

Ni100 ：±1.2℃

변환 속도 열전대/측온저항체 40ms/ch

절연 방식
입력 단자와 PLC 간:포토커플러 절연

입력 단자 채널 간:비절연

전원
DC24V 40mA(내부 전원 공급) 

DC24V +20%, -15% 100mA(외부 전원 공급)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Ver.1.050 이후

FX5UC CPU와 접속 시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대응 엔지니어링 도구 GX Works3：Ver. 1.035M 이후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8점(입출력 모두 카운트 가능)

접속 가능 대수 FX5U, FX5UC：최대 16대

외형 치수 W×H×D(mm) 50×90×102.2

중량 약 0.3kg

※ 1 : 입력 특성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 2 : 정밀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전원 투입 후 30분 이상의 워밍업(전원 공급)이 필요합니다.

 ◇특징

1)  전압, 전류, 열전대, 측온저항체의 입력에 1대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유니트의 구분이 필요 없

습니다.

2)  열전대, 측온저항체의 단선을 쉽게 검출 가능하

므로, Down Time을 절감하여 보수 비용을 절

감할 수 있습니다.

3)  채널마다 10000점의 데이터를 로깅하여 버퍼메

모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로그를 남겨 두면, 

트러블 시 원인 추적에 도움이 됩니다.

FX5-8 AD형 멀티 입력 유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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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제어 방식 2 위치 제어, 표준 PID 제어, 가열 냉각 PID 제어, 캐스케이드 제어

제어 연산 주기 250ms/4ch

측정 온도 범위

열전대

K ：-200~+1300℃(-100~+2400℉) 

J ：-200~+1200℃(-100~+2100℉) 

T ：-200~+400℃(-300~+700℉) 

S ：0~1700℃(0~3200℉) 

R ：0~1700℃(0~3200℉) 

E ：-200~+1000℃(0~1800℉) 

B ：0~1800℃(0~3000℉) 

N ：0~1300℃(0~2300℉) 

PLⅡ：0~1200℃(0~2300℉) 

W5Re/W26Re ：0~2300℃(0~3000℉) 

U ：-200~+600℃(-300~+700℉) 

L ：0~900℃(0~1600℉)

측온저항체

Pt100(3선식)：-200~+600℃(-300~+1100℉) 

JPt100(3선식)：-200~+500℃(-300~+900℉) 

Pt1000(2선식/3선식)：-200.0~+650.0℃(-328~+1184℉)

저전압 입력 DC0~10mV, DC0~100mV

히터 단선 검출 알람 검출

입력 사양

입력 점수 4점

입력 종류

(채널마다 

선택 가능)

열전대　 K, J, R, S, E, T, B, N JIS C 1602-1995, PL Ⅱ, W5Re/W26Re, U, L

측온저항체

3선식Pt100 JIS C 1604-1997(신JIS) 

3선식JPt100 JIS C 1604-1981(구JIS) 

2선식/3선식 Pt1000 JIS C 1604-2013

저전압 입력

측정 정밀도※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온도 조절편) 참조

냉접점 온도 보상 

오차

주위 온도  

0~55℃

±1.0℃ 이내 다만 입력값이  -150~-100℃의 경우 ±2.0℃ 이내 

 -200~-150℃의 경우 ±3.0℃ 이내

주위 온도  

-20~0℃

±1.8℃ 이내 다만 입력값이  -150~-100℃의 경우 ±3.6℃ 이내 

 -200~-150℃의 경우 ±5.4℃ 이내

분해능
0.1℃(0.1℉), 1.0℃(1.0℉), 0.5μV 또는 5.0μV

(사용하는 센서의 입력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샘플링 주기 250ms/4ch

입력 도선 저항의 영향

(측온저항체 입력 시)

3선식 풀스케일에 대해 약 0.03%/Ω, 1선당 10Ω 이하

2선식 풀스케일에 대해 약 0.04%/Ω, 1선당 7.5Ω 이하

외부 저항의 영향

(열전대 입력 시) 
약 0.125μV/Ω

입력 임피던스 1MΩ 이상

센서 전류 약 0.2mA(측온저항체 입력 시)

입력 단선 시

/단락 시 동작 
업 스케일/다운 스케일(측온저항체 입력 시)

전류 검출기 

(CT)입력 사양

입력 점수 4점

샘플링 주기 0.5초

출력 사양

점수:4점

형식:NPN 오픈 컬렉터 트랜지스터 출력, 정격 부하 전압:DC5~24V, 

최대 부하 전류:100mA, 제어 출력 주기:0.5~100.0초

전원
DC5V 140mA(내부 전원 공급) 

DC24V +20%, -15% 25mA(외부 전원 공급)

절연 방식

ㆍ아날로그 입력 및 트랜지스터 출력과 PLC 간은 포토커플러에 의해 절연

ㆍ아날로그 입력 및 트랜지스터 출력과 전원 간은 DC/DC 컨버터에 의해 절연

ㆍ각 ch(채널) 간은 절연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Ver. 1.050 이후 

FX5UC CPU와 접속 시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대응 엔지니어링 도구 GX Works3：Ver. 1.035M 이후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8점(입출력 모두 카운트 가능)

접속 가능 대수 FX5U, FX5UC：최대 16대

외형 치수 W×H×D(mm) 60×90×102.2

중량 약 0.3kg

※ : 측정 정밀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전원 투입 후 30분 이상의 워밍업(전원 공급)이 필요합니다.

 ◇특징

1)  열전대, 측온저항체, 저전압의 입력에 대응하므

로, 폭넓은 용도에 대응 가능합니다.

2)  출력값이 목표값을 초과하게 되는 오버슈트 및 

목표값의 전후를 진동하는 헌팅 현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3)  온도 변화를 파형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리

얼타임으로 표시되는 온도 파형을 확인하면서 

파라미터 조절이 가능합니다.

FX5-4LC형 온도 조절 유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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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1)  4ch의 온도 센서 입력과 제어 출력을 가지고있

으며, "2 위치 제어, 표준 PID 제어(오토 튜닝 

가능), 가열 냉각 PID 제어, 캐스케이드 제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입출력 유니트와 함께 사용하여 전압

이나 전류에 의한 PID 제어도 가능합니다.

2)  캐스케이드 제어를 새로 탑재하여,마스터/슬레

이브의 2개의 제어 루프에 의해 외란 등에 의한 

온도 변화에 대해서 신속한 온도 조절이 가능합

니다.

3)  가열 출력과 냉각 출력의 2 계통의 출력 조작에 

의해 최대 4 루프의 가열 냉각 PID 제어를 실행

할 수 있습니다. 가열측, 냉각측 모두 안정적인 

온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4)  "DC0-10mV" 및 "DC0-100mV"의 저전압 신

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전압 출력의 센서 

등을 직접 접속할 수 있습니다.

5)  폭넓은 열전대 온도 센서와 고정밀도의 Pt1000 

온도 센서에 대응합니다.

FX3U-4LC형 온도 조절 유니트 

 ◇사양

항목 내용

제어 방식 2 위치 제어, 표준 PID 제어, 가열 냉각 PID 제어, 캐스케이드 제어

제어 연산 주기 250ms/4ch

설정 온도 범위※

열전대
K：-200.0~300℃(-100~400℉)

J：-200.0~200℃(-100~100℉)

측온저항체
Pt100(3선식)：-200.0~00.0℃(-300.0~100℉)

Pt1000(2선/3선식)：-200.0~50.0℃(-328~184℉)

저전압 입력 DC0~10mV, DC0~100mV

히터 단선 검출 버퍼메모리에서 알람 검출(0.0 ~ 100.0A의 범위 내에서 가변)

입
력 

사
양

입력 점수 4점

입력 종류

(채널마다 선택 가능)

[측온저항체] 3선식Pt100 JIS C 1604-1997(신JIS) 

 3선식JPt100 JIS C 1604-1981(구JIS) 

 2선식/3선식 Pt1000 JIS C 1604-1997

[열전대] K, J, R, S, E, T, B, N JIS C 1602-1995, PLⅡ, W5Re/W26Re, U, L 

[저전압 입력] DC0~10mV, DC0~100mV

측정 정밀도 예※

[주위 온도 25℃±5℃ 시]

K형 열전대 입력 범위 500℃ 이상의 경우:표시값에 대해 ±0.3% ±1digit

[주위 온도 0 ~ 55℃ 시]

K형 열전대 입력 범위 500℃ 이상의 경우:표시값에 대해 ±0.7% ±1digit

분해능 예※ 0.1℃(0.1℉), 1℃(1℉), 0.5μV 또는 5.0μV

샘플링 주기 250ms/4ch

입력 단선 시/단락 시 동작 업 스케일/다운 스케일(측온저항체 입력 시)

전류 검출기(CT) 

입력 사양

점수:4점 

전류 검출기：CTL-12-S36-8, CTL-12-S56-10, 

 CTL-6-P-H(URD), 샘플링 주기:0.5초

출력 사양

점수:4점

형식:NPN 오픈 컬렉터 트랜지스터, 정격 부하 전압:DC5 ~ 24V, 

최대 부하 전류:100mA, 제어 출력 주기:0.5 ~ 100.0초

전원
DC5V 160mA(내부 전원 공급) 

DC24V +20% -15% 50mA(외부 전원 공급)

절연 방식

아날로그 입력 및 트랜지스터 출력과 PLC 간은 포토커플러에 의해 절연

아날로그 입력 및 트랜지스터 출력과 전원 간은 DC/DC 컨버터에 의해 절연

각 ch 간은 절연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첫 발매품부터 대응

FX5U,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BUS또는 FX5-CNV-BUSC가 필요합니다.

입출력 점유 점수 8점(입출력 모두 카운트 가능)　

PLC와의 교신 FROM/TO 명령으로 버퍼메모리를 이용하여 실행(버퍼메모리에 대한 직접 지정도 가능)

접속 가능 대수

FX5U ：FX3U증설 전원 유니트 사용 시:최대 8대,  

FX3U증설 전원 유니트 미사용 시:최대6대

FX5UC ：최대6대

외형 치수 W×H×D(mm) 90×90×86

중량 약 0.4kg

※ : 센서 입력 범위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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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카운터 
고속 카운터를 사용하면, 엔코더 및 센서에서의 고속 신호를 PLC에서 수신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고속 카운터를 CPU 유니트에 내장하여,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고속 제어가 가능합니다.

고속 카운터 일람 

 ◇CPU 유니트 내장 고속 카운터 기능

형명 종류 최대 주파수 동작 모드 고속 처리 명령

FX5U/FX5UC
1상 1입력(S/W) 200kHz

ㆍ일반 모드

ㆍ펄스 밀도 측정 모드

ㆍ회전 속도 측정 모드

ㆍ32비트 데이터 비교 세트

ㆍ32비트 데이터 비교 리셋

ㆍ32비트 데이터 대역 비교

ㆍ16비트 데이터 고속 입출력 기능 개시/정지

ㆍ32비트 데이터 고속 입출력 기능 개시/정지

1상 1입력(H/W) 200kHz

1상 2입력 200kHz

2상 2입력[1체배] 200kHz

2상 2입력[2체배] 100kHz

2상 2입력[4체배] 50kHz

내장 클록 1MHz(고정)

※ :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래밍 매뉴얼 및 각 제품의 하드웨어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FX5U, FX5UC CPU 유니트의 고속 카운터

고속 카운터는 파라미터에서 입력 할당, 기능 설정 등에 의해 HIOEN 명령을 사용하여 동작을 실행합니다.

고속 카운터의 종류 펄스 입력 신호 형식

1상 1 입력 카운터(S/W)

ON

OFF

A상 입력

ONOFF카운트 방향 전환 비트 

1상 1 입력 카운터(H/W)

ON

OFF
A상 입력

ONOFF
B상 입력 OFF → ON
(카운트 방향 전환 입력)

1상 2입력 카운터

ON

OFF

ON

OFFOFF→ON 시 +1

OFF→ON 시 -1

업 카운트 입력

A상 입력

다운 카운트 입력

B상 입력

2상 2입력 카운터

1체배
-1+1+1

B상 입력

A상 입력

다운 카운트 시업 카운트 시 

-1

2체배
-1+1+1

B상 입력

A상 입력

-1

다운 카운트 시업 카운트 시 

4체배
-1 -1-1+1+1 +1 +1

B상 입력

A상 입력

다운 카운트 시업 카운트 시 

-1

내장 클록

ON

ON

OFF

OFF

내장 클록(1MHz)

카운트 방향 전환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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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 고속 카운터의 입력 할당

고속 카운터의 입력 디바이스의 할당은 파라미터에서 설정합니다.

파라미터에서 각 채널에 각 기능을 설정하면, 이에 대응하는 할당이 정해집니다.

내장클록사용 시는 1상 1 입력(S/W)과 같은 할당이 되어, A 상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CH 고속 카운터 종류 X0 X1 X2 X3 X4 X5 X6 X7 X10 X11 X12 X13 X14 X15 X16 X17

CH1

1상 1입력(S/W) A P E

1상 1입력(H/W) A B P E

1상 2입력 A B P E

2상 2입력 A B P E

CH2

1상 1입력(S/W) A P E

1상 1입력(H/W) A B P E

1상 2입력 A B P E

2상 2입력 A B P E

CH3

1상 1입력(S/W) A P E

1상 1입력(H/W) A B P E

1상 2입력 A B P E

2상 2입력 A B P E

CH4

1상 1입력(S/W) A P E

1상 1입력(H/W) A B P E

1상 2입력 A B P E

2상 2입력 A B P E

CH5

1상 1입력(S/W) A P E

1상 1입력(H/W) A B P E

1상 2입력 A B P E

2상 2입력 A B P E

CH6

1상 1입력(S/W) A P E

1상 1입력(H/W) A B P E

1상 2입력 A B P E

2상 2입력 A B P E

CH7

1상 1입력(S/W) A P E

1상 1입력(H/W) A B P E

1상 2입력 A B P E

2상 2입력 A B P E

CH8

1상 1입력(S/W) A P E

1상 1입력(H/W) A B

1상 2입력 A B

2상 2입력 A B

CH1

~

CH8

내장 클록 사용하지 않습니다

A : A상 입력

B : B상 입력(다만 1상 1 입력(H/W)의 경우에는 방향 전환 입력이 됩니다.)

P : 외부 프리셋 입력(파라미터에서 채널마다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 : 외부허가 입력(파라미터에서 채널마다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

형명 종류 최대 주파수 동작 모드 고속 처리 명령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FX5-16ET/ES-H

FX5-16ET/ESS-H

1상 1입력(S/W) 200kHz

 일반 모드
ㆍ16비트 데이터 고속 입출력 기능 개시/정지

ㆍ32비트 데이터 고속 입출력 기능 개시/정지 
○ ○※

1상 1입력(H/W) 200kHz

1상 2입력 200kHz

2상 2입력[1체배] 200kHz

2상 2입력[2체배] 100kHz

2상 2입력[4체배] 50kHz

내장 클록 1MHz(고정)

※ :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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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의 입력 할당, 입력 할당별 최대 주파수

각 입력의 □는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의 선두 입력 번호입니다.

X□+6, X□+7은 최대 주파수의 값에 관계없이 10KHz까지의 입력 주파수가 됩니다.

프리셋 입력, 허가 입력은 최대 주파수의 값에 관계없이 10KHz까지의 입력 주파수가 됩니다.

CH 고속 카운터 종류 X□ X□+1 X□+2 X□+3 X□+4 X□+5 X□+6 X□+7 최대 주파수

CH9,  

CH11,  

CH13,  

CH15

1상 1입력(S/W) A P E 200kHz

1상 1입력(H/W) A B P E 200kHz

1상 2입력 A B P E 200kHz

2상 2입력[1체배] A B P E 200kHz

2상 2입력[2체배] A B P E 100kHz

2상 2입력[4체배] A B P E 50kHz

CH10,  

CH12,  

CH14,  

CH16

1상 1입력(S/W) A P E 200kHz

1상 1입력(H/W) A B P E 200kHz

1상 2입력 A B P E 200kHz

2상 2입력[1체배] A B P E 200kHz

2상 2입력[2체배] A B P E 100kHz

2상 2입력[4체배] A B P E 50kHz

CH9~CH16 내장 클록 사용하지 않습니다

A : A상 입력

B : B상 입력(다만 1상 1 입력(H/W)의 경우에는 방향 전환 입력이 됩니다.)

P : 외부 프리셋 입력(파라미터에서 채널마다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 : 외부허가 입력(파라미터에서 채널마다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속 카운터 유니트

형명 

(채널수)
종류 최대 응답 주파수 기능

하드웨어

비교 출력 기능

2상 카운터

체배 기능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FX3U-2HC(2ch)

1상

1 입력 
최대 200kHz

일치 출력(최대 30μs의 지연) 기능 

내장

출력 형식:싱크/소스 공용 출력

2점/각 ch

○

－

○※

최대 2대

○※

최대 2대

1상

2 입력 
최대 200kHz

2상

2 입력

1체배 :최대 200kHz

2체배 :최대 100kHz

4체배 :최대 50kHz

○

※： FX5U,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BUS 또는 FX5-CNV-BUSC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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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1)  1대로 2ch의 고속 신호를 입력할 수 있으며, 최

대 200KHz의 카운트가 가능합니다. 각 ch에

는 CPU 유니트에서의 비교값 설정에 의한 고속 

출력 단자를 2점 내장하고 있습니다.

2)  2상 입력에 대해서는 1, 2, 4체배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CPU 유니트 및 외부 입력으로 카운트의 허가/ 

금지가 가능합니다.

4)  라인 드라이버 출력 타입의 엔코더와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5)  입출력 신호의 접속은 커넥터 방식을 채택하여 

간결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고속 펄스 입력의 카운트(2ch 200KHz)가 가능

합니다.

2)  고속 카운터 기능과 위치결정 기능을 함께 사용

(2ch＋2축)할 수 있습니다. 할당되지 않은 단

자는 범용 입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X3U-2HC형 고속 카운터 유니트 

FX5-16ET/E□-H형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 

 ◇사양

항목 사양

입력 점수 2점

신호 레벨 
접속 단자에 의해 DC5V, 12V, 24V 선택 가능

라인 드라이버 출력 타입은 5V 단자에 접속

주파수

1상 1 입력:200KHz 이하

1상 2 입력:200KHz 이하

2상 2 입력:200KHz 이하/1체배, 100KHz 이하/2체배, 50KHz 이하/4체배

계수 범위 
바이너리 부호 있음 32비트(-2,147,483,648~+2,147,483,647) 

또는 바이너리 부호 없음 16비트(0~65,535)

카운트 모드 자동 업/다운(1상 2 입력 또는 2상 입력 시 또는 선택 업/다운(1상 1 입력 시)

일치 출력 
카운터의 현재값과 비교 설정값이 일치하였을 때 비교 출력이 30μs 이내에 세트(ON) 되고, 

리셋 지령으로 100μs 이내에 클리어(OFF) 됩니다.

출력 형식 2점/ch, DC5~24V　0.5A(싱크/소스 공용 출력)

부가 기능
CPU 유니트에서 버퍼메모리에 의한 모드 설정 및 비교 데이터 설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값, 비교 결과, 에러 상태를 CPU 유니트에서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소비 전류 DC5V 245mA(내부 전원 공급)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첫 발매품부터 대응

FX5U,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BUS 또는FX5-CNV-BUSC가 필요합니다.

입출력 점유 점수 8점(입출력 모두 카운트 가능)

PLC와의 교신 FROM/TO 명령으로 버퍼메모리를 이용하여 실행(버퍼메모리에 대한 직접 지정도 가능)

접속 가능 대수 FX5U, FX5UC：최대 2대

외형 치수 W×H×D(mm) 55×90×87

중량 약 0.2kg

 ◇사양

항목 사양

고속 펄스 입력 2ch

입력 응답 주파수 
X□~X□+5※ 200kHz

X□+6, X□+7※ 10kHz

전원
DC5V 100mA(내부 전원 공급)

DC24V 125mA(서비스 전원 또는 외부 전원 공급)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Ver.1.030 이후 대응(제품 번호:165＊＊＊＊ (2016년 5월))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접속 가능 대수 FX5U, FX5UC：최대 4대

외형 치수 W×H×D(mm) 40×90×83

중량 약 0.25kg

※：□는 각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의 선두 입력 번호입니다.

 ◇옵션

전선용 커넥터(40 핀)

형명 종류

FX-I/O-CON2-S 전선용 커넥터 AWG22(0.3mm2)

FX-I/O-CON2-SA 전선용 커넥터 AWG20(0.5mm2)

외부 기기 접속용 커넥터, 접속 케이블 등은 

제품에 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객이 준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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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결정 제어
위치결정 명령을 표준 탑재한 CPU 유니트 및 위치결정 제어가 가능한 펄스 출력 유니트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한,더욱 복잡한 제어는 물론 다축·보간 제어

까지가 가능한 심플 모션 유니트를 라인 업 하여 위치결정 제어를 지원합니다.

위치결정 제어 일람　　 

 ◇CPU 유니트 내장 펄스 출력 기능

형명·특징 항목 기능

C
P
U

 

유
니
트 

내
장 

펄
스 

출
력 

기
능

FX5U/FX5UC

고속 펄스 입력 8ch와 4축의 펄스 출력에 의한 위치결정 기능이 내장

되어 있습니다.

제어 축수 4축※ (2축 동시 스타트에 의한 간이 직선 보간)

최대 주파수 2,147,483,647(펄스 환산 시 200Kpps)

위치결정 프로그램 시퀀스 프로그램, 테이블 운전

대응하는 CPU 유니트 트랜지스터 출력 타입

펄스 출력 명령 PLSY, DPLSY 명령

위치결정 명령 
DSZR, DDSZR, DVIT, DDVIT, TBL, DRVTBL, DRVMUL, DABS, PLSV, DPLSV, DRVI, DDRVI, 

DRVA, DDRVA 명령

※：펄스 출력 모드가 CW/CCW 모드일 때는 2축입니다.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

형명·특징 항목 기능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고
속 

펄
스 

입
출
력 

유
니
트

FX5-16ET/ES-H

FX5-16ET/ESS-H

최고 200Kpps의 펄스 출력이 가능합니다.

각종 위치결정 운전 모드를 탑재하고 있으므로, 2축의 간이 위치결정

에 적합합니다.

제어 축수 2축(2축 동시 스타트에 의한 간이 직선 보간)

○ ○※

최대 주파수 2,147,483,647(펄스 환산 시 200Kpps)

위치결정 프로그램 시퀀스 프로그램, 테이블 운전

출력 형식
FX5-16ET/ES-H:트랜지스터 출력(싱크 타입)

FX5-16ET/ESS-H:트랜지스터 출력(소스 타입)

펄스 출력 명령 -

위치결정 명령 
DSZR, DDSZR, DVIT, DDVIT, DRVTBL, DRVMUL, DABS, 

PLSV, DPLSV, DRVI, DDRVI, DRVA, DDRVA 명령

※ :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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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결정 제어 

 ◇펄스 출력 유니트

형명·특징 항목 기능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펄
스 

출
력 

유
니
트

FX5-20PG-P

직선 보간, 원호 보간을 갖춘 2축용 위치결정 유니트에서 최고 

200Kpps의 펄스 출력이 가능합니다. 위치결정 데이터를 미리 분석해 

두면, 고속으로 위치결정을 기동할 수 있습니다.

제어 축수 2축

○ ○※1

보간 기능 2축 직선 보간, 2축 원호 보간

출력 형식 트랜지스터

펄스 출력 방식
PULSE/SIGN 모드, CW/CCW 모드, A상/B상(4체배), 

A상/B상(1체배)

제어 방식
PTP(Point To Point) 제어, 궤적 제어(직선, 원호 모두 설정 가

능), 속도 제어, 속도·위치 전환 제어, 위치·속도 전환 제어

위치결정 프로그램 시퀀스 프로그램

위치결정 데이터 600데이터/축

입출력 점유 점수 8점(입출력 모두 카운트 가능)

FX3U-1PG

최고 200Kpps의 펄스 출력이 가능합니다.

각종 위치결정 운전 모드를 탑재하고 있으므로, 1축의 간이 위치결정

에 적합합니다.

제어 축수 1축

○※2 ○※2

보간 기능 -

최대 주파수 200kpps

출력 형식 트랜지스터

펄스 출력 방식 정회전 펄스(FP)/역회전 펄스(RP) 또는 펄스(PLS)/방향(DIR)

수동 펄스 발생기 접속 -

위치결정 프로그램 시퀀스 프로그램(FROM/TO 명령)

ABS 현재값 읽기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가능

입출력 점유 점수 8점(입출력 모두 카운트 가능)

※ 1 : FX5UC에 접속 시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 2 : FX5U,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BUS 또는 FX5-CNV-BUSC가 필요합니다.

 ◇심플 모션 유니트

형명·특징 항목
기능 대응 CPU 유니트

FX5-40SSC-S FX5-80SSC-S FX5U FX5UC

심
플 

모
션 

유
니
트

FX5-40SSC-S 

FX5-80SSC-S

SSCNETⅢ/H에 대응하며, MR-J4 서보 모터와 조합하여 

고속·고정밀 위치결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GX Works3에서 파라미터 설정 및 테이블 운전을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어 축수 4축 8축

○ ○※1

보간 기능
2축, 3축, 4축 직선 보간

2축 원호 보간

제어 방식

PTP(Point To Point) 제어, 궤적 제어(직선, 원호 모두 

설정 가능), 속도 제어, 속도·위치 전환 제어, 위치·속

도 전환 제어, 속도·토크 제어

마크 검출 기능 
상시 모드, 지정 횟수 모드, 링 버퍼 모드

마크 검출 신호:최대 4점 마크 검출 설정:16 설정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기능※2
비트 데이터:16ch　워드 데이터:16ch

서보 앰프 접속 방식 SSCNET Ⅲ/H

수동 펄스 발생기 접속 수동 펄스 발생기 1대 사용 가능

위치결정 프로그램 시퀀스 프로그램

입출력 점유 점수 8점(입출력 모두 카운트 가능)

※ 1 :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 2 : 워드 8ch, 비트 8ch까지의 데이터를 리얼타임 파형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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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결정 운전 모드 일람
위치결정 명령  

운전 패턴
내용 FX5U, FX5UC FX5-16ET/E□-H FX5-20PG-P FX3U-1PG

FX5-40SSC-S,

FX5-80SSC-S

◆JOG 운전

JOG 지령

스타트

속도 JOG 속도

정회전/역회전 지령 입력이 ON 되어 있는 동안 모터는 

정회전/역회전합니다.

○
※1

○
※1

○ ○ ○

◆기계 원점복귀

스타트

속도 원점복귀 속도

도그원점 영점

기계 원점복귀 스타트 지령에 의해 원점복귀 속도로 

동작을 개시하고, 기계 원점복귀 종료 후에 클리어 신호

를 출력합니다.

○
※2

○
※2

○
※3

○
※2※3

○
※2※4

◆1속 위치결정

스타트

속도 운전 속도

목표 위치

스타트 지령에 의해 운전 속도로 동작을 개시하고, 

목표 위치에서 정지합니다.
○ ○ ○ ○ ○

◆2단속 위치결정

　(2속 위치결정)

스타트

속도 운전 속도①

운전 속도②

이동량②이동량①

스타트 지령에 의해 운전 속도①로 이동량①까지 이동하

고, 이후 운전 속도②로 이동량②까지 이동합니다.

○
※5

○
※5

○ ○ ○

◆다단속 운전

스타트

속도 운전 속도①
운전 속도②

이동량②이동량①

운전 속도③

이동량③

여러 테이블을 연속 궤적 제어하여 다단속 운전이 

됩니다.

왼쪽 그림은 3개의 테이블의 연속 궤적 제어를 실행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
※5

○
※5

○ × ○

◆인터럽트 정지

스타트

속도

이동량

운전 속도

인터럽트

스타트 지령으로 운전개시하여 목표 위치에서 정지하고,

운전 중에 인터럽트 입력이 ON 되면 감속 정지합니다. 
○ ○ × ○ ×

◆인터럽트 1속 위치결정

　(인터럽트 1속 치수 이송)

스타트

속도

이동량

운전 속도

인터럽트

인터럽트 입력이 ON 되면 같은 속도로 지정된 이동량만 

이동한 후 감속 정지합니다.
○ ○ ○ ○ ○

◆인터럽트 2속 위치결정

　(인터럽트 2속 치수 이송)

속도

스타트 인터럽트
입력①

인터럽트
입력②

1단째 속도 2단째
속도

이동량
인터럽트 입력①이 ON 되면 2단째 속도로 감속합니다.

또한, 인터럽트 입력②이 ON 되면 지정된 이동량만 

이동한 후 감속 정지합니다.

○
※6

○
※6

○
※7

○
○
※7

각 유니트의 상세 동작에 대해서는 각 제품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 1 :가변속 운전 명령으로 대용 가능

※ 2 :도그 검색 기능 내장

※ 3 : 카운트식, 데이터 세트 방식 기능 내장

※ 4 : 카운트식, 스케일 원점 신호 검출식, 데이터 세트 방식 기능 내장

※ 5 : 1속 위치결정 테이블 운전으로 대용 가능

※ 6 : 가변속 운전 또는 인터럽트 1속 위치결정 운전으로 대용 가능

※ 7 : 속도·위치 전환 제어와 속도 변경 기능으로 대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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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결정 명령  

운전 패턴
내용 FX5U, FX5UC FX5-16ET/E□-H FX5-20PG-P FX3U-1PG

FX5-40SSC-S,

FX5-80SSC-S

◆인터럽트 2속 위치결정

　(외부 지령 위치결정)

스타트

운전 속도①속도

운전 속도②

감속 지령
(도그 입력)

정지 지령
(STOP 입력)

스타트 지령에 의해 운전 속도①로 동작을 개시하고, 

감속 지령에 의해 감속 개시합니다.

정지 지령의 입력까지 운전 속도②로 동작합니다.

○
※6

○
※6

× ○ ×

◆가변속 운전

속도 운전 속도

스타트 속도 변경 속도 변경 명령
OFF

PLC에서 지정한 운전 속도로 동작합니다. ○ ○ ○ ○ ○

◆직선 보간

x 좌표

목표 위치(x，y)

x
시점

y

y 좌표

목표 위치에 지정된 속도로 이동합니다.

속도는 합성 속도, 기준 축 속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8

○
※8

○ × ○

◆원호 보간

목표 위치(x, y)

목표 위치
(x, y)  

CCW

반지름-r

시점 반지름r

실선

파선 : ccw

: cw

시점

CW

원호 보간 명령에 의해 목표 위치(x, y)에 지정된 

주속도로 이동합니다.

중심 좌표의 지정에 의한 운전과 보조점의 지정에 의한 

운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 ○ × ○

◆테이블 운전

번호 위치 속도 …

1 200 500

2 500 1000

3 1000 2000

테이블(표)에 의해 위치결정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 ○

◆펄스 발생기 입력 운전

A상

B상

입력 펄스

수동 펄스 발생기, 
엔코더 등

서보 앰프
드라이브 유니트

배율

분주비

수동 펄스 발생기 입력 단자에서 외부 펄스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엔코더 등을 사용한 동기 비율 운전이 가능합니다. 

× × ○ × ○

※ 6 : 가변속 운전 또는 인터럽트 1속 위치결정 운전으로 대용 가능

※ 8 : 간이 직선 보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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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5U, FX5UC CPU 유니트의 내장 위치결정 기능 

 ◇특징

1)  CPU 유니트의 트랜지스터 출력(Y0, Y1, Y2, 

Y3)을 사용하여 최대 4축의 위치결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최대 200Kpps의 펄스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위치결정 전용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를 필요

로 하지 않으므로, 저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4)  위치결정 운전 중 속도 변경 및 위치결정 어드레

스 변경이 가능합니다.

5)  간이 직선 보간 운전에도 대응합니다.

[내장 위치결정을 사용한 박스 포장 장치 예]

200kpps

200kpps

200kpps

1축

2축

3축

4축

200kpps

펄스 출력

ON(정회전)

회전 방향

OFF(역회전)

간이 직선 보간(2축 동시 스타트)

x

y

시점

목표 지점 (x, y)

X 좌표

Y 좌표

 ◇사양

항목 사양

제어 축수 4축※1 (2축 동시 스타트에 의한 간이 직선 보간 가능)

최대 주파수 2,147,483,647(펄스 환산 시 200Kpps)

위치결정 프로그램 시퀀스 프로그램, 테이블 운전

대응하는 CPU 유니트 트랜지스터 출력 타입

펄스 출력 명령 PLSY, DPLSY 명령

위치결정 명령 
DSZR, DDSZR, DVIT, DDVIT, TBL, DRVTBL, DRVMUL, DABS, PLSV, DPLSV, DRVI, DDRVI, DRVA, 

DDRVA 명령

※1 : 펄스 출력 모드가 CW/CCW 모드일 때는 2축입니다.

 ◇사양

항목 사양

제어 축수 2축(2축 동시 스타트에 의한 간이 직선 보간)

최대 주파수 2,147,483,647(펄스 환산 시 200Kpps)

위치결정 프로그램 시퀀스 프로그램, 테이블 운전

출력 형식
FX5-16ET/ES-H:트랜지스터 출력(싱크 타입)

FX5-16ET/ESS-H:트랜지스터 출력(소스 타입)

펄스 출력 명령 -

위치결정 명령 
DSZR, DDSZR, DVIT, DDVIT,  DRVTBL, DRVMUL, DABS, PLSV, DPLSV, DRVI, DDRVI, DRVA, DDRVA

명령

전원
DC5V 100mA(내부 전원 공급)

DC24V 125mA(서비스 전원 또는 외부 전원 공급)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Ver.1.030 이후 대응(제품 번호:165＊ ＊＊＊(2016년 5월))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접속 가능 대수 FX5U, FX5UC：최대 4대

외형 치수 W×H×D(mm) 40×90×83

중량 약 0.25kg

 ◇특징

1)  1대로 고속 카운터 기능(2ch)과 위치결정 기

능(2축)을 확장하여 저비용으로 시스템을 구

성할 수 있습니다.

2)  CPU 유니트의 내장 위치결정 기능과 같은 방

법으로 쉽게 증설할 수 있습니다.

3)  최대 200Kpps의 펄스열을 출력할 수 있습니

다.

4)  고속 카운터 기능 또는 위치결정 기능을 사용

하지 않는 단자는 범용 입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X5-16ET/E□-H형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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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결정 제어 

 ◇사양

항목 사양

제어 축수 2축

지령 속도 1pps~200kpps

펄스 출력

출력 신호:PULSE/SI GN모드, CW/CCW 모드, A상/B상(4체배), A상/B상(1체배)

출력 단자:트랜지스터

DC5~24V 50mA 이하

외부 입출력 사양

입력：READY/STOP/FLS/RLS/PG024/DOG/CHG 단자는 DC24V 5mA,   

PULSERA/PULSER B단자는 DC5V 14mA

영점 신호 PG05 단자는 DC5V 5mA

출력:CLEAR(편차 카운터 클리어)는 DC5~24V 100mA 이하

회로 절연:포토커플러 절연

전원 DC24V +20%, -15% 120mA(외부 전원 공급)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Ver. 1.050 이후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입출력 점유 점수 8점

외형 치수 W×H×D(mm) 50×90×83

중량 약 0.2kg

 ◇특징

1)  위치결정 데이터를 미리 분석해 두면, 일반 위치

결정 기동보다 고속으로 위치결정을 기동할 수 

있습니다.

2)  테이블 방식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직선 보간, 2

축 원호 보간 및 연속 궤적 제어를 조합하여 쉽

게 매끄러운 궤적을 그릴 수 있습니다.

3)  가감속 처리는 사다리꼴, S자 가감속의 2 방식

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가속, 감속 시간은 각각 

4종류 설정할 수 있습니다. S자 가감속의 경우, 

S자 비율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FX5-20PG-P형 펄스열 위치결정 유니트 

 ◇사양

항목 사양

제어 축수 1축

지령 속도 1 pps~200Kpps(지령 단위는 pps, cm/min, 10 deg/min, inch/min 중에서 선택 가능)

설정 펄스
-2,147,483,648~2,147,483,647(지령 단위는 펄스,μm, mdeg, 10-4inch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위치 데이터에 대한 배율 설정 가능)

펄스 출력

출력 신호 형식:정회전(FP)/역회전(RP) 펄스 또는 펄스(PLS)/방향(DIR) 중에서 선택 가능

펄스 출력 단자:트랜지스터 출력

DC5~24V 20mA 이하(포토커플러 절연, LED 동작 표시)

외부 입출력 사양

입력:STOP/DOG 단자는 DC24V 7mA

영점 신호 PG0 단자는 DC5V~DC24V 20mA 이하

출력:FP(정회전)/RP(역회전)/CLR(클리어) 단자는 각 DC5~24V 20mA 이하

구동 전원
입력 신호용:DC24V　40mA

펄스 출력용:DC5~24V　소비 전류 35mA 이하

제어 전원 DC5V 150mA(PLC에서 증설 케이블을 이용하여 전원 공급)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첫 발매품부터 대응

FX5U,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BUS 또는FX5-CNV-BUSC가 필요합니다.

입출력 점유 점수 8점(입출력 모두 카운트 가능)

PLC와의 교신 FROM/TO 명령으로 버퍼메모리를 이용하여 실행(버퍼메모리에 대한 직접 지정도 가능)

접속 가능 대수

FX5U： FX3U증설 전원 유니트 사용 시:최대8대,  

FX3U증설 전원 유니트 미사용 시:최대6대

FX5UC：최대6대

외형 치수 W×H×D(mm) 43×90×87

중량 약 0.2kg

 ◇특징

1)  간이 위치결정 제어에 필요한 7개의 운전 모드

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2)  최대 200Kpps의 펄스열을 출력할 수 있습니

다.

3)  위치결정 운전 중 속도와 목표 어드레스의 변경

이 가능하므로, 각 공정에 대응하는 운전을 실

행할 수 있습니다.

4)  근거리 S자 가감속에 대응하므로, 매끄럽게 고

속 운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FX3U-1PG형 펄스 출력 유니트 

 ◇옵션

외부 기기 접속용 커넥터(40 핀)

형명 종류

A6CON1 납땜 타입(스트레이트 타입)

A6CON2 압착 타입(스트레이트 타입)

A6CON4
납땜 타입

(스트레이트/경사 겸용 타입)

 외부 기기 접속용 커넥터, 접속 케이블 등은 제품에 

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객이 준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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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

항목
사양

FX5-40SSC-S FX5-80SSC-S

제어 축수 4축 8축

연산 주기 0.888ms/1.777ms

보간 기능 직선 보간(최대 4축), 2축 원호 보간

제어 방식
PTP(Point To Point) 제어, 궤적 제어(직선, 원호 모두 설정 가능), 속도 제어, 

속도·위치 전환 제어, 위치·속도 전환 제어, 속도·토크 제어

가감속 처리 사다리꼴 가감속, S자 가감속

동기 제어
입력축 서보 입력축, 동기 엔코더축, 지령 생성축

출력축 캠축

캠 제어

캠 등록수※ 2 최대 64개 최대 128개

캠 데이터 형식 스트로크비 데이터 형식, 좌표 데이터 형식

캠 자동 생성 로터리 커터용 캠 자동 생성

제어 단위 mm, inch, degree, pulse

위치결정 데이터 600데이터/축(GX Works3,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설정 가능)

백업 파라미터, 위치결정 데이터, 블록 기동 데이터는 플래시 ROM에 저장 가능(배터리 없음)

위치결정 제어

직선 제어 
1축 직선 제어, 2축 직선 보간 제어, 3축 직선 보간 제어, 

4축 직선 보간 제어※3(합성 속도, 기준 축 속도)

치수 이송 제어 1축 치수 이송 제어, 2축 치수 이송 제어, 3축 치수 이송 제어, 4축 치수 이송 제어※ 3

2축 원호 보간 제어 보조점 지정, 중심점 지정

속도 제어 1축 속도 제어, 2축 속도 제어※ 3, 3축 속도 제어※ 3, 4축 속도 제어※ 3

속도 위치 전환 제어 INC 모드, ABS 모드

위치 속도 전환 제어 INC 모드

현재값 변경 위치결정 데이터 지정, 현재값 변경용 기동 번호 지정

NOP 명령 있음

JUMP 명령 조건부, 무조건

LOOP, LEND 있음

어드밴스드 위치결정 

제어 
블록 기동, 조건 기동, 대기 기동, 동시 기동, 반복 기동

서보 앰프 접속 방식 SSCNET Ⅲ/H

총연장 거리(최대)[m] 400 

국 간 거리(최대)[m] 100

DC24V 외부 소비 전류 250mA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첫 발매품부터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8점(입출력 모두 카운트 가능)

접속 가능 대수 FX5U, FX5UC：최대 16대

외형 치수 W×H×D(mm) 50×90×83

중량 약 0.3kg

※ 2 : 캠 등록수는 메모리 용량, 캠 분해능, 좌표수에 따라 다릅니다.

※ 3 : 보간 속도 지정 방법은 기준 축 속도만 유효합니다.

 ◇특징

FX5-40SSC-S, FX5-80SSC-S는 SSCNET 

Ⅲ/H에 대응하는 4, 8축의 위치결정 기능을 탑재

한 유니트입니다.

테이블 방식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직선 보간, 2축 

원호 보간 및 연속 궤적 제어를 조합하여 쉽게 매

끄러운 궤적을 그릴 수 있습니다.

"동기 제어"에서는 "동기 제어용 파라미터"를 설

정하여 출력축마다 동기 제어를 기동함으로써, 

입력축(서보 입력축, 지령 생성축※ 1, 동기 엔코더

축)에 동기한 제어를 실행합니다.

※ 1 : 지령 생성축은 지령 생성만을 실행하는 축으로, 서보 앰프

가 접속된 축과 독립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제어 축으

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FX5-40SSC-S형 심플 모션 유니트   

FX5-80SSC-S형 심플 모션 유니트 

어드밴스드 동기 제어
FX5-40SSC-S, FX5-80SSC-S형 심플 모션 유니트는 SSCNET Ⅲ/H에 대응하는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입니다.

SSCNET Ⅲ/H 대응 서보 앰프를 이용하여 서보 모터에 의한 위치결정 제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위치결정 제어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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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통신

네
트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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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통신
MELSEC iQ-F 시리즈는 CC-Link에 의한 고속 네트워크 및 Ethernet, MODBUS, Sensor Solution 등 제어 내용에 따라 네트워크에 대응합니다.

또한, MELSEC iQ-F 시리즈 간에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간이 데이터 링크 및 RS-232C, RS-485 기기와의 통신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픈 필드 네트워크:CC-Link 일람

종류 내용

총연장 거리

또는

전송 거리

국 종류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CC-Link V2(MELSEC iQ-F 시리즈 마스터에 의한 CC-Link V2 시스템)

CC-Link
마스터국

파트너사
센서, 솔레노이드 밸브
　　　 등

MELSEC
iQ-F 시리즈

MELSEC
iQ-F 시리즈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CC-Link용
리모트 I/O

당사
인버터
AC 서보
　 등

종단 저항 종단 저항 

● 개요

MELSEC iQ-F 시리즈를 마스터국으로 하는 

CC-Link V2 시스템입니다.

MELSEC iQ-F 시리즈만으로 CC-Link V2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Ver.1.10도 대

응 가능합니다.

● 규모

리모트 I/O국:최대 12대※ 1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또는 리모트 디바이스국:최대 12대※ 1

● 적용 범위

라인의 분산 제어 및 집중 관리, 소규모 고속 

네트워크 구축 등

최대

1200m

마스터국

(FX5-CCL-MS) 
○ ○※2

마스터국 

(FX3U-

16CCL-M)

○※3 ○※3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FX3U-64CCL)

○※3 ○※3

CC-Link V2(MELSEC iQ-R 시리즈 마스터에 의한 CC-Link V2 시스템)

CC-Link
마스터국

파트너사
센서, 솔레노이드 밸브
　　　 등

MELSEC
iQ-F 시리즈

MELSEC
iQ-F 시리즈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CC-Link용
리모트 I/O

당사
인버터
AC 서보
　 등

종단 저항 종단 저항 

● 개요

MELSEC iQ-R 시리즈 등을 마스터국으로 하

는 CC-Link V2 시스템에 대해서 MELSEC 

iQ-F 시리즈를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규모

최대 64대

● 적용 범위

라인의 분산 제어 및 집중 관리, 상위 네트워

크와의 정보 교환 등

최대

1200m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FX5-CCL-MS)

○ ○※2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FX3U-64CCL)

○※3 ○※3

CC-Link IE Field

스타 접속의 경우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MELSEC

iQ-F

시리즈

MELSEC

iQ-F

시리즈

MELSEC

iQ-F

시리즈

MELSEC

iQ-F

시리즈

마스터국

HUB

MELSEC
iQ-R 시리즈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 개요

MELSEC iQ-R 시리즈를 마스터국으로 하는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서 

MELSEC iQ-F 시리즈를 인텔리전트 디바이

스국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규모

최대 121대(마스터국 1대, 슬레이브국 120

대)

● 적용 범위

라인의 분산 제어 및 집중 관리, 상위 네트워

크와의 정보 교환 등

라인형:

12000m(121대 접속 시)

스타형:

시스템 구성에 따름

링형:

12100m(121대 접속 시)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FX5-CCLIEF)

○ ○※2

CC-Link IE Field Basic

CC-Link IE Field
Basic용 리모트 I/O

MELSEC iQ-R 시리즈
MELSEC iQ-F 시리즈
PC 등

당사 인버터
AC 서보 등

HUB

● 개요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Basic은 범용 

Ethernet을 활용한 FA 네트워크입니다. 링크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마스터국과 슬레이브국 

간에 정기적(사이클릭 전송)으로 데이터 교신

을 합니다.

● 규모

최대7대(마스터국 1대, 슬레이브국 6대)※ 4

● 적용 범위

라인의 분산 제어 및 집중 관리, 상위 네트워

크와의 정보 교환 등

시스템 구성에 의한 
마스터국

(FX5U, FX5UC)
○ ○

※ 1 : FX5-CCL-MS를 마스터국으로 사용한 경우의 대수입니다. FX3U-16CCL-M을 마스터국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대 8대입니다.

※ 2 :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 3 : FX5U,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BUS 또는 FX5-CNV-BUSC가 필요합니다.

※ 4 :사용하는 PLC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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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hernet

종류 내용

총연장 거리

또는

전송 거리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FX5U/FX5UC CPU 유니트

HUB

PC 등
[MELSOFT 접속]

·GX Works3
·MX Component

FX5U/FX5UC FX5U/FX5UC

PC 등
[SLMP]

● 개요

Ethernet 포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설정은 GX Works3에서 가능합니다.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Basic, MELSOFT 접속, 

SLMP, 소켓 통신, 통신 프로토콜 지원, FTP 서버 기능 

및 리모트 유지보수에 대응합니다.

● 규모

1:n

● 적용 범위

라인의 분산 제어, 집중 관리,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유

지보수 등

- ○ ○

 ◇MODBUS

종류 내용

총연장 거리

또는

전송 거리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FX5U/FX5UC CPU 유니트(내장 RS-485 포트), FX5-485-BD

FX5U/FX5UC

인버터
센서 등

● 개요

FX5를 마스터 또는 슬레이브로 하여 RS-485로 

MODBUS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규모

최대 32 국

● 적용 범위

소규모 고속 네트워크 구축 등

최대50m ○ ○※

FX5-232ADP, FX5-232-BD

인버터
센서 등

FX5U/FX5UC

● 개요

FX5를 마스터 또는 슬레이브로 하여 RS-232C로 

MODBUS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규모

1:1

● 적용 범위

PC, 바코드 리더, 프린터, 각종 계측기와의 데이터 교신 

등

최대15ｍ ○ ○※

FX5-485ADP

인버터FX5U/FX5UC 코드 리더 센서

최대 32국

● 개요

FX5를 마스터 또는 슬레이브로 하여 RS-485로 

MODBUS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규모

최대 32 국

● 적용 범위

라인의 분산 제어, 집중 관리 등

최대1200m ○ ○

※： FX5UC에는 확장 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nsor Solution

종류 내용

총연장 거리

또는

전송 거리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FX5-ASL-M

최대 128대

최대 384점

FX5U/FX5UC

● 개요

AnyWireASLINK 시스템의 마스터 유니트입니다.

AnyWireASLINK 시스템의 센서 배선 절감 시스템을 구

축할 수 있습니다.

● 규모

최대 128대

● 적용 범위

라인의 분산 제어 및 센서의 집중 관리 등

최대200m ○ ○※1

FX3U-128ASL-M(일본용 제품)

최대 128대

최대 128점

AnyWireASLINK

FX5U/FX5UC

버스 변환

● 개요

AnyWireASLINK 시스템의 마스터 유니트입니다.

AnyWireASLINK 시스템의 센서 배선 절감 시스템을 구

축할 수 있습니다.

● 규모

최대 128대

● 적용 범위

라인의 분산 제어 및 센서의 집중 관리 등

최대200m ○※2 ○※2

FX3U-128BTY-M(일본용 제품)

최대 128대
최대 128점

AnyWire Bitty 시리즈

FX5U/FX5UC

피킹 터미널 시리즈버스 변환 

● 개요

AnyWire Bitty 시리즈의 마스터 유니트입니다.

AnyWire Bitty 시리즈의 터미널이나 피킹 터미널을 배선 

절감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 규모

최대 128대

● 적용 범위

라인의 분산 제어, 피킹 시스템 구축 등

최대100m ○※2 ○※2

※ 1 :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 2 : FX5U,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BUS 또는 FX5-CNV-BUSC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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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통신ㆍ주변기기 통신 일람

종류 내용 距離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RS-232C 통신(FX5와 RS-232C 기기의 통신)

RS-232C 기기
ᆞ프린터
ᆞ바코드 리더
ᆞPC 등

FX5

RS-232C 통신 기기

● 개요

RS-232C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각종 기기와 무수순으

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 규모

1:1

● 적용 범위

PC, 바코드 리더, 프린터, 각종 계측기와의 데이터 교신 

등

최대15m ○ ○※

RS-485 통신(FX5와 RS-485 기기의 통신)

RS-485 기기
ᆞ계측기 등 FX5 FX5

RS-485 통신 기기

● 개요

RS-485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각종 기기와 무수순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 규모

1:1(1:n)

● 적용 범위

PC, 바코드 리더, 프린터, 각종 계측기와의 데이터 교신 

등

최대 50m, 

또는

1200m

○ ○※

주변기기 접속 포트의 증설(FX5와 주변기기 접속)

주변기기 FX5

통신 보드

● 개요

RS-232C나 RS-422 포트(GOT 포트)를 추가할 수 있

습니다.

● 규모

1:1

● 적용 범위

표시기 2대 동시 접속 등

[RS-422]

접속하는 

주변기기의 

사양에 따름

[RS-232C]

최대 15m

○ ○※

※： FX5UC에는 확장 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링크 일람

종류 내용

총연장 거리

또는

전송 거리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간이 PLC 간 링크(n:n 접속)

FX5

RS-485 통신 기기

FX5

RS-485 통신 기기

FX5

RS-485 통신 기기

● 개요

FX5, FX3간에 쉽게 데이터 링크할 수 있습니다.

● 규모

최대8대

● 적용 범위

라인 분산 제어 및 집중 관리 등

최대 50m, 

또는

1200m

○ ○※

병렬 링크

FX5 FX5

호스트

내장 RS-485 포트 등 내장 RS-485 포트 등 

슬레이브국

● 개요

FX5를 2대 접속하여 디바이스를 서로 링크할 수 있습니

다. 데이터 링크는 2대의 FX5 PLC 간에 자동 업데이트

합니다.

● 규모

1:1

● 적용 범위

소규모 라인 분산 관리, 집중 관리 등

최대 50m, 

또는

1200m

○ ○※

MC 프로토콜(외부 기기와 1:n 접속)

FX5

RS-485 통신 기기

FX5

RS-485 통신 기기

FX5

RS-232C / RS-485

RS-485

트랜스듀서

RS-232C 외부 기기
(PC)

RS-485 통신 기기

● 개요

PC 등의 외부 기기를 호스트로 하여 FX5를 슬레이브국

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3C:형식1/ 형식4에 대응

프레임 4C:형식1/ 형식4/ 형식5에 대응

● 규모

1:n(n=최대 16대)

● 적용 범위

라인 분산 제어 및 집중 관리 등

최대 50m, 

또는

1200m

○ ○※

MC 프로토콜(외부 기기와 1:1 접속)

FX5

RS-232C 통신 기기

RS-232C외부 기기
(PC)

● 개요

PC 등의 외부 기기를 호스트로 하여 FX5를 슬레이브국

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3C:형식1/ 형식4에 대응

프레임 4C:형식1/ 형식4/ 형식5에 대응

● 규모

1:1

● 적용 범위

데이터 수집, 집중 관리 등

최대15m ○ ○※

※： FX5UC에는 확장 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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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ink IE Field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는 Ethernet(1000BASE-T)을 사용한 고속(1Gbps)ㆍ대용량의 오픈 필드 네트워크입니다.

FX5-CCLIEF는 FX5 CPU 유니트를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의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으로 접속하기 위한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입니다.

FX5-CCLIEF형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유니트  

 ◇특징

MELSEC iQ-F 시리즈를 CC-Link IE 필드 네트

워크의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으로 접속할 수 있

습니다.

 ◇사양

항목 사양

국종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국번 1~120(파라미터 또는 프로그램에 의해 설정)

통신 속도 1Gbps

전송로 형식 라인형, 스타형(라인형과 스타형의 혼용도 가능), 링형 

최대 국간 거리 100m(ANSI/TIA/EIA-568-B(카테고리 5 e)에 준거)

캐스케이드 접속 단수 최대 20단

통신 방식 토큰패싱 방식

최대 링크 점수※1

RX 384점, 48바이트

RY 384점, 48바이트

RWr 1024점, 2048바이트※ 2

RWw 1024점, 2048바이트※ 2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3:Ver.1.030 이후 대응(제품 번호:165＊＊＊＊ (2016년 5월))

대응 엔지니어링 도구 GX Works3：Ver. 1.025B 이후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8점(입출력 모두 카운트 가능)

PLC와의 교신 
FROM/TO 명령으로 버퍼메모리를 이용하여 실행

(버퍼메모리에 대한 직접 지정도 가능)

접속 가능 대수 FX5U, FX5UC：최대1대

전원
DC5V 10mA(내부 전원 공급)

DC24V 230mA(외부 전원 공급)

외형 치수 W×H×D(mm) 50×90×103

중량 약 0.3kg

※ 1 : 마스터국이 FX5-CCLIEF1대에 대해서 할당 가능한 점수입니다.

※ 2 : 마스터국의 모드가 온라인(고속 모드)일 때는 256점(512바이트)입니다.

※ 3 : FX5UC CPU 유니트와 접속 시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전송로 형식

항목

●라인 접속

MELSEC iQ-R FX5U/FX5UC※ ※FX5U/FX5UC

FX5-CCLIEFFX5-CCLIEF

●스타 접속

FX5-CCLIEFFX5-CCLIEF

MELSEC iQ-R

FX5U/

FX5UC※ ※

스위칭 허브

FX5U/

FX5UC

●링 접속

FX5-CCLIEFFX5-CCLIEF

MELSEC iQ-R FX5U/FX5UC ※ ※FX5U/FX5UC

※ :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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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ink V2
CC-Link V2는 다양한 FA 기기를 접속할 수 있는 오픈 네트워크입니다.

MELSEC iQ-F 시리즈를 CC-Link의 마스터국으로 하기 위한 마스터 유니트와 CC-Link의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으로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FX5-CCL-MS형 CC-Link 시스템 마스터·인텔리전트 디바이스 유니트 

 ◇특징

1) 마스터국과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파라미터에서 전환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송 속도를 자동 추종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국의 

전송 속도에 자동 추종하므로, 설정 잘못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3)  타국 액세스 기능에 대응하므로 자국에 접속한 GX Works3에서 같은 네트워크의 타국 PLC의 프로그

램 읽기/쓰기/디바이스 모니터 등이 가능합니다. MELSEC iQ-F 시리즈 각각에 GX Works3을 접속하

여 프로그래밍 할 필요가 없으므로, 작업 작업 시간 단축으로 연결됩니다.

 ◇사양

항목 내용

대응 기능 마스터국 또는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CC-Link 대응 버전 Ver.2.00(Ver.1.10도 지원)

전송 속도
ㆍ마스터국:156Kbps/625Kbps/2.5Mbps/5Mbps/10Mbps

ㆍ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156Kbps/625Kbps/2.5Mbps/5Mbps/10Mbps/자동 추종
국번 ㆍ마스터국: 0    ㆍ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1~64
접속 가능국 종류(마스터국 시) 리모트 I/O국, 리모트 디바이스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로컬국, 대기 마스터국은 접속 불가능)
최대 케이블 총연장 1200m(전송 속도에 따라 다름)

최대 접속 국수(마스터국 시)
ㆍ리모트 I/O국:최대 12국(리모트 I/O국의 입출력의 합계 점수 384점 이하)

ㆍ리모트 디바이스국＋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의 합계: 최대 12국(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리모트 디바이스국의 입출력의 합계 점수 384점 이하)
점유 국수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시) 
1국~4국(엔지니어링 도구의 설정에 의해 변경)

1시스템당 

최대 링크

점수

CC-Link Ver. 1

ㆍ리모트 입출력(RX, RY):768점(리모트 I/O국:384점※ 3+리모트 디바이스국+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384점)

ㆍ리모트 레지스터(RWw):48점

ㆍ리모트 레지스터(RWr):48점

CC-Link Ver. 2

ㆍ리모트 입출력(RX, RY):768점(리모트 I/O국:384점※ 3+리모트 디바이스국+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384점)

ㆍ리모트 레지스터(RWw):96점

ㆍ리모트 레지스터(RWr):96점

CC-Link Ver. 1
CC-Link Ver. 2

링크 점수

확장 사이클릭 설정 1배 설정 2배 설정 3배 설정 4배 설정

점유 국수 리모트 입출력 리모트 레지스터 리모트 입출력 리모트 레지스터 리모트 입출력 리모트 레지스터 리모트 입출력 리모트 레지스터 리모트 입출력 리모트 레지스터

1국 점유
RX, RY 
：32점 
(16점)※4

RWw ：4점 
RWr ：4점

RX, RY 
：32점 
(16점)※4

RWw ：4점 
RWr ：4점

RX, RY 
：32점 
(16점)※4

RWw ：8점 
RWr ：8점

RX, RY 
：64점 
(48점)※4

RWw ：16점 
RWr ：16점

RX, RY 
：128점 
(112점)※4

RWw ：32점 
RWr ：32점

2국 점유
RX, RY 
：64점 
(48점)※4

RWw ：8점 
RWr ：8점

RX, RY 
：64점 
(48점)※4

RWw ：8점 
RWr ：8점

RX, RY 
：96점 
(80점)※4

RWw ：16점 
RWr ：16점

RX, RY 
：192점 
(176점)※4

RWw ：32점 
RWr ：32점

RX, RY 
：384점 
(368점)※4

RWw ：64점 
RWr ：64점

3국 점유
RX, RY 
：96점 
(80점)※4

RWw ：12점 
RWr ：12점

RX, RY 
：96점 
(80점)※4

RWw ：12점 
RWr ：12점

RX, RY 
：160점 
(144점)※4

RWw ：24점 
RWr ：24점

RX, RY 
：320점
(304점)※4

RWw ：48점 
RWr ：48점

4국 점유
RX, RY 
：128점 
(112점)※4

RWw ：16점 
RWr ：16점

RX, RY 
：128점 
(112점)※4

RWw ：16점 
RWr ：16점

RX, RY 
：224점 
(208점)※4

RWw ：32점 
RWr ：32점

전송 케이블 CC-Link Ver.1.10 대응 CC-Link 전용 케이블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Ver.1.050 이후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대응 엔지니어링 도구 GX Works3：Ver. 1.035M 이후 대응
통신 방식 브로드캐스트 폴링 방식
전송 포맷 HDLC 준거
오류 제어 방식 CRC(X16＋X12＋X5＋1)
입출력 점유 점수 8 점
접속 가능 대수 각 국 종류에서 CPU 유니트에 1대 접속 가능 ㆍ마스터국:1대※ 1　ㆍ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1대※ 2

전원 DC24V +20%,-15% 100mA (외부 전원 공급)

부속품

FX2NC-100MPCB형 전원 케이블(1m, 3개선)

Ver.1.10 대응 CC-Link 전용 케이블용 종단 저항(2개)　110Ω 1/2 W(색상 코드:갈색 갈색 갈색)

방진 시트(1대)
외형 치수 W×H×D (mm) 50×90×83
중량 약 0.3kg

※ 1 : FX5-CCL-MS를 마스터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FX3U-16CCL-M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 FX5-CCL-MS를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FX3U-64CCL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 1시스템당 사용 가능한 리모트 I/O 점수는 증설 기기의 입출력 점수에 따라 다릅니다. 입출력 점수의 제한에 대해서는 다음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MELSEC iQ-F FX5U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MELSEC iQ-F FX5UC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 4 : ( ) 내는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시에 사용 가능한 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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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유니트

FX5U-80MR/ES

버스
변환 1국 점유1국 점유 1국 점유 1국 점유 1국 점유 1국 점유 1국 점유 1국 점유

1국 점유1국 점유 1국 점유 1국 점유 1국 점유 1국 점유 1국 점유 1국 점유

마스터 유니트

FX3U-16CCL-M

(국번 0)

종단 저항

[리모트 디바이스국 또는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8국)]

종단 저항

80점 8점8점 [리모트 I/O국(8국)] 　32점×8국(256점)

 ◇FX5U에서의 시스템 구성 예

80점형 CPU 유니트와 FX3U-16CCL-M을접속

한 경우, 리모트 I/O국의 접속 대수는최대 8국입

니다.

I/O 유니트 및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에 따라합

계 점수가 최대 입출력 점수(512점)를초과하는 

경우 리모트 I/O국은 8국 미만입니다.

FX3U-16CCL-M형 CC-Link 마스터 유니트 

 ◇특징

1)  MELSEC iQ-F 시리즈를 CC-Link의 마스터국으로 하기 위한 마스터 유니트입니다.

2)  마스터국에는 최대 8대의 리모트 I/O국과 최대 8대의 리모트 디바이스국 또는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양

항목 사양

대응 기능 마스터국 기능(로컬국, 대기 마스터국 기능 없음)

CC-Link 대응 버전 Ver.2.00 준거(확장 사이클릭 1배 설정 시는 Ver.1.10 대응)

전송 속도 156Kbps/625Kbps/2.5Mbps/5Mbps/10Mbps(로터리 스위치로 설정)

국번 0도(로터리 스위치로 설정)

접속 가능국 종류 리모트 I/O국, 리모트 디바이스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로컬국, 대기 마스터국은 접속 불가능)

최대 케이블 총연장 최대 1200m　전송 속도에 따라 다름

최대 접속 국수
최대 16국 ㆍ리모트 I/O국:최대 8국(1국당 PLC의 리모트 I/O 32점을 점유) 

 ㆍ리모트 디바이스국+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합계:최대 8국(다만 RX/RY의 합계 점수 각 256점 이하)

1시스템당 최대 입출력 점수

【FX5U/FX5UC】 ①+ ②의 합계 최대 512점까지 접속 가능 

 ①(PLC실제 I/O 점수)+(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점유 점수)+(FX3U-16CCL-M 점유 점수 : 8점)≤256 

 ②(32×리모트 I/O국의 국수)≤256

CC-Link Ver. 1.10 CC-Link Ver. 2.00

링크

점수

확장 사이클릭 설정 1배 설정 2배 설정 4배 설정 8배 설정

점유 국수 리모트 입출력 리모트 레지스터 리모트 입출력 리모트 레지스터 리모트 입출력 리모트 레지스터 리모트 입출력 리모트 레지스터

1국 점유
RX : 32점 

RY : 32점

RWw : 4점 

RWr : 4점

RX : 32점 

RY : 32점

RWw : 8점 

RWr : 8점

RX : 64점 

RY : 64점

RWw : 16점 

RWr : 16점

RX : 128점 

RY : 128점

RWw : 32점 

RWr : 32점

2국 점유
RX : 64점 

RY : 64점

RWw : 8점 

RWr : 8점

RX : 96점 

RY : 96점

RWw : 16점 

RWr : 16점

RX : 192점 

RY : 192점

RWw : 32점 

RWr : 32점

3국 점유
RX : 96점 

RY : 96점

RWw : 12점 

RWr : 12점

RX : 160점 

RY : 160점

RWw : 24점 

RWr : 24점

4국 점유
RX : 128점 

RY : 128점

RWw : 16점 

RWr : 16점

RX : 224점 

RY : 224점

RWw : 32점 

RWr : 32점

전송 케이블 CC-Link 전용 케이블, CC-Link 전용 고성능 케이블, Ver.1.10 대응 CC-Link 전용 케이블

RAS기능
자동 복렬 기능, 자국 분리 기능, 링크 특수 릴레이/레지스터에 의한 이상 검출, 

PLC CPU STOP 시 자국 리프레시/ 강제 클리어 설정, 사이클릭 데이터일관성 기능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첫 발매품부터 대응

FX5U,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BUS 또는 FX5-CNV-BUSC가 필요합니다.

입출력 점유 점수 8점(입출력 모두 카운트 가능)

PLC와의 교신 FROM/TO 명령으로 버퍼메모리를 이용하여 실행(버퍼메모리에 대한 직접 지정도 가능)

접속 가능 대수 FX5U, FX5UC：최대1대※

외부 전원 전원 전압/소비 전류 DC24V +20%/ -15% 리플(p-p) 5% 이내(전원용 단자대에서 전원 공급) /240mA

부속품

종단 저항

ㆍ표준 케이블용:110Ω 1/2 W(색상 코드, 갈색 갈색 갈색) 2개

ㆍ고성능 케이블용:130Ω 1/2 W(색상 코드, 갈색 주황 갈색) 2개

특수 블록 번호 라벨

외형 치수 W×H×D(mm) 55×90×87

중량 약 0.3kg

※： FX3U-16CCL-M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터국으로 사용하는 FX5-CCL-MS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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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3U-64CCL형 CC-Link 인터페이스 유니트 

 ◇특징

MELSEC iQ-F 시리즈를 CC-Link의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양

항목 사양

절연 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CC-Link 대응 버전 Ver.2.00(확장 사이클릭 1배 설정 시는 Ver.1.10 준거, 버퍼메모리 FX2N-32CCL 호환도 선택 가능)

국 종류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국번 1 ~ 64번(로터리 스위치로 설정)

점유 국수ㆍ확장 사이클릭 설정 1 ~ 4국 점유, 1 ~ 8배 설정(로터리 스위치로 설정) 설정 가능 범위는 아래 표 참조

전송 속도 156Kbps/625Kbps/2.5Mbps/5Mbps/10Mbps(로터리 스위치로 설정)

전송 케이블 Ver.1.10 대응　CC-Link 전용 케이블, CC-Link 전용 고성능 케이블

CC-Link Ver. 1.10 CC-Link Ver. 2.00

링크

점수

확장 사이클릭 설정 １배 설정　 2배 설정 4배 설정 8배 설정

점유 국수※1 리모트 입출력 리모트 레지스터 리모트 입출력 리모트 레지스터 리모트 입출력 리모트 레지스터 리모트 입출력 리모트 레지스터

１국 점유
RX ： 32점

RY ： 32점

RWw ： 4점

RWr ： 4점

RX ： 32점

RY ： 32점

RWw ： 8점

RWr ： 8점

RX ： 64점

RY ： 64점

RWw ： 16점

RWr ： 16점

RX ： 128점

RY ： 128점

RWw ： 32점

RWr ： 32점

2국 점유
RX ： 64점

RY ： 64점

RWw ： 8점

RWr ： 8점

RX ： 96점

RY ： 96점

RWw ： 16점

RWr ： 16점

RX ： 192점

RY ： 192점

RWw ： 32점

RWr ： 32점

3국 점유
RX ： 96점

RY ： 96점

RWw ： 12점

RWr ： 12점

RX ： 160점

RY ： 160점

RWw ： 24점

RWr ： 24점

4국 점유
RX ： 128점

RY ： 128점

RWw ： 16점

RWr ： 16점

RX ： 224점

RY ： 224점

RWw ： 32점

RWr ： 32점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첫 발매품부터 대응

FX5U,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BUS 또는 FX5-CNV-BUSC가 필요합니다.

입출력 점유 점수 8점(입출력 모두 카운트 가능)

PLC와의 교신 FROM/TO 명령으로 버퍼메모리를 이용하여 실행(버퍼메모리에 대한 직접 지정도 가능)

접속 가능 대수 FX5U, FX5UC：최대1대※2

외부 전원 전원 전압/소비 전류 DC24V　+20%/-15% 리플(p-p)5% 이내(전원용 단자대에서 전원 공급) /220mA

외형 치수 W×H×D(mm) 55×90×87

중량 약 0.3kg

※ 1 : "리모트 입출력"점수의 최종국 상위 1워드분의 RX/RY는 시스템 영역으로 점유됩니다.

※ 2 : FX3U-64CCL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으로 사용하는 FX5-CCL-MS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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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net

FX5를 Ethernet으로 LAN(근거리 통신망)에 접속하여 각종 데이터 통신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Ethernet

 ◇내장 Ethernet 통신

항목
사양

FX5U / FX5UC

데이터 전송 속도 100/10Mbps

통신 모드 전이중/반이중※1

인터페이스 RJ45 커넥터

전송 방법 베이스 밴드

최대 세그먼트 길이(허브와 노드 간 길이) 100m

캐스케이드 접속 단수 
100BASE-TX 최대 2단※3

10BASE-T 최대 4단※3

대응 프로토콜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Basic

MELSOFT 접속

SLMP(3E 프레임)

소켓 통신

통신 프로토콜 지원

FTP 서버

커넥션수
MELSOFT 접속, SLMP, 소켓 통신, 통신 프로토콜 지원 합계 8개

(1대의 CPU 유니트에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외부 기기는 최대 8대입니다)

IP 어드레스 초기값:192.168.3.250

회로 절연 펄스 트랜스 절연

허브※1 100BASE-TX 또는 10BASE-T의 포트※ 4를 가지고 있는 허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케이블※2
100BASE-TX 접속 시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케이블 카테고리 5 이상(STP 케이블)

10BASE-T 접속 시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케이블 카테고리 3 이상(STP 케이블)

※ 1 : IEEE802.3x의 플로 제어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 2 :스트레이트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PU 유니트와 GOT 등을 직접 Ethernet 케이블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카테고리 5e 이하의 크로스 케이블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리피터 허브 사용 시 접속 가능 단수입니다. 스위칭 허브 사용 시 접속 가능 단수는 사용하는 스위칭 허브의 제조회사에 문의하십시오.

※ 4 :포트는 IEEE802.3 100BASE-TX 또는 IEEE802.3 10BASE-T의 규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 기능의 개요
MELSOFT 접속 SLMP에 의한 교신

CPU 유니트와 엔지니어링 도구(GX Works3)를 허브를 사용하지 않고 Ethernet 케이블 1개로 접속

할 수 있습니다. IP 어드레스를 설정하지 않고 접속 대상 지정만으로 교신합니다.

자국 MELSOFT

SLMP(SeamLess Message Protocol)는 Ethernet 통신으로 PC에서 PLC의 디바이스 데이터의 읽

기/쓰기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최대 8 커넥션)

HUB

자국 PC

커맨드응답

리모트 유지보수 비전 시스템

리모트 유지보수로 원활한 원격 보수·감시에 의해

인터넷을 사용하여 세계 어디서나 유연한 보수 가능!

VPN(Virtual Private Network) ※

VPN 라우터 :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중계하는 통신 기기

인터넷
(광·xDSL·CATV)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여 네트워크 간을 접속하는 기술로, 인터넷을 경유하여 떨어져 있는 장소에 있는 네트워크 간을

LAN 접속 상태와 같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VPN 접속 구성

사무실

VPN 라우터 VPN 라우터 

VPN 터널

※ : VPN 시스템 구축은 VPN 접속 서비스 제공 파트너가 지원합니다.

올인원으로 기능을 응축한 FX5U와 EZ-700 시리즈를 조합함으로써 

고효율의 이미지 검사 장치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HUB

FX5U GOT2000 등

검사 결과 표시
검사 결과 

PC

Easy BuilderGX Works3

검사 

·유무 검사 ·결함 검사 ·치수 검사 ·손상/오염 검사 ·Burr 검사  ·위치결정
·기울기 검사 ·이물질 침입 검사 ·개수 카운트 ·코드 읽기  ·문자 인식 등

비전 시스템 주요 기능

프로그램

파라미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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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5를 MODBUS 통신의 마스터국 또는 슬레이브국으로서 다양한 MODBUS 통신 기기와 접속할 수 있습니다.

MODBUS

 ◇기능의 개요 

개요

ㆍ  마스터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라미터 설정하여 MODBUS 전용 명
령[ADPRW]로 슬레이브국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슬레이브 국번

데이터 저장
디바이스 선두

MODBUS
어드레스

통신 실행 상태
출력 디바이스 선두

펑션
코드

액세스 점수

(s1) (s2) (s3) (s4) (s5)/(d1) (d2)

ㆍ  슬레이브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라미터 설정만으로 자동 대응합니
다. 또한, MODBUS 어드레스의 할당도 파라미터 설정에서 할당 가능합
니다.

 ◇펑션 코드 일람

펑션 코드 상세

01H 코일 읽기(여러 점 가능)

02H 입력 읽기(여러 점 가능)

03H 유지 레지스터 읽기(여러 점 가능)

04H 입력 레지스터 읽기(여러 점 가능)

05H 코일 쓰기(1점만)

06H 유지 레지스터 쓰기(1점만)

0FH 여러 점 코일 쓰기

10H 여러 점 유지 레지스터 쓰기

FX5U
마스터국/ 슬레이브국

에너지 계측 유니트

센서류

코드 리더

온도 조절기

인버터

 ◇사양

항목

사양

내장 RS-485 포트
FX5-485-BD 
FX5-485ADP

FX5-232-BD 
FX5-232ADP 

접속 대수 최대4채널※1 (다만 마스터는 1채널만)

통신 사양

통신 인터페이스 RS-485 RS-232C

통신 속도 
300/600/1200/2400/4800/9600/ 
19200/38400/57600/115200bps

데이터 길이 8bit

스톱 비트 1bit/2bit

전송 거리※2

FX5-485ADP만으로 
구성 시는 1200m 이하
상기 이외 구성 시는
50m 이하

15m 이하

통신 프로토콜 RTU

마스터 기능

접속할 수 있는 

슬레이브수※3
32국 1국

펑션수 8 (진단 기능 없음)

동시 송신

메시지수
1 메시지

최대 쓰기수 123워드 또는 1968 코일

최대 읽기 수 125워드 또는 2000 코일

슬레이브 기능

펑션수 8(진단 기능 없음)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메시지수
1 메시지

국번 1~247

※ 1 : 마스터 또는 슬레이브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 통신 기기의 종류에 따라 전송 거리가 다릅니다.

※ 3 : 통신 기기의 종류에 따라 슬레이브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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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Solution

Sensor Solution
AnyWireASLINK의 센서 배선 절감 시스템을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FX5-ASL-M형 AnyWireASLINK 시스템 마스터 유니트  

 ◇특징

1) AnyWireASLINK 시스템은 PLC에서 센서 상태

를 집중 감시하여 단선/단락 검출, 센서 감도 

설정, 상태 감시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각 

터미널간의 최소 거리 등의 규정이 없고, 또한, 

T분기, 멀티 드롭, 스타 등의 배선 방법도 자유

로워, 유연한 분기ㆍ접속이 가능합니다.

2)  PLC에서 센서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으므로, 

센서의 수광량 저하 등의 이상 발생을 예측하

여 생산 라인의 정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

니다.

3)  어드레스 라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버퍼메모리

에서 1대의 슬레이브 유니트에 대해서 ID(어드

레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원격지에서도 슬

레이브 ID 변경 가능 ※)

※ : 리모트 어드레스 변경 기능에 대응하는 슬레이브 유니트에 

대해서는 Anywire Co.에 문의하십시오.

 ◇안전에 관한 주의

FX5-ASL-M은 Anywire Co.와 공동으로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PLC 제품과는 보증 내

용이 다릅니다.

보증·사양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사양

항목 내용

전송 클록 27.0kHz

최대 전송 거리(총연장) 200m※1

전송 방식 DC 전원 중첩 토털 프레임·사이클릭 방식

접속 방식 버스 형식(멀티 드롭 방식, T분기 방식, 트리 분기 방식)

전송 프로토콜 전용 프로토콜(AnyWireASLINK)

오류 제어 2중 대조 방식, 체크 섬

접속 I/O 점수 최대384점※2(입력최대256점/출력최대256점)

접속 대수 최대 128대(각 슬레이브 유니트의 소비 전류에 따라 변동)

1시스템당 최대 입출력 점수 슬레이브 유니트의 입력 점수＋슬레이브 유니트의 출력 점수≤384점

외부 접속 방식 7피스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푸시 타입

RAS기능

ㆍ전송선 단선 위치 검출 기능

ㆍ전송선 단락 검출 기능

ㆍ전송 전원 저하 검출 기능

전송선(DP, DN)

UL 대응 범용 2선 케이블(MOFF, MOF 1.25mm2, 0.75mm2, 정격 온도 70℃ 이상)

UL 대응 범용 전선(1.25mm2, 0.75mm2, 정격 온도 70℃ 이상)

전용 플랫 케이블(1.25mm2, 0.75mm2, 정격 온도 90℃)

전원선(24V, 0V)

UL 대응 범용 2선 케이블(MOFF, MOF 0.75~2.0mm2, 정격 온도 70℃ 이상)

UL 대응 범용 전선(0.75~2.0mm2, 정격 온도 70℃ 이상)

전용 플랫 케이블(1.25mm2, 0.75mm2, 정격 온도 90℃)

메모리 EEPROM 내장(업데이트 횟수:10만회)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Ver. 1.050 이후

FX5UC CPU 유니트와 접속 시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전원
DC5V 200mA(내부 전원 공급)

DC24V -10%, +15% 100mA(외부 전원 공급)

입출력 점유 점수 8점

접속 가능 대수 FX5U, FX5UC：1대※3

외형 치수 W×H×D(mm) 40×90×97.3

중량 약 0.2kg

※ 1 : 전송선(DP, DN)과 유니트 본체가 일체로 되어 있는 슬레이브 유니트에 대해서는 전송선(DP, DN)의 길이도 총연장에 포함됩니

다. 4선(DP, DN, 24V, 0V)으로 50m 이상 배선하는 경우에는 전원과 라인 간에 전원 라인용 노이즈 필터를 삽입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nywire Co. ASLINK 필터(ANF-01)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 2 : 1시스템당 사용 가능한 리모트 I/O 점수는 증설 기기의 입출력 점수에 따라 다릅니다.

  입출력 점수의 제한에 대해서는 다음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 MELSEC iQ-F FX5U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 MELSEC iQ-F FX5UC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 3 :  FX3U-128ASL-M(일본용 제품)과는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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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3U-128ASL-M(일본용 제품)형 AnyWireASLINK 시스템 마스터 유니트 

 ◇특징

1)  MELSEC iQ-F 시리즈를 Anywire Co.의 

AnyWireASLINK 센서 배선 절감 시스템에 접속

하기 위한 마스터 유니트입니다.

2)  FX3U-128ASL-M(일본용 제품)형 

AnyWireASLINK 시스템 마스터 유니트에는 전

송 신호에 전원(DC24V 상당, MAX. 2A)을 포

함한 AnyWire 고유의 전송 방식을 탑재하여 4

심 또는 2심 케이블로 최대 200m까지의 배선 

절감을 실현합니다.

3)  ASLINKAMP 및ASLINKSENSOR를 사용하는 

경우, 래더 프로그램 및 엔지니어링 도구 또는 

GOT에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리모트에 

의한 작업 전환이 가능합니다.

 ◇안전에 관한 주의

FX3U-128ASL-M(일본용 제품)은 Anywire 

Co.와 공동으로 개발·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PLC 제품과는 보증 내용이 다릅니다.

보증·사양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사양

항목 사양

전송 클록 27.0kHz

최대 전송 거리(총연장) 200m

전송 방식 DC 전원 중첩 토털 프레임·사이클릭 방식

접속 방식 버스 형식(멀티 드롭 방식, T분기 방식, 트리 분기 방식)

전송 프로토콜 전용 프로토콜(AnyWireASLINK)

오류 제어 2중 대조 방식, 체크 섬

접속 I/O 점수 최대128점

접속 대수 최대 128대(각 슬레이브 유니트의 소비 전류에 따라 변동)

1시스템당 최대 입출력 점수 슬레이브 유니트의 입력 점수＋슬레이브 유니트의 출력 점수≤128점

RAS기능

ㆍ전송선 단선 위치 검출 기능

ㆍ전송선 단락 검출 기능

ㆍ전송 전원 저하 검출 기능

AnyWireASLINK

전송선

UL 대응 범용 2선 케이블(MOFF, MOF　1.25mm2, 0.75mm2, 정격 온도 70℃ 이상)

UL 대응 범용 전선(1.25mm2, 0.75mm2, 정격 온도 70℃ 이상), 전용 플랫 케이블

(1.25mm2, 0.75mm2, 정격 온도 90℃)

DC24V 전원선

UL 대응 범용 2선 케이블(MOFF, MOF　0.75~2.0mm2, 정격 온도 70℃ 이상)

UL 대응 범용 전선(0.75~2. 0mm2, 정격 온도 70℃ 이상), 전용 플랫 케이블

(1.25mm2, 0.75mm2, 정격 온도 90℃)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첫 발매품부터 대응

FX5U,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BUS 또는 FX5-CNV-BUSC가 필요합니다.

전원
DC5V 130mA(내부 전원 공급)

DC24V -10% +15% 100mA(AnyWireASLINK 통신용 외부 전원)

입출력 점유 점수 8점(입출력 모두 카운트 가능)

PLC와의 교신 FROM/TO 명령으로 버퍼메모리를 이용하여 실행(버퍼메모리에 대한 직접 지정도 가능)

접속 가능 대수 FX5U, FX5UC：최대1대※

외형 치수 W×H×D(mm) 43×90×95.5

중량 약 0.2kg

※： FX5-ASL-M과는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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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Solution

ASLINKER

범용 센서 ASLINK 전용 센서

ASLINKSENSORASLINKAMP

범용 센서

호스트

슬레이브국

ASLINKTERMINAL

범용 센서

최대 8대
접속 터미널
또는 고객의
오리지널 기판

AnyWireASLINK 센서 접속 가능

단락이나 단선의 검출, 
센서 감도 설정, 어드레스 자동 인식

센서 접속은 배선 절감·단선 /단락 검출·센서 감도 설정·상태 감시 등의 요구를

MELSEC iQ-F에서 실현 가능!

AnyWireASLINK

자세한 내용은 
AnyWireASLINK시스템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ASLINKSENSOR

센서 직접 연결

최대 16대까지 증결 가능

■ASLINKAMP

범용 센서 헤드 접속

■ASLINKTERMINAL

입출력 8점까지의 I/O에

■ASLINKER■ASLINKER

입출력 2점까지의 I/O에

케이블 램프 광전 센서입력 8점
터미널

출력 8점
터미널

커넥터 타입

센서 단선 검출 가능 센서 단선·단락 검출 가능
센서 감도 설정 및 상태 감시 가능

FX5-ASL-M

총연장 200m※1※2, 최대 384점, 최대 128대※2 접속 가능
※ 1: 지선길이 포함 총연장 거리　   ※ 2 : 각 슬레이브 유니트의 소비 전류에 따라 변동

근접 센서

포토 인터럽터

FROM / TO

 시스템 구성 예(AnyWireA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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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Wire Bitty 시리즈의 센서 배선 절감 시스템을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FX3U-128BTY-M(일본용 제품)형 AnyWire Bitty 시리즈 마스터 유니트 

 ◇시스템 전체의 리모트 I/O 할당 예

버스 변환 유니트 CPU 유니트 
AnyWire Bitty

시리즈 마스터※1

시스템 전체의 입출력 점수 FX5U/FX5UC:512점

1. 입출력 점수(입출력 점유 점수 포함) FX5U/FX5UC:256점

AnyWireASLINK
마스터 ※1

FX5U/FX5UC:384점2. 리모트 I/O 점수 

AnyWireASLINK

AnyWire Bitty Series

리모트 I/O ※2 리모트 I/O ※2 리모트 I/O ※2

리모트 I/O 리모트 I/O 리모트 I/O

※ 1 :  AnyWire Bitty 시리즈 마스터와 리모트 I/O 점수로 할당하는 리모트 I/O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스터 유니트는 

FX3U-128ASL-M(일본용 제품) 및 FX3U-16CCL-M입니다. 유니트 접속 순서, 리모트 I/O의 할당 등의 자세한 내용은 FX3U-

128BTY-M(일본용 제품)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 2 : 피킹 터미널 포함.

 ◇특징

1)  MELSEC iQ-F 시리즈를 Anywire Co.AnyWire 

Bitty 시리즈의 센서 배선 절감 시스템에 접속하

기 위한 마스터 유니트입니다.

2)  FX3U-128BTY-M(일본용 제품)형 AnyWire 

Bitty 시리즈 마스터 유니트에는 전송 신호에 전

원(DC24V 상당, MAX. 2A)을 포함한 AnyWire 

고유의 전송 방식을 탑재하여 시퀀스 제어에 의

해 센서·LED·로봇 끝 부분 등의 소점수 분산 

시스템을 4심 또는 2심 케이블로 실현합니다.

 ◇안전에 관한 주의

FX3U-128BTY-M(일본용 제품)은 Anywire 

Co.와 공동으로 개발·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PLC 제품과는 보증 내용이 다릅니다.

보증·사양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사양

항목 사양

전송 클록 27.0kHz

최대 전송 거리(총연장) 100m

전송 방식 DC 전원 중첩 토털 프레임·사이클릭 방식

접속 방식 버스 형식(멀티 드롭 방식, T 분기 방식, 트리 분기 방식)

전송 프로토콜 전용 프로토콜(AnyWire Bitty 시리즈)

오류 제어 2중 대조 방식

접속 I/O 점수 최대128점

접속 대수 최대 128대(각 슬레이브 유니트의 소비 전류 합계는 전송선 공급 전류의 범위)

1시스템당 최대 입출력 점수 슬레이브 유니트의 입력 점수＋슬레이브 유니트의 출력 점수≤128점

RAS 기능 전송선 단선 위치 검출 기능, 전송선 단락 검출 기능, 전송 전원 저하 검출 기능

Bitty 시리즈 전송선

UL 대응 범용 2선 케이블(MOFF, MOF　1.25mm2, 0.75mm2, 정격 온도 70℃ 이상)

UL 대응 범용 전선(1.25mm2, 0.75mm2, 정격 온도 70℃ 이상), 전용 플랫 케이블

(1.25mm2, 0.75mm2, 정격 온도 90℃)

DC24V 전원선

UL 대응 범용 2선 케이블(MOFF, MOF　0.75~2.0mm2, 정격 온도 70℃ 이상)

UL 대응 범용 전선(0.75~2. 0mm2, 정격 온도 70℃ 이상), 전용 플랫 케이블(1.25mm2, 

0.75mm2, 정격 온도 90℃)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첫 발매품부터 대응

FX5U,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BUS 또는 FX5-CNV-BUSC가 필요합니다.

전원
DC5V 130mA(내부 전원 공급)

DC24V -10% +15% 100mA(Bitty 통신용 외부 전원)

입출력 점유 점수 8점(입출력 모두 카운트 가능)

PLC와의 교신 FROM/TO 명령으로 버퍼메모리를 이용하여 실행(버퍼메모리에 대한 직접 지정도 가능)

접속 가능 대수 FX5U, FX5UC：최대1대

외형 치수 W×H×D(mm) 43×90×95.5

중량 약 0.2kg

 ◇AnyWire Bitty 시리즈 구성 예

시스템의 전송 거리의 "총연장"은 A+B+C≤100M입니다.

터미네이터는 1시스템에 대해 최대 3대, 마스터 유니트에서 가장 먼 끝 부분과 30m을 초과한 지선

에 장착이 필요합니다.

FX3U-128BTY-M(일본용 제품)

터미네이터

슬레이브 유니트

슬레이브 유니트 슬레이브 유니트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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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킹" 시스템 구축! 아직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MELSEC iQ-F에서 쉽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FX3U-128BTY-M

FX3U-128BTY-M(일본용 제품)형 AnyWire Bitty 시리즈 마스터 유니트에는 전송 신호에 전원(DC24V 상당, MAX. 2A)을 포함한

AnyWire 고유의 전송 방식을 탑재하여 시퀀스 제어에 의해 센서·LED·로봇 끝 부분 등의 소점수 분산 시스템을 4심 또는 2심 케이블로

실현합니다.

AnyWire Pokayoke Terminal Series

다음의 피킹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피킹 배선
절감 시스템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센서 배선 절감 시스템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AnyWire Bitty Series

AnyWire Bitty Series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AnyWire Bitty Series

■ 부품 선반 부착형

초소형 피킹 터미널

레버형 푸시 버튼형

■ 파이프 선반 부착형

소형 피킹 터미널

■ 파이프 선반 부착형(패널 문 개폐 방식)

도어형 피킹 터미널

■ 파이프 선반 부착형 ■ 직접 설치형

피킹 터미널

7 세그먼트 표시
푸시 버튼형

자동 개폐

깔끔하게
배선 절감!

제품 A

제품 B

START

START

AnyWire Bitty 시리즈
입력 터미널

AnyWire Bitty 시리즈
도어형 피킹 터미널

AnyWire Bitty 시리즈
피킹 터미널

반사형
비형

트리, 스타, T분기 배선 가능

4심, 2심 케이블로 배선 절감

Bitty 시리즈의 입출력 신호 송수신

피킹 터미널 제어

제품 변환도 프로그램으로 원터치

범용 케이블로 비용 절감!

투과형

FROM / TO

총연장 100m※1, 최대 128점, 최대 128대※2 접속 가능
※ 1: 지선길이 포함 총연장 거리　   ※ 2 : 각 슬레이브 유니트의 소비 전류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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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통신 기기
확장보드 및 확장 어댑터를 사용하여 각종 통신 기능을 간편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확장 보드를 추가하면 데이터 링크 및 외부 시리얼 인터페이스 기기와 쉽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확장 보드(통신용)  

 ◇특징

1) 통신용 확장 보드를 FX5U CPU 유니트에 내장할 

수 있습니다.

2)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확장 보드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항목

을 참조하십시오.

 ㆍ "간이 PLC 간 링크"ㆍ"병렬 링크"

 ㆍ "MC 프로토콜"ㆍ"무수순 통신"

 ㆍ "주변기기와 접속"

 ㆍ "인버터 통신 기능"

 ◇사양

형명·특징 항목 사양

FX5-232-BD

RS-232C 통신용 확장 보드입니다.
전송 규격 RS-232C 규격 준거

최대 전송 거리 15m

외부 기기 접속 방법 D-Sub 9Pin(수(볼록))

절연 비절연(통신 라인과 CPU 간)

통신 방식 반이중 쌍방향/전이중 쌍방향※ 

대응 프로토콜 MELSOFT 접속, MC 프로토콜(3C/4C 프레임), 무수순 통신, MODBUS RTU 통신, 통신 프로토콜 지원

통신 속도 300/600/1200/2400/4800/9600/19200/38400/57600/115200(bps)※

종단 저항 -

전원 DC5V 20mA(내부 전원 공급)

대응 CPU 유니트 FX5U CPU 유니트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점유 점수 없음)

외형 치수W×H×D(mm) 38×51.4×18.2

중량 약 0.02ｋｇ

※ : 통신 방식, 통신 속도는 통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형명·특징 항목 사양

FX5-485-BD

RS-485 통신용 확장 보드입니다.

전송 규격 RS-485, RS-422 규격 준거

최대 전송 거리 50m

외부 기기 접속 방법 유럽식 단자대

절연 비절연(통신 라인과 CPU 간)

통신 방식 반이중 쌍방향/전이중 쌍방향※

대응 프로토콜 
MELSOFT 접속, MC 프로토콜(3C/4C 프레임), 무수순 통신, MODBUS RTU 통신, 인버터 통신, 간이 PLC 간 링크, 

병렬 링크, 통신 프로토콜 지원

통신 속도 300/600/1200/2400/4800/9600/19200/38400/57600/115200(bps)※

종단 저항 내장(OPEN/110Ω/330Ω)

전원 DC5V 20mA(내부 전원 공급)

대응 CPU 유니트 FX5U CPU 유니트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점유 점수 없음)

외형 치수W×H×D(mm) 38×51.4×30.5

중량 약 0.02kg

※ : 통신 방식, 통신 속도는 통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형명·특징 항목 사양

FX5-422-BD-GOT

RS-422 통신용 확장 보드(GOT 접속용)입니다.

전송 규격 RS-422 규격 준거

최대 전송 거리 GOT의 사양에 따름

외부 기기 접속 방법 MINI-DIN 8Pin(암(오목))

절연 비절연(통신 라인과 CPU 간)

통신 방식 반이중 쌍방향

통신 속도 9600/19200/38400/57600/115200(bps)

종단 저항 -

전원 DC5V 20mA(내부 전원 공급)※

대응 CPU 유니트 FX5U CPU 유니트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점유 점수 없음)

외형 치수W×H×D(mm) 38×51.4×15.4

중량 약 0.02kg

※ : GOT 5V 타입을 접속한 경우, 소비 전력이 증가합니다. 소비 전류는 각 접속 기종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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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통신 기기

FX5-232ADP형 RS-232C 통신용 확장 어댑터 

FX5-485ADP형 RS-485 통신용 확장 어댑터 

 ◇특징

절연 타입의 RS-232C 통신 어댑터입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MC 프로토콜", "무수순 통신", 

"주변기기와 접속"을 참조하십시오.

 ◇특징

절연 타입의 RS-485 통신 어댑터입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간이 PLC 간 링크", "병렬 링

크", "MC 프로토콜", "무수순 통신", "주변기기와 

접속" "인버터 통신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사양

항목 사양

전송 규격 RS-232C 규격 준거

최대 전송 거리 15m

절연 포토커플러 절연(통신 라인과 CPU 간)

외부 기기 접속 방법:커넥터 D-Sub 9Pin(수(볼록))

통신 방식 반이중 쌍방향/ 전이중 쌍방향

대응 프로토콜 
MELSOFT 접속, MC 프로토콜(3C/4C 프레임), 무수순 통신, MODBUS RTU 통신, 

통신 프로토콜 지원

통신 속도 300/600/1200/2400/4800/9600/19200/38400/57600/115200(bps)※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점유 점수 없음)

소비 전류(내부 전원 공급) DC5V 30mA/DC24V 30mA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첫 발매품부터 대응

접속 가능 대수 FX5U, FX5UC:CPU유니트 왼쪽에 통신 어댑터 최대 2대

외형 치수W×H×D(mm) 17.6×106×74

중량 약 0.08kg

※：통신 방식, 통신 속도는 통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사양

항목 사양

전송 규격 RS-485, RS-422 규격 준거

최대 전송 거리 1200m

절연 포토커플러 절연(통신 라인과 CPU 간)

외부 기기 접속 방법 유럽식 단자대

통신 방식 반이중 쌍방향/전이중 쌍방향

대응 프로토콜 
MELSOFT 접속, MC 프로토콜(3C/4C 프레임), 무수순 통신, MODBUS RTU 통신, 

인버터 통신, 간이 PLC 간 링크, 병렬 링크, 통신 프로토콜 지원

통신 속도 300/600/1200/2400/4800/9600/19200/38400/57600/115200(bps)※

종단 저항 내장(OPEN/110Ω/330Ω)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점유 점수 없음)

소비 전류(내부 전원 공급) DC5V 20mA/DC24V 30mA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첫 발매품부터 대응

접속 가능 대수 FX5U, FX5UC:CPU유니트 왼쪽에 통신 어댑터 최대 2대

외형 치수W×H×D(mm) 17.6×106×74

중량 약 0.08kg

※：통신 방식, 통신 속도는 통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99

6

간이 PLC 간 링크

네
트
워
크·

통
신

간이 PLC 간 링크
내장 RS-485 포트 및 RS-485 통신용 확장 보드, 확장 어댑터를 이용하면, 2대~ 8대의 PLC를 쉽게 데이터 링크할 수 있습니다.

RS-485 통신 기기

형명 구분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FX5-485-BD 확장 보드 ○ ×

FX5-485ADP 확장 어댑터 ○ ○

- 내장 RS-485 포트 ○ ○

 ◇특징

1)  FX5 또는 FX3을 최대 8대 접속하여 간단한 프

로그램만으로 데이터 링크할 수 있습니다.

2)  각 국 간에는 비트 디바이스(0~64점)와 워드

디바이스(4~8점)가 자동으로 데이터 링크되어 

있어, 슬레이브국상에 할당된 디바이스에따라 

타국의 ON/OFF 상태 및 데이터 레지스터의 수

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 PLC 간 링크 기능 사양

항목 사양

전송 규격 RS-485 규격에 준거

총연장 거리

FX5-485ADP만으로 구성 시:1200m 이하

FX5-485ADP, FX3U-485ADP-MB로 구성 시:500m 이하

상기 이외의 구성 시:50m 이하(내장 RS-485 포트, FX5-485-BD, FX3용 485-BD혼용시는 50m 이하)

통신 방식·전송 속도 반이중 쌍방향·38400bps

접속 가능 대수 최대 8대

링크 점수

패턴0
비트 디바이스:0점

워드 디바이스:4점

패턴1
비트 디바이스:32점

워드 디바이스:4점

패턴2
비트 디바이스:64점

워드 디바이스:8점

링크 리프레시 시간(ms)

패턴0 접속 대수에 따라 2대(20), 3대(29), 4대(37), 5대(46), 6대(54), 7대(63), 8대(72)

패턴1 접속 대수에 따라 2대(24), 3대(35), 4대(45), 5대(56), 6대(67), 7대(78), 8대(88)

패턴2 접속 대수에 따라 2대(37), 3대(52), 4대(70), 5대(87), 6대(105), 7대(122), 8대(139)

PLC 접속용 기기

FX5U FX5-485ADP, FX5-485-BD

FX5UC FX5-485ADP

FX3S FX3G-485-BD(-RJ) 또는 FX3S-CNV-ADP＋FX3U-485ADP(-MB)

FX3G FX3G-485-BD(-RJ) 또는 FX3G-CNV-ADP＋FX3U-485ADP(-MB)

FX3GC FX3U-485ADP(-MB)

FX3U, FX3UC※ FX3U-485-BDBD 또는 기능 확장 보드＋FX3U-485ADP(-MB)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FX3S, FX3G, FX3GC, FX3U, FX3UC

※： FX3UC- □□MT/D, FX3UC- □□MT/DSS, FX3UC-16MR/D □ -T에는 기능 확장 보드를 접속할 수 없습니다. 특수 어댑터는 직접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간이 PLC 간 링크 기능

 ◇시스템 구성 예

FX5U

종단 저항 종단 저항 

FX5-485-BD

FX5U

FX5UC

FX5-485ADP

FX3

RS-485 기능 확장 보드, 
통신용 확장 어댑터

최대 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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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링크

병렬 링크
내장 RS-485 포트 및 RS-485 통신용 확장 보드, 확장 어댑터를 이용하여, FX5U/FX5UC를 2대 접속하여 디바이스를 상호 링크할 수 있습니다.

RS-485 통신 기기

형명 구분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FX5-485-BD 확장 보드 ○ ×

FX5-485-ADP 확장 어댑터 ○ ○

- 내장 RS-485 포트 ○ ○

 ◇특징

1)  FX5U/FX5UC를 2대 접속하여 파라미터의 설정만으로 디바이스를 서로 링크할 수 있습니다.

2)  링크하고자 하는 점수 및 링크 시간에 따라 일반 병렬 링크 모드와 고속 병렬 링크 모드의 2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데이터 링크는 2대의 FX5U/FX5UC간에 

자동 업데이트합니다.

 ◇병렬 링크의 사양

항목 사양

접속 대수 최대 2대(1:1)

전송 규격 RS-485 규격 준거

최대 총연장 거리 
FX5-485ADP만으로 구성 시 1200m 이하

상기 이외 구성 시 50m 이하

링크 시간

일반 병렬 링크 모드 : 15ms+호스트의 연산 주기(ms)+슬레이브

국의 연산 주기(ms)

고속 병렬 링크 모드 : 5ms+호스트의 연산 주기(ms)+슬레이브

국의 연산 주기(ms)

병렬 링크 기능

 ◇시스템 구성 예

병렬 링크

FX5U/
FX5UC

호스트

내장 RS-485 포트 등 내장 RS-485 포트 등 

슬레이브국

FX5U/
FX5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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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프로토콜
MC 프로토콜(시리얼 통신)에 의한 교신 기능으로 CPU 유니트 및 외부 기기를 호스트로 하여여러 PLC를 데이터 링크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기에서의 커맨드 지령에 의해 데이터 링크를 실행하기 위해 외부 기기가 주체가 되는 데이터 관리,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합합니다.

RS-232C, RS-485 통신 기기

MC 프로토콜 기능

 ◇특징

1)  RS-485 통신 기기를 이용하면, FX5U/FX5UC를 최대 16대 접속하여 PC에서의 지령에 대응하는 데이터 교신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RS-232C 통신 기기를 이용하면, PC와 1:1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3)  MC 프로토콜의 QnA 호환 3C/4C 프레임에 의한 통신이 가능합니다.(형식1/형식4/형식5)

 ◇시스템 구성 예

1)  RS- 485 통신에 의한 1:n 접속

FX5U

FX5-485-BD

FX5U/
FX5UC

내장 RS-485 포트

FX5U/
FX5UC

FX5-485ADP

FX5U/
FX5UC

FX5-485ADP

최대 16대

RS-485/RS-232C
트랜스듀서

FX-485PC-IF

종단
저항

종단
저항

RS-232C

PC전원

RS-485

2)  RS-232C 통신에 의한 1:1 접속

FX5U
RS-232C FX5-232-BD

PC

 ◇MC 프로토콜 기능 사양

항목 사양

전송 규격 RS-485/RS-232C 규격 준거

총연장 거

리 

RS-485
FX5-485ADP 사용 시:1200m 이하

내장 RS-485 포트 또는 FX5-485-BD 사용 시:50m 이하

RS-232C 15m 이하

통신 방식 반이중 쌍방향

전송 속도
300/600/1200/2400/4800/9600/19200/38400/57600 

/115200bps

접속 가능 대수 최대 16대

프로토콜 형식 
MC 프로토콜(전용 프로토콜)

3C 프레임(형식1/ 형식4)/4C 프레임(형식1/형식4/형식5)

RS-485 

접속 기기

FX5U 내장 RS-485 포트, FX5-485-BD 또는 FX5-485ADP

FX5UC 내장 RS-485 포트 또는 FX5-485ADP

RS-232C 

접속 기기

FX5U FX5-232-BD 또는 FX5-232ADP

FX5UC FX5-232ADP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형명 구분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FX5-232-BD 확장 보드 ○ ×

FX5-232ADP 확장 어댑터 ○ ○

FX5-485-BD 확장 보드 ○ ×

FX5-485ADP 확장 어댑터 ○ ○

- 내장 RS-485 포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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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232C/RS-485　무수순 통신

RS-232C/RS-485　무수순 통신
RS-232C/RS-485(RS-422) 규격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프린터, 코드 리더, 측정 기기 등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프로그램(RS2 명령)을 사용하여 통신을 실행합니다.

RS-232C 통신

 ◇RS-232C 통신 기기

형명(채널수) 통신 방법 절연 최대 전송 거리 제어 명령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FX5-232-BD(1ch)

반이중 쌍방향/전이중 쌍방향 비절연(통신 라인과 CPU 간) 15m RS2 명령
○

(최대1대)
×

FX5-232ADP(1ch)

반이중 쌍방향/전이중 쌍방향 포토커플러 절연(통신 라인과 CPU 간) 15m RS2 명령
○

(최대2대)

○

(최대2대)

 ◇통신 사양

RS-232C 기기의 상세 사양은 각 통신 기기의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구성 예

FX5U
PC

프린터

[각종 RS-232C 기기]

계측기

코드 리더

RS-232C 확장 보드

FX5U/5UC

RS-232C 확장 어댑터

FX5U/5UC

RS-232C /RS-485 등

확장 어댑터 확장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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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485(RS-422) 통신

 ◇RS-485(RS-422) 통신 기기

형명(채널수) 통신 방법 절연 최대 전송 거리 제어 명령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FX5-485-BD(1ch)

반이중 쌍방향/전이중 쌍방향 비절연(통신 라인과 CPU 간) 50m RS2 명령
○

(최대1대)
×

FX5-485ADP(1ch)

반이중 쌍방향/전이중 쌍방향 포토커플러 절연(통신 라인과 CPU 간) 1200m RS2 명령
○

(최대2대)

○

(최대2대)

내장 RS-485 포트(1ch)

반이중 쌍방향/전이중 쌍방향 비절연(통신 라인과 CPU 간) 50m RS2 명령 ○ ○

 ◇통신 사양

RS-485 기기의 상세 사양은 각 통신 기기의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구성 예

FX5U

PC

[각종 RS-485 기기]

계측기

RS-485 확장 보드

FX5U/FX5UC

RS-485 확장 어댑터

FX5U/FX5UC

내장 RS-485 포트

확장 보드

확장 어댑터

내장 RS-485 포트

FX5U/FX5UC

RS-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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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기기와 접속

주변기기와 접속
RS-422/RS-232C 통신 기기를 장착하면 주변기기와 접속포트를 증설할 수 있습니다.

증설한포트에는 PC 등의 시퀀스 프로그래밍용 기기 및 표시기(GOT) 등을 접속할 수 있습니다.

RS-232C 통신

 ◇RS-232C 통신 기기

형명(채널수) 통신 방법 절연 최대 전송 거리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FX5-232-BD(1ch)

반이중 쌍방향/전이중 쌍방향 비절연(통신 라인과 CPU 간) 15m
○

(최대1대)
×

FX5-232ADP(1ch)

반이중 쌍방향/전이중 쌍방향 포토커플러 절연(통신 라인과 CPU 간) 15m
○

(최대2대)

○

(최대2대)

 ◇통신 사양

RS-232C 주변기기(프로그래밍 프로토콜)에 관한 상세 사양은 각 통신 기기의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RS-232C 통신 기기와 주변기기의 접속 케이블

주요 접속 케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속 대상 케이블

DOS/V PC(D-SUB 9핀) FX-232CAB-1

표시기(GOT) 각 표시기의 RS-232C 접속용 케이블, 배선으로 접속하십시오

 ◇주변기기 동시 사용

여러주변기기에서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PC 소프트웨어 등의 엔지니어링 툴은 어느 한 쪽에만 접속하십시오.

RS- 422(GOT) 통신

 ◇RS-422 통신 기기

형명(채널수) 통신 방법 절연 최대 전송 거리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FX5-422-BD-GOT(1ch)

반이중 쌍방향
비절연

(통신 라인과 CPU 간) 
GOT의 사양에 의한

○

(최대1대)
×

 ◇통신 사양

GOT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통신 케이블

GOT의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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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 통신 기능
FX5는 미쓰비시전기 인버터 프로토콜과 통신 제어용 전용 명령이 내장되어 있어, 인버터를 접속하기만 하면 간편하게 인버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RS-485 통신 

 ◇RS-485 통신 기기

형명(채널수) 통신 방법 절연 최대 전송 거리 제어 명령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FX5-485-BD(1ch)

반이중 쌍방향/전이중 쌍방향※ 비절연(통신 라인과 CPU 간) 50m 인버터 명령
○

(최대1대)
×

FX5-485ADP(1ch)

반이중 쌍방향/전이중 쌍방향※ 포토커플러 절연(통신 라인과 CPU 간) 1200m 인버터 명령
○

(최대2대)

○

(최대2대)

내장 RS-485 포트(1ch)

반이중 쌍방향/전이중 쌍방향※ 비절연(통신 라인과 CPU 간) 50m 인버터 명령 ○ ○

※：인버터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반이중 쌍방향입니다.

 ◇시스템 구성 예

통신용 확장 보드
FX5-485-BD

또는 RS-485 통신

최대 16대

통신용 확장 어댑터
FX5-485ADP

FX5U, FX5UC
내장 RS-485 포트

+ 미쓰비시전기 범용 인버터
최대16대 접속(최장 1200m

※
)

※：내장 RS-485 포트, FX5-485-BD를
포함한 경우에는 50m

 ● 접속 가능한 미쓰비시전기 범용 인버터

[접속 가능 기종]

FREQROL 시리즈

A800/F800/F700PJ/F700P/A700/E700/E700EX(센서리스 서보) /D700/V500

FREQROL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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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도구
미쓰비시전기 PLC의 프로그래밍이 더욱 간편하고 쾌적해진

각종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MELSOFT iQ Works 중에서 상류 설계 및 도구간을

연계하기 위한 도구.

GX Works2의 조작성을 계승하면서 "간단 프로그래밍"

"간단 조작" 실현

"간단" "아름다움" "간편"을 키워드로 

직감적인 조작성 실현

  

PLC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표시기 화면 작성 소프트웨어

파라미터 일괄 설정라벨 연계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자동 기동

MELSOFT Navigator는 시스템 구성도

및 워크 스페이스 트리에서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기기용 소프트웨어 자동 기동

MELSOFT Navigator상에서

모든 시스템 라벨 확인 가능

시스템 구성도에서 설정한 정보를

GX Works3, GT Works3의 

각 프로젝트에 일괄 반영

심리스 통합 엔지니어링 환경의 실현에 의한 전체 비용 절감!

MELSOFT Navigator는 GX Works3, GT Works3, MT Works2가 포함되는 세트 제품(MELSOFT iQ WorkS)으로 

판매되고 있어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MELSOFT iQ Works　FA 통합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 iQ Works    형명：SW2DND-IQWK-J(DVD-ROM)　

 ● iQ Works(사이트 라이센스, 200인용)     형명：SW2DND-IQWK-JC(DVD-ROM)　

 ◇특징

ㆍ심리스 통합 엔지니어링 환경의 실현에 의해 전체 비용이 절감됩니다.

ㆍMELSOFT Navigator상에서 모든 시스템 라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시스템 구성도에서 설정한 정보를 GX Works3, GT Works3의 각 프로젝트에 일괄 반영할 수 있습니다.

ㆍMELSOFT Navigator의 시스템 구성도나 워크 스페이스 트리에서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 기기용 소프트웨어가 자동 기동합니다.

MELSOFT iQ Works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용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탈로그 게재 기능은 PLC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상세 내용 및 해외판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MELSOFT iQ Works 카탈로그"(L(NA) 0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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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SOFT MX 시리즈 통합판 데이터 링크 소프트웨어

 ● MX Component(통신용 ActiveX® 라이브러리)     형명：SW4DNC-ACT-J

 ● MX Sheet(Excel® 통신 지원 도구)     형명：SW2DNC-SHEET-J 

 ● MX Works(MX Component와 MX Sheet세트 제품)     형명：SW2DNC-SHEETSET-J 

 ◇특징

ㆍ 시스템 구축의 개발 효율을 현격히 향상시키는 미들웨어군입니다.

ㆍ Excel®상의 화면 설정만으로 현장 PLC의 데이터를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ㆍ 통신 프로토콜에 관계없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ㆍ 화면에서 파라미터를 설정하기만 하면 현장 시스템의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특징

ㆍ  시각적이고 직감적인 조작성과 유니트 구성도, 유니트 라벨ㆍ펑션

블록(FB)을 활용하여 "선택"하기만 하면 가능한 간단 프로그래밍

을 실현합니다.

ㆍ  GX Works3은 심플 모션 유니트의 파라미터 설정에서 위치결정 데

이터 작성, 서보 앰프 파라미터 설정 및 서보 조정까지 다양한 분야

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ㆍ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의 국제 규격 IEC 61131-3에 적합하고, 부

품화·구조화 프로그래밍에 대응합니다.   

래더, ST, FBD/LD 등의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  대상 기기의 프로토콜에 맞추어 대상 기기와 CPU 유니트 간에 데

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통신 프로토콜 지원 기능)

MELSOFT GX Works3　PLC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 GX Works3     형명：SW1DND-GXW3-J

 ● GX Works3(사이트 라이센스, 200인용)      형명：SW1DND-GXW3-JC

MELSOFT GX Works3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용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탈로그 게재 기능은 PLC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상세 내용 및 해외판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MELSOFT GX Works3 카탈로그"(L(NA) 08333)

GX Works3

프로그램
모니터
디버그

드래그& 드롭

구성하고자 하는 유니트를 부품 선택 윈도우에서

드래그&드롭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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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와 PLC의 접속 방법과 필요 기기

 ◇PC측이 Ethernet 포트일 때

Ethernet 포트와 접속

구성 예

Ethernet 케이블

PC

 ◇  PC측이 RS-232C 포트일 때

① PLC에 장착된 RS-232C 포트와 접속(FX5-232ADP 사용)

구성 예

FX5-232ADP

RS-232C 케이블
(FX-232CAB-1)

PC

② PLC에 장착된 RS-232C 포트와 접속(FX5-232-BD 사용)

구성 예

FX5-232-BD

RS-232C 케이블
(FX-232CAB-1)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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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환경
엔지니어링 도구의 동작 환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탈로그 또는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MELSOFT iQ Works, GX Works3의 동작 환경

항목 내용

PC 본체

OS※1

Microsoft® Windows® 10

Microsoft® Windows® 10 Home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Microsoft® Windows® 10 Education

Microsoft® Windows® 8.1

Microsoft® Windows® 8.1 Pro

Microsoft® Windows® 8.1 Enterprise

Microsoft® Windows® 8

Microsoft® Windows® 8 Pro

Microsoft® Windows® 8 Enterprise

Microsoft® Windows® 7 Starter

Microsoft® Windows® 7 Home Premium

Microsoft® Windows® 7 Professional

Microsoft® Windows® 7 Enterprise

Microsoft® Windows® 7 Ultimate

Microsoft® Windows Vista® Home Basic

Microsoft® Windows Vista® Home Premium

Microsoft® Windows Vista® Business

Microsoft® Windows Vista® Ultimate

Microsoft® Windows Vista® Enterprise

Microsoft® Windows® XP Home Edition, Service Pack3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Service Pack3

CPU 인텔® CoreTM 2 Duo 2GHz 이상 권장

필요 메모리 1GB 이상 권장※ 2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 용량 10GB 이상

디스크 드라이브 DVD-ROM 대응 디스크 드라이브

디스플레이 해상도 1024×768도트 이상

PLC와 접속

옵션의 접속 케이블,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PC 통신 포트]

Ethernet 포트 또는 RS-232C 포트로 접속 가능합니다.

FX5U PLC :Ethernet으로 직접 접속 가능 또는 RS-232C 통신용 확장 어댑터, RS-232C 통신용 확장 보드로 접속 가능합니다.

FX5UC PLC:Ethernet으로 직접 접속 가능 또는 RS-232C 통신용 확장 어댑터로 접속 가능합니다.

접속 방법과 필요한 케이블의 종류는 이후에 설명하는 "PC와 PLC의 접속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FX 시리즈, L 시리즈, Q 시리즈, iQ-R 시리즈의 자세한 내용은 상기 전용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 1 : Windows Vista®, Windows® XP의 64비트 버전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 2 : 64비트 버전은 2GB 이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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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기기의 대응 버전
PLC 와 각종 주변기기의 대응 버전을 나타냅니다.

기능 추가, 제품 추가에 따라 새로운 버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추가 기능 및 추가 제품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구분 종류
대응 버전

FX5U FX5UC 주의 사항

PLC용 소프트웨어 
iQ Works Ver. 2.07H~ Ver. 2.07H~ 추가 기능에 대해서는 최신 버전을 

사용하십시오.GX Works3 Ver. 1.007H~ Ver. 1.007H~

GOT용 소프트웨어

(GOT1000 시리즈, 

GOT2000 시리즈)

GT Works3 Ver. 1.126G~ Ver. 1.126G~

디바이스 범위에 대응합니다. 

기타 대응 항목에 대해서는 GOT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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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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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관련 제품
SD 메모리 카드, 배터리와 함께 PLC와 접속 케이블, 신호 변환용 인터페이스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D 메모리 카드

형명·외관 내용

NZ1MEM-2GBSD

NZ1MEM-4GBSD

NZ1MEM-8GBSD

NZ1MEM-16GBSD

NZ1MEM-2GBSD

종류 SD 메모리 카드

용량 2GB

NZ1MEM-4GBSD

종류 SDHC 메모리 카드

용량 4GB

NZ1MEM-8GBSD  

종류 SDHC 메모리 카드

용량 8GB

NZ1MEM-16GBSD

종류 SDHC 메모리 카드

용량 16GB

배터리

형명·외관 내용

FX3U-32BL 배터리는 디바이스 메모리, 시계 데이터를 정전 유지(래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CPU 유니트에는 공장 출하 시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준비하십시오.

또한, 정전 유지하는 경우에는 파라미터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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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 기기

증설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에는 전단에 있는 기기의 오른쪽에 접속하기 위한 증설 케이블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형명·특징 항목 사양

◆버스 변환 유니트 

FX5-CNV-BUS(FX5(증설 케이블 타입)

→FX3 증설)

FX5U, FX5UC CPU 유니트에 FX3의 증설 유니트를 접속하기 

위한 변환 유니트입니다.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입출력 점유 점수 8점(입출력 모두 카운트 가능)

접속 가능 대수 최대1대

소비 전류(내부 전원 공급) DC5V 150mA

외형 치수W×H×D(mm) 16×90×83

중량 약 0.1kg

FX5-CNV-BUSC(FX5(증설 커넥터 타입)

→FX3 증설)

FX5U, FX5UC CPU 유니트에 FX3의 증설 유니트를 접속하기 

위한 변환 유니트입니다.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FX5U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IF가 필요합니다.

입출력 점유 점수 8점(입출력 모두 카운트 가능)

접속 가능 대수 최대1대

소비 전류(내부 전원 공급) DC5V 150mA

외형 치수W×H×D(mm) 16×90×83

중량 약 0.1kg

◆증설 전원 유니트

FX5-1PSU-5V

FX5U(AC 전원 타입) CPU 유니트의 내장 전원이 부족한 경우에 

증설하는 전원입니다. 증설 케이블이 부속되어 있습니다.

1200

800

5540

300

200

DC5V

DC24V

출력 전류[mA]

딜레이팅도

주위 온도
[℃]

정격 전원 전압 AC100~240V

전원 전압 허용 범위 AC85~264V

정격 주파수 50/60Hz

허용 순간 정전 시간 10ms 이하의 순간 정전에 대해 동작을 계속합니다.

전원 퓨즈 250V 3.15A 시간 지연 퓨즈

돌입 전류 
최대 25A 5ms 이하 /AC100V

최대 50A 5ms 이하 /AC200V

소비 전력 최대20W

출력 전류(후단 공급용)

DC24V 300mA(사용하는 주위 온도에 따른 딜레이팅 있음)

DC5V 1200mA(사용하는 주위 온도에 따른 딜레이팅 있음)

대응 CPU 유니트 FX5U(AC 전원 타입)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점유 점수 없음)

접속 가능 대수　 최대2대

외형 치수W×H×D(mm) 50×90×83

중량 약 0.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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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명·특징 항목 사양

FX5-C1PS-5V

DC 전원 타입의 FX5U/FX5UC CPU 유니트의 내장 전원이 부족

한 경우에 증설하는 전원입니다. 증설 전원 유니트의 다음 단 증

설 커넥터는 커넥터 접속 또는 케이블 접속 중 어느 한 쪽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출력 전류[mA]

딜레이팅도

주위 온도
[℃]

1200

800

5540

625

400

DC5V

DC24V

전원 전압 DC24V

전압 변동 범위 +20%, -15%

순간 정전 허용 시간 5ms 이하의 순간 정전에 대해 동작을 계속합니다.

전원 퓨즈 125V 3.15A 시간 지연 퓨즈

돌입 전류 최대 35A 0.5ms 이하 /DC24V

소비 전력 최대30W

출력 전류(후단 공급용)

DC24V 625mA(사용하는 주위 온도에 따른 딜레이팅 있음)

DC5V 1200mA(사용하는 주위 온도에 따른 딜레이팅 있음)

대응 CPU 유니트 FX5U(DC 전원 타입) , FX5UC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점유 점수 없음)

접속 가능 대수 최대2대

외형 치수W×H×D(mm) 20.1×90×74

중량 약 0.1kg

◆커넥터 변환 유니트 

FX5-CNV-IF(FX5(증설 케이블 타입)

→FX5(증설 커넥터 타입))

FX5용 증설 커넥터 타입을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커넥터 변환

용 기기입니다.

대응 CPU 유니트 FX5U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입출력 점유 안함)

접속 가능 대수 최대1대

소비 전류(내부 전원 공급) 0mA(소비하지 않음)

외형 치수W×H×D(mm) 14.6×90×74

중량 약 0.06kg

FX5-CNV-IFC(FX5(증설 커넥터 타입)

→FX5(증설 케이블 타입))

FX5용 증설 케이블 타입을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커넥터 변환

용 기기입니다.

대응 CPU 유니트 FX5UC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입출력 점유 안함)

접속 가능 대수 최대1대

소비 전류(내부 전원 공급) 0mA(소비하지 않음)

외형 치수W×H×D(mm) 14.6×90×74

중량 약 0.06kg

◆증설 전원 유니트(FX3 증설 유니트용)

FX3U-1PSU-5V

FX3 증설 유니트의 전원 부족 시 추가용.

1000

800

5540

300

200

DC5V

DC24V

출력 전류[mA]

딜레이팅도

주위 온도
[℃]

전원 전압 AC100~240V

전원 전압 허용 범위 AC85~264V

정격 주파수 50/60Hz

허용 순간 정전 시간

사용하는 전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됩니다.

ㆍAC100V계의 전원: 10ms 이하의 순간 정전에 대해 동작을 계속합니다

ㆍAC200V계의 전원: 100ms 이하의 순간 정전에 대해 동작을 계속합니다

돌입 전류 
최대 30A 5ms 이하 /AC100V

최대 65A 5ms 이하 /AC200V

소비 전력 최대20W

출력 전류

(후단 공급용)

DC24V 0.3A(주위 온도 40℃ 이상은 딜레이팅 있음)

DC5V 1A(주위 온도 40℃ 이상은 딜레이팅 있음)

대응 CPU 유니트　   FX5U(AC 전원 타입)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점유 점수 없음)

접속 가능 대수 최대2대

외형 치수W×H×D(mm) 55×90×87

중량 약 0.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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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설 연장 케이블

형명 사양

①FX5-30EC(30ｃｍ)　　

②FX5-65EC(65ｃｍ) ◇증설 연장 케이블

FX5 증설 유니트의 연장용 케이블.

1시스템에 대해 1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CPU 유니트 및 접속 대상 기기에 따라 다음의 커넥터 변환 어댑터(FX5-CNV-BC)가 필요합니다.

[커넥터 변환 어댑터 필요]

접속 대상이 입력/출력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 또는 FX5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일 때

FX5-CNV-BC

● 커넥터 변환 어댑터

증설 연장 케이블 사용 시 연장 케이블과 증설 케이블 타입의 유니트 간을 중계합니다. 

증설 기기 옵션(증설 연장 케이블·커넥터 변환 어댑터)

FX5 증설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에는 전단에 있는 기기의 오른쪽에 접속하기 위한 증설 케이블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접속 거리를 연장하거나 PLC를 2열 배치하는 경우에는 옵션 "증설 연장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증설 연장 케이블은 1시스템에 1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접속 방법

1)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 FX5 증설 전원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와 접속

2) 입력/출력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 FX5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와 접속

3) 입력/출력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 FX5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와 접속(FX5UC 시)

CPU 유니트, 
증설 유니트(증설 커넥터 타입)

입력/출력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 
FX5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증설 연장 케이블

FX5-CNV-BC

CPU 유니트, 
증설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

커넥터 변환 유니트
또는 증설 전원 유니트

입력/출력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 
FX5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증설 연장 케이블

FX5-CNV-BC

CPU 유니트, 
증설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 
증설 전원 유니트

증설 연장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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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널 유니트 일람(접속 케이블, 옵션 커넥터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형명 입력 점수 출력 점수 기능

FX-16E-TB 입력 16점 또는 출력 16점
PLC의 입출력 단자에 직접 접속됩니다.

단자대 대신 사용하거나 PLC에서 떨어져 있는 장소에 있는 입출력 기기의 배선을 중계함으로써,입출력 

배선 작업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FX-32E-TB 입력 32점 또는 출력 32점(입력 16점, 출력 16점의 분할 가능) 

FX-16E-TB/UL 입력 16점 또는 출력 16점 

FX-32E-TB/UL 입력 32점 또는 출력 32점(입력 16점, 출력 16점의 분할 가능) 

FX-16EYR-TB - 16 릴레이 출력 타입 

FX-16EYS-TB - 16 트라이액 출력 타입 

FX-16EYT-TB - 16 트랜지스터 출력 타입(싱크 출력) 

FX-16EYR-ES-TB/UL - 16 릴레이 출력 타입 

FX-16EYS-ES-TB/UL - 16 트라이액 출력 타입 

FX-16EYT-ES-TB/UL - 16 트랜지스터 출력 타입(싱크 출력) 

FX-16EYT-ESS-TB/UL - 16 트랜지스터 출력 타입(소스 출력) 

터미널 유니트

FX5UC CPU 유니트 및 증설 커넥터 타입 I/O 유니트의 커넥터 → 단자대(M3.5 단자 나사) 변환에 

의해 입출력 배선 작업 시간 절감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입출력 소자 내장 타입을 이용하면, 대용량 부하를 릴레이나 트랜지스터로 구동할 수 있습니다.

 ◇사양

1. PLC 직접 접속용 

(FX-16E-TB, FX-32E-TB)

PLC의 입출력 단자 직접 접속형이므로 전기적 

소자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기적 사양은 접속된 PLC의 CPU 유니트 또는

증설 커넥터 타입 I/O 유니트의 사양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FX-16E-TB의 내부 접속도입니다.

FX-32E-TB의 경우에는 CN2에 대해서도 같은

접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출력용(FX-16EY□-TB)

기종
릴레이 출력 트라이액 출력 트랜지스터 출력(싱크 출력)

FX-16EYR-TB FX-16EYS-TB FX-16EYT-TB

입출력 회로 구성 LED

DC24V 5mA

CN1 커넥터측

COMn

부하측

포토 사이리스터

3.3kΩ

LED

36Ω

0.015μF

U

DC24V
7mA

COMn

CN1 커넥터측 부하측

포토커플러3.3kΩ

LED
DC24V

7mA

CN1 커넥터측 부하측

COMn

부하 전압 AC250V DC30V 이하 AC85V~242V DC5V~30V

회로 절연 기계적 절연 포토커플러 절연 포토커플러 절연

동작 표시 릴레이 코일 전원 공급 시 LED 점등 포토 사이리스터 전원 공급 시 LED 점등 포토커플러 전원 공급 시 LED 점등

최대 부하 
저항 부하 2A/1점 8A/4점 0.3A/1점 0.8A/4점 0.5A/1점 0.8A/4점

유도성 부하 80VA 15VA/AC100V, 36VA/AC240V 12W/DC24V

개로 누설 전류 - 1mA/AC100V, 2mA/AC200V 0.1mA/DC30V

최소 부하 DC5V 2mA참고값 0.4VA/AC100V, 1.6VA/AC200V -

응답 시간 
OFF→ON 약 10ms 2ms 이하 0.2ms 이하 

ON→OFF 약 10ms 12ms 이하 1.5ms 이하 

입력 신호 전류 5mA/DC24V 1점당(소비 전류) 7mA/DC24V 1점당(소비 전류) 7mA/DC24V 1점당(소비 전류)

DC24+
입력 접속 예

FX5UC

FX-16E-TB

터미널 유니트 터미널 유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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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력 케이블

형명·외관 내용

FX-16E-500CAB-S(5m) ● 범용 입출력 케이블

전선의 한쪽만 20핀 커넥터 부착

①FX-16E-150CAB(1.5m) 

②FX-16E-300CAB(3m) 

③FX-16E-500CAB(5m)

● 터미널 유니트용 입출력 케이블

플랫 케이블(튜브 부착)의 양쪽 끝에 20핀 커넥터 부착 

①FX-16E-150CAB-R(1.5m) 

②FX-16E-300CAB-R(3m) 

③FX-16E-500CAB-R(5m)

● 터미널 유니트용 입출력 케이블

원형 다심 케이블의 양쪽 끝에 20핀 커넥터 부착

입출력 커넥터

형명·외관 내용

◆ 입출력 케이블 자작용 커넥터:20pin타입(전선 및 압착 공구는 고객이 준비하십시오)

FX2C-I/O-CON ● 플랫 케이블용 커넥터

    AWG28(0.1mm2):10개 세트

ㆍ압착 커넥터:FRC2-A020-3OS

    1.27 피치 20심

ㆍ압착 공구:DDKLtd. 제품 별도 준비 필요

    357J-4674D 본체

    357J-4664N 어태치먼트

①FX2C-I/O-CON-S 

②FX2C-I/O-CON-SA

① 전선용 커넥터

AWG22(0.3mm2):5 세트

ㆍ하우징:HU-200S2-001

ㆍ압착 콘택트:HU-411S

ㆍ압착 공구:DDKLtd. 제품 별도 준비 필요　357J-5538

② 전선용 커넥터

AWG20(0.5mm2):5 세트

ㆍ하우징:HU-200S2-001

ㆍ압착 콘택트:HU-411SA

ㆍ압착 공구:DDKLtd. 제품 별도 준비 필요　357J-13963

형명·외관 내용

◆ 입출력 케이블 자작용 커넥터:40pin타입(전선 및 압착 공구는 고객이 준비하십시오)

①A6CON1※

②A6CON2

③A6CON4※

(FX5-20PG-P용)

① 납땜 타입 커넥터

    (스트레이트 타입) 

② 압착 타입 커넥터

    (스트레이트 타입) 

③ 납땜 타입 커넥터

    (스트레이트/경사 겸용 타입) 

①FX-I/O-CON2-S

②FX-I/O-CON2-SA

(FX3U-2HC용)

① 전선용 커넥터

     AWG22(0.3mm2):2 세트

ㆍ하우징:HU-400S2-001

ㆍ압착 콘택트:HU-411S

ㆍ압착 공구:DDK Ltd. 제품 별도 준비 필요　357J-5538

② 전선용 커넥터

　 AWG20(0.5mm2):2 세트

ㆍ하우징:HU-400S2-001

ㆍ압착 콘택트:HU-411SA

ㆍ압착 공구:DDK Ltd. 제품 별도 준비 필요　357J-13963

※： 40개 사용 시는 피복 바깥지름 1.3mm 이하의 전선을 사용하십시오.

 사용하는 전류값에 맞는 전선을 선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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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케이블

형명·외관 내용

FX2NC-100MPCB(1m) ● CPU 유니트용 전원 케이블

FX5UC CPU 유니트에 DC24V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케이블

FX5UC CPU 유니트,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에 부속되어 있습니다.

FX2NC-100BPCB(1m) ● 전원 케이블

증설 커넥터 타입의 입력 유니트, 입출력 유니트에 DC24V의 입력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케이블

FX5UC-□MT/D에 부속되어 있습니다.

FX5U의 시스템에서 증설 커넥터 타입의 입력 유니트, 입출력 유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입하십시오.

FX2NC-10BPCB1(0.1m) ● 전원 연결 케이블

여러 대의 증설 커넥터 타입의 입력 유니트, 입출력 유니트에 DC24V의 입력 전원을 이동 배선하기 위한 케이블

FX5-C□EX/D, FX5-C32ET/D에 부속되어 있습니다.

※：일부 예외 기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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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관련 제품

관련 제품 PLC용배선 절감·작업 시간 단축 기기(FA 제품)[Mitsubishi Electric Engineering Co., Ltd.]

형명·외관 내용

FA-CBLQ75PM2J3(2m) ● 접속 케이블

미쓰비시전기 MR-J3-A/J4-A 시리즈용

FA-CBLQ75G2(-P)(2m) ● 접속 케이블

범용 스테핑 모터, 서보 앰프용 전선 케이블

FA-LTBQ75DP ● 위치결정 신호 변환 유니트

위치결정 유니트의 외부 기기 접속 신호를 단자대로 변환하고, 서보 앰프 간 신호를 커넥트로 변환합니다.

FA-CBL05Q7(0.5m)

FA-CBL10Q7(1m)

● 위치결정 신호 변환 유니트

위치결정 신호 변환 유니트 간 접속용 케이블

FA-CBLQ7PM1J3(1m) ● 위치결정 신호 변환 유니트

서보 앰프 간 접속용 케이블(미쓰비시전기 MR-J3-A/J4-A 시리즈용)

FA-CBLQ7DG1(1m) ● 위치결정 신호 변환 유니트

서보 앰프 간 접속용 케이블(범용 스테핑 모터, 서보 앰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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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비시전기 FA 사이트의 주요 서비스

정보 구분 메뉴 내용

일반 정보

신제품 최근 판매 또는 출시 예정 제품 안내

제품 라인업 당사 제품의 개요를 시리즈별로 소개

제품 상세 사양, 기능, 결선 예, 외형 치수 등 제품의 상세 정보 제공

제품 검색 용도 및 형명으로 조건에 맞는 제품 검색, 사양 비교 가능

기종 선정 FX5의 CPU 유니트와 증설 기종 선정 가능

매뉴얼 가이던스 제품 대응 매뉴얼 및 제품 동봉 유무 등 정보 제공

규격 적합품 선박, UL, EN 등 국제 규격 적합 제품 안내

FA 멤버스

(등록 무료 ID가 필요한 멤버스 영역)

다운로드 외형도·CAD 데이터 제공

온라인 매뉴얼 제품 매뉴얼을 PDF 파일로 제공

FA 멤버스를 위한 ID 등록은 무료입니다.

ID 등록은 미쓰비시전기 FA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 정보, 기술 지원
인터넷 정보 송신 및 전화 기술 상담에 의해 고객 여러분께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MELSEC iQ-F 시리즈의 기술 정보와 기술 지원

인터넷에 의한 미쓰비시전기 FA 기기 기술 정보 서비스(미쓰비시전기 FA 사이트)

 ◇ 미쓰비시전기의 FA 제품에 관한 정보 창고 

　 미쓰비시전기 FA 사이트　www.mitsubishielectric.com/fa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메뉴와 다양한 실무자용 정보로 가득한 사이트입니다.

또한, 무료 등록 "FA 멤버스" 페이지에서는 매뉴얼 및 CAD 데이터 등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미쓰비시전기 FA 기기 기술 정보 서비스 미쓰비시전기 FA 사이트]
인터넷에 의한 제품 정보 및 기술 정보 페이지입니다.
일반 정보 및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 매뉴얼]
PDF 형식의 전자 매뉴얼을 미쓰비시전기 FA 사이트에서 제공합니다.(무상)
MELSEC iQ-F 시리즈는 전자 매뉴얼(e-Manual)도 함께 구비하고 있습니다.

[교육 교재, 교육센터]
교육 교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미쓰비시 FA 테크니컬 센터에서 PLC 교육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전기 FA 기기 전화 기술 상담]
기술적인 질문을 전화로 대응합니다.

전화

교육 교재

매뉴얼

인터넷

제품 상세 페이지 FA 멤버스 페이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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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매뉴얼

매뉴얼은 거래체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쓰비시전기 FA 사이트에서도 전자 데이터(PDF)를 무상으로 입수하실 수 있으니 이용 바랍니다.

 ◇판매 매뉴얼 일람　

매뉴얼 명칭 매뉴얼 번호 내용 형명 형명 코드 

◆ PLC 본체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

(스타트 업편) 
JY997D58501 FX5CPU 유니트의 성능 사양, 운전 순서, 트러블 슈팅 FX5-U-IN-J 09R555

MELSEC iQ-F FX5U 사용자 매뉴얼

(하드웨어편)
JY997D54201 FX5U CPU 유니트의 입출력 사양, 배선, 장착 및 보수 등의 하드웨어에 관한 상세 사항 FX5U-U-HW-J 09R546

MELSEC iQ-F FX5UC 사용자 매뉴얼

(하드웨어편)
JY997D61301 FX5UC CPU 유니트의 입출력 사양, 배선, 장착 및 보수 등의 하드웨어에 관한 상세 사항 FX5UC-U-HW-J 09R561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

(응용편)
JY997D54301 프로그램 설계에 필요한 기초 지식, CPU 유니트의 기능, 디바이스/ 라벨, 파라미터의 설명 FX5-U-OU-J 09R547

MELSEC iQ-F FX5 프로그래밍 매뉴얼

(프로그램 설계편) 
JY997D54601 래더, ST 등 프로그램의 사양 및 라벨 FX5-P-PS-J 09R548

MELSEC iQ-F FX5 프로그래밍 매뉴얼

(명령/범용 FUN/범용 FB편) 
JY997D54701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 및 함수의 사양 FX5-P-MF-J 09R549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

(시리얼 통신편) 
JY997D54801

간이 PLC 간 링크, 병렬 링크, MC 프로토콜, 무수순 통신, 인버터 통신, 통신 프로토콜 지원에 관한 

내용 
FX5-U-SC-J 09R550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

(SLMP 편)
JY997D54901 SLMP 통신에 관한 내용 FX5-U-SL-J 09R551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

(MC 프로토콜편) 
JY997D60701 MC 프로토콜에 관한 내용 FX5-U-MCPRO-J 09R559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

(MODBUS 통신편)
JY997D55001 MODBUS 시리얼 통신에 관한 내용 FX5-U-MB-J 09R552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

(Ethernet 통신편) 
JY997D55101 내장 Ethernet 포트 통신의 기능에 관한 내용 FX5-U-EN-J 09R553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

(위치결정편 CPU 유니트 내장/고속 펄스 입출

력 유니트)

JY997D55201 내장된 위치결정 기능에 관한 내용 FX5-U-POS-J 09R554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

(아날로그편 CPU 유니트 내장/확장 어댑터) 
JY997D60401 아날로그에 관한 내용 FX5-U-ANALOG-J 09R560

◆ 아날로그 입력, 아날로그 출력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

(아날로그편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SH-081801 멀티 입력 유니트 FX5-U-ANALOG-I-J 09R566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

(온도 조절편) 
SH-081798 온도 조절 유니트 FX5-U-LC-J 09R565

FX3U-4LC 사용자 매뉴얼 JY997D39001 FX3U-4LC형 온도 조절 유니트에 관한 상세 사항 FX3U-4LC-U-J 09R624
FX3S·FX3G·FX3GC·FX3U·FX3UC시리즈 

사용자 매뉴얼(아날로그 제어편) 
JY997D15201 아날로그 제품 취급과 프로그램 FX3U-U-ANALOG-J 09R617

◆ 위치결정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

(위치결정편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SH-081804 위치결정 유니트 FX5-U-POS-I-J 09R567

MELSEC iQ-F FX5 심플 모션 유니트

사용자 매뉴얼(스타트 업편) 
IB-0300250 심플 모션 유니트의 사양, 운전 순서, 시스템 구성, 배선, 운전 예 FX5SSC-U-S 1XB017

MELSEC iQ-F FX5 심플 모션 유니트

사용자 매뉴얼(응용편) 
IB-0300252 심플 모션 유니트의 기능, 입출력 신호, 버퍼메모리, 파라미터 설정, 프로그래밍, 트러블 슈팅 FX5SSC-U-APP 1XB019

MELSEC iQ-F FX5 심플 모션 유니트

사용자 매뉴얼(어드밴스드 동기 제어편) 
IB-0300254 심플 모션 유니트의 동기 제어에 관한 기능 및 프로그래밍 FX5SSC-U-ADV 1XB021

FX3U-1PG 사용자 매뉴얼 JY997D47201 1축 펄스 출력 블록의 취급 FX3U-1PG-U-J 09R628
◆ 네트워크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

(CC-Link편) 
SH-081792 CC-Link 네트워크 FX5-U-CCL-J 09R563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

(CC-Link IE편) 
JY997D64101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유니트 FX5-U-CCIEF-J 09R732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Basic

레퍼런스 매뉴얼 
SH-081683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CCIEFB-R-J 13J038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

(ASLINK 편) 
SH-081795 AnyWireASLINK 시스템 마스터 유니트 FX5-U-ANYWIRE-J 09R564

FX3U-16CCL-M 사용자 매뉴얼 JY997D43501 CC-Link V2 대응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대응 블록의 취급과 프로그램 FX3U16CCL-M-U-J 09R723
FX3U-64CCL 사용자 매뉴얼 JY997D30301 CC-Link V2 대응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대응 블록의 취급과 프로그램 FX3U-64CCL-U-J 09R717
FX3U-128ASL-M(일본용 제품) 

사용자 매뉴얼 
JY997D52001 AnyWireASLINK 시스템 마스터 유니트 취급과 프로그램 FX3U128ASLM-U-J 09R730

FX3U-128BTY-M(일본용 제품) 

사용자 매뉴얼 
JY997D47701 AnyWire Bitty 시리즈 마스터 유니트 취급과 프로그램 FX3U128BTYM-U-J 09R729



124

기술 정보, 기술 지원

9
관
련 

정
보

memo



125

해외 고객 지원 체제

10
해
외 

고
객 

지
원 

체
제·

규
격 

적
합
품 

 ◇FA 기기 해외 고객 지원 네트워크 

"먼저 FA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상담이나 질문은 각국의 FA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고객(최종 사용자)

고
객(

기
계·

장
치 

제
조
회
사)

현지 판매 거점·대리점
(서비스 숍)

미쓰비시전기(주)

해외 FA 센터
(일본인 대응)

미쓰비시전기 정보 네트워크

미쓰비시전기 서비스

고객 문의

 ◇해외 서비스의 상세 정보

1) "FA 글로벌 서비스"(KK001-JP)

 FA 센터의 서비스 내용 및 연락처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원의 상세 정보가 필요한 고객은 본 자료를 의뢰하십시오.

2) 미쓰비시전기 FA 기기 정보 서비스 미쓰비시전기 FA 사이트

 (www.mitsubishielectric.com/fa)

 인터넷에 의한 FA 기기 정보 서비스에서도 해외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고객 지원 체제
미쓰비시 초소형 PLC는 5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PLC 입니다.

세계 어디서나 완벽한 애프터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월드 와이드로 전개하는 "미쓰비시 글로벌 FA 센터"를 개설하여, 고객에 적합한 제품과 고신뢰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FA 센터

광저우 FA 센터

타이 FA 센터

아세안 FA 센터

영국 FA 센터

독일 FA 센터

체코 FA 센터

터키 FA 센터

베이징 FA 센터

상하이 FA 센터

러시아 FA 센터

인도·구르가온 FA 센터

인도·아마다바드 FA 센터

인도·푸네 FA 센터

인도·벵갈루루 FA 센터

인도·첸나이 FA 센터

브라질 FA 센터

브라질·보이투바 FA 센터

북미 FA 센터

멕시코 FA 센터

멕시코시티 FA 센터

멕시코·몬테레이 FA 센터

유럽 FA 센터

톈진 FA 센터

미쓰비시전기

한국 FA 센터

타이베이 FA 센터

타이중 FA 센터

하노이 FA 센터

호치민 FA 센터

인도네시아 FA 센터

이탈리아 FA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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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규격에 대응

MELSEC iQ-F 시리즈는 CE 마크(유럽) 및 UL/cUL 규격(미국ㆍ캐나다)에 적합하고 있으므로, 해외 대응 설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격 적합품
MELSEC iQ-F 시리즈는 유럽 EN·북미 UL/cUL 규격의 적합품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기계·장치 등을 EN·UL/cUL 규격에 적합시키는 경우, MELSEC iQ-F 시리즈를 사용하시면 적합 작업이 절감됩니다.

 ◇EN 규격:EC 지령/CE 마크에 대한 대응

EC 지령은 유럽 각료 이사회가 유럽의 국가별 규제를 통일하여 안전성이 보증된 제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령입니다.
현재까지 20종 정도의 제품 안전에 관한 주요 EC 지령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령 중 특정 제품에 대하여 대상이 되는 제품을 EU 지역 내에서 유통시킬때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CE 마크(CE 마크 부착)입니다.
EC 지령 중에서 기계 제품의 전기 부품으로 사용되는 PLC와 관련된 지령은EMC 지령(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과 LVD 지령(LowVoltage 
Directive:저전압 지령)입니다.

1)  EMC 지령

 EMC 지령은 <외부에 강한 전자파를 내지 않는다 : Emission 전파장애>,<외부로부터의 전자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Immunity-전자 감수성>를요구하고 있

습니다.

2)  LVD 지령(저전압 지령)

 저전압 지령은 사람·물건·재산 등에 위험, 손해를 입히지 않는 안전한 제품을 유통시킬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지령으로, PLC를 예를들면 감전·화재·부상 등

을 일으키지 않는 제품으로 할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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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cUL 규격

UL은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의 안전을 위한 민간 안전 심사·시험을 실행하는조직입니다.

UL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국제 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UL이 정한 규격에 따라 UL이 엄격한 심사·시험을 실행하여 적합한 제품에는 UL 마크 부착이 허

가됩니다.

UL 규격은 EN 규격과 달리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미국 국제 규격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UL은 캐나다 규격 협의회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에서 인증 기관 및 시험 기관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UL이 캐나다의 규격에 따라 평가하

여 적합한 제품에는 cUL 마크의 부착이 허가됩니다.

[UL/cUL ClassⅠ, Division2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정격 명판에 ClassⅠ, Division2(이상 시 가연 환경에서 충만하는) 환경에서의 사용 대응을 나타내는 Cl. Ⅰ, DIV. 2를 표시하는 제품※ 은 ClassⅠ, Division2 그룹 A, B, 

C, D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없는 장소에서는 표시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ClassⅠ, Division2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폭발의 위험성으로 다음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본 제품은 개방형 기기이므로, 설치 환경에 적절한 제어반, 또한 개방에는 도구 또는 키가 필요한 제어반에 설치하십시오.

- ClassⅠ, Division2 대응 이외의 제품을 사용하면 ClassⅠ, Division2의 적합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제품 이외의 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전원 OFF 시 또는 위험 요소가 없는 장소이외에서는 장치를 탈착하거나 외부 접속 단자의 접속을 해제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는 위험 요소가 없는 장소이외에서는 개방하지 마십시오.

※ : UL 방폭 규격 대응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2017년 10월 이후에 생산)
ㆍ FX5CPU 유니트
 FX5UC-32MT/D, FX5UC-32MT/DSS, FX5UC-64MT/D, FX5UC-64MT/DSS, FX5UC-96MT/D, FX5UC-96MT/DSS
ㆍ FX5 증설 유니트
 FX5-C16EX/D, FX5-C16EX/DS, FX5-C16EYT/D, FX5-C16EYT/DSS, FX5-C32EX/D, FX5-C32EX/DS, FX5-C32EYT/D, FX5-C32EYT/DSS, FX5-C32ET/D, FX5-C32ET/DSS, 
 FX5-232ADP, FX5-485ADP, FX5-C1PS-5V, FX5-CNV-BUSC, FX5-4AD-ADP, FX5-4DA-ADP

 ◇KC마크/한국 안전 인증 마크

ㆍ  KC 마크는 한국에서 유통되는 지정 제품(안전·품질·환경 등의 법정 인증이 요구되는 제품)에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 인증 마크로, 각종 규제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을 나타냅니다.

ㆍ FA 제품은 전파법에 적합하여 KC 마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규제는 대상 외이므로 주의 바랍니다.

 ◇국제 품질 보증 시스템 규격 "ISO9001"

미쓰비시전기(주) 나고야 제작소는 모든 초소형 PLC 시리즈의 수주에서출

하까지의 개발·제조 전반에 걸쳐 국제 품질 보증 시스템 "ISO9001"을 취득

하고 있습니다.

"ISO9001"은 국제 표준화 장치(ISO)가 품질 보증 시스템의 기준을 정한

ISO9000 시리즈 중에서도 개발·제조·자재·품질 및 영업에 관련된 광범위

한품질 보증 시스템을 가정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품질 보증 시스템

에근거하는 관리 체제하에서 MELSEC iQ-F 시리즈가 제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매니지먼트 시스템 "ISO14001"의 등록 사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선박 규격

MELSEC iQ-F 시리즈는 각국의 선박 규격에 적합하고 있습니다.

선박 관련 기계, 장치등에 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격 약칭 규격 명칭 대상국

DNV GL Det Norske Veritas Germanischer Lloyd 노르웨이/독일

RINA REGISTRO ITALIANO NAVALE 이탈리아

ABS American Bureau of Shipping 미국

LR Lloyd's Register of Shipping 영국

BV Bureau Veritas 프랑스

NK 일본 해양 협회 일본

KR 한국 선박 협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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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적합품 일람

형명
CE UL 

cUL
KC

선박 규격

EMC LVD ABS DNV GL LR BV RINA NK KR

◆FX5U CPU 유니트

FX5U-32MR/ES ○ ○ ○ ○ ○ ○ ○ ○ ○ ○ ○

FX5U-32MT/ES ○ ○ ○ ○ ○ ○ ○ ○ ○ ○ ○

FX5U-32MT/ESS ○ ○ ○ ○ ○ ○ ○ ○ ○ ○ ○

FX5U-32MR/DS ○ ○ ○ ○ - - - - - - -

FX5U-32MT/DS ○ □ ○ ○ - - - - - - -

FX5U-32MT/DSS ○ □ ○ ○ - - - - - - -

FX5U-64MR/ES ○ ○ ○ ○ ○ ○ ○ ○ ○ ○ ○

FX5U-64MT/ES ○ ○ ○ ○ ○ ○ ○ ○ ○ ○ ○

FX5U-64MT/ESS ○ ○ ○ ○ ○ ○ ○ ○ ○ ○ ○

FX5U-64MR/DS ○ ○ ○ ○ - - - - - - -

FX5U-64MT/DS ○ □ ○ ○ - - - - - - -

FX5U-64MT/DSS ○ □ ○ ○ - - - - - - -

FX5U-80MR/ES ○ ○ ○ ○ ○ ○ ○ ○ ○ ○ ○

FX5U-80MT/ES ○ ○ ○ ○ ○ ○ ○ ○ ○ ○ ○

FX5U-80MT/ESS ○ ○ ○ ○ ○ ○ ○ ○ ○ ○ ○

FX5U-80MR/DS ○ ○ ○ ○ - - - - - - -

FX5U-80MT/DS ○ □ ○ ○ - - - - - - -

FX5U-80MT/DSS ○ □ ○ ○ - - - - - - -

◆FX5UC CPU 유니트

FX5UC-32MT/D ○ □ ○ ○ ○ ○ ○ ○ ○ ○ ○

FX5UC-32MT/DS-

TS
○ □ ○ ○ - - - - - - -

FX5UC-32MT/DSS ○ □ ○ ○ ○ ○ ○ ○ ○ ○ ○

FX5UC-32MT/DSS-

TS
○ □ ○ ○ - - - - - - -

FX5UC-64MT/D ○ □ ○ ○ ○ ○ ○ ○ ○ ○ ○

FX5UC-64MT/DSS ○ □ ○ ○ ○ ○ ○ ○ ○ ○ ○

FX5UC-96MT/D ○ □ ○ ○ ○ ○ ○ ○ ○ ○ ○

FX5UC-96MT/DSS ○ □ ○ ○ ○ ○ ○ ○ ○ ○ ○

◆FX5용 I/O 유니트(단자대 타입)

FX5-8EX/ES ○ □ ○ ○ ○ ○ ○ ○ ○ ○ ○

FX5-8EYR/ES ○ □ ○ ○ ○ ○ ○ ○ ○ ○ ○

FX5-8EYT/ES ○ □ ○ ○ ○ ○ ○ ○ ○ ○ ○

FX5-8EYT/ESS ○ □ ○ ○ ○ ○ ○ ○ ○ ○ ○

FX5-16EX/ES ○ □ ○ ○ ○ ○ ○ ○ ○ ○ ○

FX5-16EYR/ES ○ □ ○ ○ ○ ○ ○ ○ ○ ○ ○

FX5-16EYT/ES ○ □ ○ ○ ○ ○ ○ ○ ○ ○ ○

FX5-16EYT/ESS ○ □ ○ ○ ○ ○ ○ ○ ○ ○ ○

FX5-16ET/ES-H ○ □ ○ ○ ○ ○ ○ ○ ○ ○ ○

FX5-16ET/ESS-H ○ □ ○ ○ ○ ○ ○ ○ ○ ○ ○

FX5-16ER/ES ○ ○ ○ ○ - - - - - - -

FX5-16ET/ES ○ □ ○ ○ - - - - - - -

FX5-16ET/ESS ○ □ ○ ○ - - - - - - -

FX5-32ER/ES ○ ○ ○ ○ ○ ○ ○ ○ ○ ○ ○

FX5-32ET/ES ○ ○ ○ ○ ○ ○ ○ ○ ○ ○ ○

FX5-32ET/ESS ○ ○ ○ ○ ○ ○ ○ ○ ○ ○ ○

FX5-32ER/DS ○ ○ ○ ○ - - - - - - -

FX5-32ET/DS ○ □ ○ ○ - - - - - - -

FX5-32ET/DSS ○ □ ○ ○ - - - - - - -

형명
CE UL 

cUL
KC

선박 규격

EMC LVD ABS DNV GL LR BV RINA NK KR

◆FX5용 I/O 유니트(커넥터 타입)

FX5-C16EX/D ○ □ ○ ○ ○ ○ ○ ○ ○ ○ ○

FX5-C16EX/DS ○ □ ○ ○ ○ ○ ○ ○ ○ ○ ○

FX5-C16EYT/D ○ □ ○ ○ ○ ○ ○ ○ ○ ○ ○

FX5-C16EYT/DSS ○ □ ○ ○ ○ ○ ○ ○ ○ ○ ○

FX5-C32EX/D ○ □ ○ ○ ○ ○ ○ ○ ○ ○ ○

FX5-C32EX/DS ○ □ ○ ○ ○ ○ ○ ○ ○ ○ ○

FX5-C32EX/DS-TS※1 ○ □ ○ ○ - - - - - - -

FX5-C32EYT/D ○ □ ○ ○ ○ ○ ○ ○ ○ ○ ○

FX5-C32EYT/D-TS※1 ○ □ ○ ○ - - - - - - -

FX5-C32EYT/DSS ○ □ ○ ○ ○ ○ ○ ○ ○ ○ ○

FX5-C32EYT/DSS-TS※1 ○ □ ○ ○ - - - - - - -

FX5-C32ET/D ○ □ ○ ○ ○ ○ ○ ○ ○ ○ ○

FX5-C32ET/DS-TS※1 ○ □ ○ ○ - - - - - - -

FX5-C32ET/DSS ○ □ ○ ○ ○ ○ ○ ○ ○ ○ ○

FX5-C32ET/DSS-TS※1 ○ □ ○ ○ - - - - - - -

◆FX5용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FX5-8AD ○ □ ○ ○ - - - - - - -

FX5-4LC ○ □ ○ ○ - - - - - - -

FX5-20PG-P ○ □ ○ ○ - - - - - - -

FX5-40SSC-S ○ □ ○ ○ - - - - - - -

FX5-80SSC-S ○ □ ○ ○ - - - - - - -

FX5-CCL-MS ○ □ ○※2 ○ - - - - - - -

FX5-CCLIEF ○ □ ○ ○ - - - - - - -

FX5-ASL-M ○ □ ○ ○ - - - - - - -

◆FX5용 증설 전원 유니트

FX5-1PSU-5V ○ ○ ○ ○ ○ ○ ○ ○ ○ ○ ○

FX5-C1PS-5V ○ □ ○ ○ ○ ○ ○ ○ ○ ○ ○

◆FX5용 버스 변환 유니트

FX5-CNV-BUS ○ □ ○ ○ ○ ○ ○ ○ - ○ ○

FX5-CNV-BUSC ○ □ ○ ○ ○ ○ ○ ○ - ○ ○

◆FX5용 커넥터 변환 유니트

FX5-CNV-IF ○ □ ○ ○ ○ ○ ○ ○ - ○ ○

FX5-CNV-IFC ○ □ ○ ○ ○ ○ ○ ○ - ○ ○

◆FX5용 커넥터 변환 어댑터

FX5-CNV-BC ○ □ ○ ○ ○ ○ ○ ○ - ○ ○

◆FX5용 증설 연장 케이블

FX5-30EC ○ □ ○ ○ - - - - - - -

FX5-60EC ○ □ ○ ○ - - - - - - -

◆FX5용 확장 어댑터

FX5-4AD-ADP ○ □ ○ ○ ○ ○ ○ ○ - ○ ○

FX5-4AD-PT-ADP ○ □ ○ ○ - - - - - - -

FX5-4AD-TC-ADP ○ □ ○ ○ - - - - - - -

FX5-4DA-ADP ○ □ ○※3 ○ ○ ○ ○ ○ - ○ ○

FX5-232ADP ○ □ ○ ○ ○ ○ ○ ○ - ○ ○

FX5-485ADP ○ □ ○ ○ ○ ○ ○ ○ - ○ ○

◆FX5U용 확장 보드

FX5-232-BD ○ □ - ○ ○ ○ ○ ○ - ○ ○

FX5-485-BD ○ □ - ○ ○ ○ ○ ○ - ○ ○

FX5-422-BD-GOT ○ □ - ○ ○ ○ ○ ○ - ○ ○

○：규격 적합 또는 자기 선언　□：규격 대상 외

※ 1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타입.

※ 2 : 2017년 6월 생산품(제품 번호:1760001)부터 UL 규격(UL, cUL)에 대응합니다.

※ 3 : 2016년 6월 생산품(제품 번호:1660001)부터 UL 규격(UL, cUL)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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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사양
 ◇FX5U/FX5UC CPU 유니트 성능 사양

항목 사양

제어 방식 Stored program 반복 연산
입출력 제어 방식 리프레시 방식(직접 액세스 입출력(DX, DY)의 지정에 의해 직접 액세스 입출력 가능)
프로그래밍 사양 프로그램 언어 래더 다이어그램(LD), 스트럭처드 텍스트(ST),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래더 언어(FBD/LD)

프로그래밍 확장 기능 펑션 블록(FB), 펑션(FUN), 라벨 프로그래밍(로컬/글로벌)
콘스턴트 스캔 0.2~2000ms(0.1ms 단위로 설정 가능)
고정 스캔 인터럽트 1~60000ms(1ms 단위로 설정 가능)
타이머 성능 사양 100ms, 10ms, 1ms
프로그램 실행 개수 32개
FB 파일 개수 16개(사용자용은 15개까지)

동작 사양 실행 타입 대기 타입, 초기 실행 타입, 스캔 실행 타입, 고정 스캔 실행 타입, 이벤트 실행 타입
인터럽트 종류 내부 타이머 인터럽트, 입력 인터럽트, 고속 비교 일치 인터럽트, 유니트 인터럽트

명령 처리 시간 LD X0 34ns
MOV D0 D1 34ns

메모리 용량 프로그램 용량 64K스텝(128KB, 플래시 메모리)
SD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 용량분(SD/SDHC 메모리 카드:최대 4GB)
디바이스/라벨 메모리 120KB
데이터 메모리/표준 ROM 5MB

플래시 메모리(플래시 ROM) 쓰기 횟수 최대 2만회
최대 저장 파일 개수 디바이스/라벨 메모리 1개

데이터 메모리

P:프로그램 파일수

FB:FB 파일수

P:32개, FB:16개

SD 메모리 카드 2GB:511개※ 1, 4GB:65534개※ 1

시계 기능 표시 정보 년, 월, 일, 시, 분, 초, 요일(윤년 자동 판정)
정밀도 월 차이 ±45초/25℃(TYP)

입출력 점수 ①입출력 점수 256점 이하
②리모트 I/O 점수 384점 이하
①과 ②의 합계 점수 512점 이하

정전 유지(시계 데이터※ 2) 유지 방법 대용량 콘덴서
유지 시간 10일(주위 온도:25℃)

정전 유지(디바이스) 정전 유지 용량 최대 12K워드※ 3

※ 1 : 표에서 수치는 루트 폴더에 저장할 수 있는 개수입니다.

※ 2 : PLC 에 내장된 대용량 콘덴서에 축전된 전력을 사용하여 시계 데이터를 유지합니다. 대용량 콘덴서의 전압이 저하되면 시계 데이터는 올바르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콘덴서에 의한 유지 기간은 최대 충

전시(30 분 이상 PLC 전원 공급) 10일간(주위 온도:25℃)입니다. 콘덴서에 의한 유지 기간은 사용 주위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 주위 온도가 높은 경우, 유지 기간은 짧아집니다.

※ 3 : 디바이스(고속) 영역 내의 모든 디바이스를 정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사용한 경우, 디바이스(표준) 영역의 디바이스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점수

항목 진수 최대 점수

사용자 디바이스 점수

입력 릴레이(X) 8 1024점 이하 
입출력에 할당된 X, Y의 합계는 최대 256점입니다. 

출력 릴레이(Y) 8 1024점 이하

내부 릴레이(M) 10 32768점(파라미터에 의해 변경 가능)※ 1

래치 릴레이(L) 10 32768점(파라미터에 의해 변경 가능)※ 1

링크 릴레이(B) 16 32768점(파라미터에 의해 변경 가능)※ 1

어넌시에이터(F) 10 32768점(파라미터에 의해 변경 가능)※ 1

링크 특수 릴레이(SB) 16 32768점(파라미터에 의해 변경 가능)※ 1

스텝 릴레이(S) 10 4096점(고정)
타이머계 타이머(T) 10 1024점(파라미터에 의해 변경 가능)※ 1

적산 타이머계 적산 타이머(ST) 10 1024점(파라미터에 의해 변경 가능)※ 1

카운터계
카운터(C) 10 1024점(파라미터에 의해 변경 가능)※ 1

롱 카운터(LC) 10 1024점(파라미터에 의해 변경 가능)※ 1

데이터 레지스터(D) 10 8000점(파라미터에 의해 변경 가능)※ 1

링크 레지스터(W) 16 32768점(파라미터에 의해 변경 가능)※ 1

링크 특수 레지스터(SW) 16 32768점(파라미터에 의해 변경 가능)※ 1

시스템 디바이스 점수 
특수 릴레이(SM) 10 10000점(고정)
특수 레지스터(SD) 10 12000점(고정)

유니트 액세스 디바이스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디바이스 10 65536점(U□￦G□로 지정)

인덱스 레지스터 점수 
인덱스 레지스터(Z)※ 2 10 24점
롱 인덱스 레지스터(LZ)※ 2 10 12점

파일 레지스터 점수 파일 레지스터(R) 10 32768점(파라미터에 의해 변경 가능)※ 1

Nesting 점수 Nesting(N) 10 15점(고정)

포인터 점수 
포인터(P) 10 4096점
인터럽트 포인터(I) 10 178점(고정)

기타

10진 상수(K)

부호 있음 -
16비트 시:-32768~+32767, 

32비트 시:-2147483648~+2147483647

부호 없음 -
16비트 시:0~65535, 

32비트 시:0~4294967295

16진 상수(H) -
16비트 시:0~FFFF, 

32비트 시:0~FFFFFFFF
실수 상수(E) 단정밀도 - E-3.40282347+38~E-1.17549435-38, 0, E1.17549435-38~E3.40282347+38
문자열 - Shift-JIS 코드 최대 반각 255문자(NULL 포함 256문자)

※ 1 : CPU 내장 메모리의 용량 범위 내에서 파라미터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 2 : 인덱스 레지스터(Z)와 롱 인덱스 레지스터(LZ)는 합계 24워드 이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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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명령 기호 기능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로테이션

ROR(P) 16비트 데이터 우회전 ○ ○

RCR(P) 16비트 데이터 캐리 우회전 ○ ○

ROL(P) 16비트 데이터 좌회전 ○ ○

RCL(P) 16비트 데이터 캐리 좌회전 ○ ○

DROR(P) 32비트 데이터 우회전 ○ ○

DRCR(P) 32비트 데이터 캐리 우회전 ○ ○

DROL(P) 32비트 데이터 좌회전 ○ ○

DRCL(P) 비트 데이터 캐리 좌회전 ○ ○

프로그램 분기 
CJ(P) 포인터 분기 ○ ○

GOEND END로 점프 ○ ○

프로그램 실행

제어

DI 인터럽트 금지 ○ ○

EI 인터럽트 허가 ○ ○

DI 지정 우선도 이하의 인터럽트 금지 ○ ○

IMASK 인터럽트 프로그램 마스크 ○ ○

SIMASK 지정 인터럽트 포인터 허가/금지 ○ ○

IRET 인터럽트 프로그램에서 복귀 ○ ○

WDT(P) WATCH DOG TIMER 리셋 ○ ○

구조화 명령

FOR
FOR 명령과 NEXT 명령 사이를 (n)회실행

○ ○

NEXT ○ ○

BREAK(P) FOR~NEXT 강제 종료 ○ ○

CALL(P) 서브 루틴 프로그램 호출 ○ ○

RET
서브 루틴 프로그램에서 리턴

○ ○

SRET ○ ○

XCALL 서브 루틴 프로그램 호출 ○ ○

데이터 테이블

조작

SFRD(P) 데이터 테이블에서 선입 데이터 읽기 ○ ○

POP(P) 데이터 테이블에서 후입 데이터 읽기 ○ ○

SFWR(P)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쓰기 ○ ○

FINS(P)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삽입 ○ ○

FDEL(P)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삭제 ○ ○

문자열 처리

LD$= 문자열 비교 LD　(S1)=(S2) ○ ○

LD$<> 문자열 비교 LD　(S1)<>(S2) ○ ○

LD$> 문자열 비교 LD　(S1)>(S2) ○ ○

LD$<= 문자열 비교 LD　(S1)<=(S2) ○ ○

LD$< 문자열 비교 LD　(S1)<(S2) ○ ○

LD$>= 문자열 비교 LD　(S1)>=(S2) ○ ○

AND$= 문자열 비교 AND　(S1)=(S2) ○ ○

AND$<> 문자열 비교 AND　(S1)<>(S2) ○ ○

AND$> 문자열 비교 AND　(S1)>(S2) ○ ○

AND$<= 문자열 비교 AND　(S1)<=(S2) ○ ○

AND$< 문자열 비교 AND　(S1)<(S2) ○ ○

AND$>= 문자열 비교 AND　(S1)>=(S2) ○ ○

OR$= 문자열 비교 OR　(S1)=(S2) ○ ○

OR$<> 문자열 비교 OR　(S1)<>(S2) ○ ○

OR$> 문자열 비교 OR　(S1)>(S2) ○ ○

OR$<= 문자열 비교 OR　(S1)<=(S2) ○ ○

OR$< 문자열 비교 OR　(S1)<(S2) ○ ○

OR$>= 문자열 비교 OR　(S1)>=(S2) ○ ○

$+(P) 문자열 결합 ○ ○

$MOV(P) 문자열 전송 ○ ○

BINDA(P)(_U) BIN16비트 데이터→10진 아스키 변환 ○ ○

DBINDA(P)(_U) BIN32비트 데이터→10진 아스키 변환 ○ ○

ASCI(P) HEX 코드 데이터→아스키 변환 ○ ○

STR(P)(_U) BIN16비트 데이터→문자열 변환 ○ ○

DSTR(P)(_U) BIN32비트 데이터→문자열 변환 ○ ○

ESTR(P)
단정밀도 실수→문자열 변환

○ ○

DESTR(P) ○ ○

LEN(P) 문자열 길이 검출 ○ ○

RIGHT(P) 문자열 오른쪽부터 추출 ○ ○

LEFT(P) 문자열 왼쪽부터 추출 ○ ○

MIDR(P) 문자열 중 임의 추출 ○ ○

MIDW(P) 문자열 중 임의 대체  ○ ○

INSTR(P) 문자열 검색 ○ ○

STRINS(P) 문자열 삽입 ○ ○

STRDEL(P) 문자열 삭제 ○ ○

분류 명령 기호 기능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실수

LDE$= 단정밀도 실수 비교 LDE　(S1)=(S2) ○ ○

LDE$<> 단정밀도 실수 비교 LDE　(S1)<>(S2) ○ ○

LDE$> 단정밀도 실수 비교 LDE　(S1)>(S2) ○ ○

LDE$<= 단정밀도 실수 비교 LDE　(S1)<=(S2) ○ ○

LDE$< 단정밀도 실수 비교 LDE　(S1)<(S2) ○ ○

LDE$>= 단정밀도 실수 비교 LDE　(S1)>=(S2) ○ ○

ANDE$= 단정밀도 실수 비교 ANDE　(S1)=(S2) ○ ○

ANDE$<> 단정밀도 실수 비교 ANDE　(S1)<>(S2) ○ ○

ANDE$> 단정밀도 실수 비교 ANDE　(S1)>(S2) ○ ○

ANDE$<= 단정밀도 실수 비교 ANDE　(S1)<=(S2) ○ ○

ANDE$< 단정밀도 실수 비교 ANDE　(S1)<(S2) ○ ○

ANDE$>= 단정밀도 실수 비교 ANDE　(S1)>=(S2) ○ ○

ORE$= 단정밀도 실수 비교 ORE　(S1)=(S2) ○ ○

ORE$<> 단정밀도 실수 비교 ORE　(S1)<>(S2) ○ ○

ORE$> 단정밀도 실수 비교 ORE　(S1)>(S2) ○ ○

ORE$<= 단정밀도 실수 비교 ORE　(S1)<=(S2) ○ ○

ORE$< 단정밀도 실수 비교 ORE　(S1)<(S2) ○ ○

ORE$>= 단정밀도 실수 비교 ORE　(S1)>=(S2) ○ ○

DECMP(P) 단정밀도 실수 비교 ○ ○

DEZCP(P) 2진 부동 소수점 대역 비교 ○ ○

E+(P) 단정밀도 실수 가산 ○ ○

E-(P) 단정밀도 실수 감산 ○ ○

DEADD(P) 단정밀도 실수 가산 ○ ○

DESUB(P) 단정밀도 실수 감산 ○ ○

E*(P) 단정밀도 실수 승산 ○ ○

E/(P) 단정밀도 실수 제산 ○ ○

DEMUL(P) 단정밀도 실수 승산 ○ ○

DEDIV(P) 단정밀도 실수 제산 ○ ○

INT2FLT(P)
부호 있음 BIN16비트 데이터→단정밀도 실수 

변환 
○ ○

UINT2FLT(P)
부호 없음 BIN16비트 데이터→단정밀도 실수 

변환 
○ ○

DINT2FLT(P)
부호 있음 BIN32비트 데이터→단정밀도 실수 

변환 
○ ○

UDINT2FLT(P)
부호 없음 BIN32비트 데이터→단정밀도 실수 

변환 
○ ○

EVAL(P)
문자열→단정밀도 실수 변환

○ ○

DEVAL(P) ○ ○

DEBCD(P) 2진 부동 소수점→10진 부동 소수점 변환 ○ ○

DEBIN(P) 10진 부동 소수점→2진 부동 소수점 변환 ○ ○

ENEG(P)
단정밀도 실수 부호 반전

○ ○

DENEG(P) ○ ○

EMOV(P)
단정밀도 실수 데이터 전송

○ ○

DEMOV(P) ○ ○

SIN(P)
단정밀도 실수 SIN 연산

○ ○

DSIN(P) ○ ○

COS(P)
단정밀도 실수 COS 연산

○ ○

DCOS(P) ○ ○

TAN(P)
단정밀도 실수 TAN 연산

○ ○

DTAN(P) ○ ○

ASIN(P)
단정밀도 실수 SIN-1 연산

○ ○

DASIN(P) ○ ○

ACOS(P)
단정밀도 실수 COS-1 연산

○ ○

DACOS(P) ○ ○

ATAN(P)
단정밀도 실수 TAN-1 연산

○ ○

DATAN(P) ○ ○

RAD(P)
단정밀도 실수 각도→라디안 변환

○ ○

DRAD(P) ○ ○

DEG(P)
단정밀도 실수 라디안→각도 변환

○ ○

DDEG(P) ○ ○

DESQR(P)
단정밀도 실수 제곱근

○ ○

ESQRT(P) ○ ○

EXP(P)
단정밀도 실수 지수 연산

○ ○

DEXP(P) ○ ○

LOG(P)
단정밀도 실수 자연로그 연산

○ ○

DLOGE(P) ○ ○

POW(P) 단정밀도 실수 제곱 연산 ○ ○

LOG10(P)
단정밀도 실수 상용로그 연산

○ ○

DLOG10(P) ○ ○

EMAX(P) 단정밀도 실수 최대값 검색 ○ ○

EMIN(P) 단정밀도 실수 최소값 검색 ○ ○

난수 RND(P) 난수 발생 ○ ○

명령 일람
 ◇CPU 유니트 응용 명령

시퀀스 명령·기본 명령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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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명령 기호 기능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인덱스레지스터 

조작

ZPUSH(P) 인덱스 레지스터 일괄 대피 ○ ○

ZPOP(P) 인덱스 레지스터 일괄 복귀 ○ ○

ZPUSH(P)
인덱스 레지스터/롱인덱스레지스터 선택 

대피 
○ ○

ZPOP(P)
인덱스 레지스터/롱인덱스레지스터 선택 

복귀 
○ ○

데이터 제어

LIMIT(P)(_U) BIN16비트 데이터 상하한 리미트 제어 ○ ○

DLIMIT(P)(_U) BIN32비트 데이터 상하한 리미트 제어 ○ ○

BAND(P)(_U) BIN16비트 데이터 불감대 제어 ○ ○

DBAND(P)(_U) BIN32비트 데이터 불감대 제어 ○ ○

ZONE(P)(_U) BIN16비트 데이터 Zone 제어 ○ ○

DZONE(P)(_U) BIN32비트 데이터 Zone 제어 ○ ○

SCL(P)(_U)
BIN16비트 단위 스켈링

(포인트별 좌표 데이터) 
○ ○

DSCL(P)(_U)
BIN32비트 단위 스켈링

(포인트별 좌표 데이터) 
○ ○

SCL2(P)(_U) BIN16비트 단위 스켈링(X/Y별 좌표 데이터) ○ ○

DSCL2(P)(_U) BIN32비트 단위 스켈링(X/Y별 좌표 데이터) ○ ○

특수 타이머 
TTMR 티칭 타이머 ○ ○

STMR 특수 기능 타이머 ○ ○

특수 카운터 UDCNTF 부호 있음 32비트 업/다운 카운터 ○ ○

근거리 제어 ROTC 로터리 테이블의 근거리 제어 ○ ○

경사 신호 RAMPF 제어 경사 신호 ○ ○

펄스계

SPD BIN16비트 펄스 밀도 측정 ○ ○

DSPD BIN32비트 펄스 밀도 측정 ○ ○

PLSY BIN16비트 펄스 출력 ○ ○

DPLSY BIN32비트 펄스 출력 ○ ○

PWM BIN16펄스폭 변조 ○ ○

DPWM BIN32비트 펄스폭 변조 ○ ○

매트릭스 입력 MTR 매트릭스 입력 ○ ○

초기화 상태 IST 초기화 상태 ○ ○

드럼 시퀀스

ABSD BIN16비트 데이터 절대 방식 ○ ○

DABSD BIN32비트 데이터 절대 방식 ○ ○

INCD 상대 방식 ○ ○

체크 코드 CCD(P) 체크 코드 ○ ○

데이터 처리 

명령

SERMM(P) 데이터 처리 명령 ○ ○

DSERMM(P) 32비트 데이터 검색 ○ ○

SUM(P) 16비트 데이터 비트 체크 ○ ○

DSUM(P) 32비트 데이터 비트 체크 ○ ○

BON(P) 16비트 데이터 비트 판정 ○ ○

DBON(P) 32비트 데이터 비트 판정 ○ ○

MAX(P)(_U) 16비트 데이터 최대값 검색 ○ ○

DMAX(P)(_U) 32비트 데이터 최대값 검색 ○ ○

MIN(P)(_U) 16비트 데이터 최소값 검색 ○ ○

DMIN(P)(_U) 32비트 데이터 최소값 검색 ○ ○

SORTTBL(_U) 16비트 데이터 정렬 ○ ○

SORTTBL2(_U) 16비트 데이터 정렬 2 ○ ○

DSORTTBL2(_

U)
32비트 데이터 정렬 2 ○ ○

WSUM(P)(_U) 16비트 데이터 합계 계산 ○ ○

DWSUM(P)(_U) 32비트 데이터 합계 계산 ○ ○

MEAN(P)(_U) 16비트 데이터 평균값 계산 ○ ○

DMEAN(P)(_U) 32비트 데이터 평균값 계산 ○ ○

SQRT(P) 16비트 제곱근 계산 ○ ○

DSQRT(P) 32비트 제곱근 계산 ○ ○

CRC(P) CRC 계산 ○ ○

간접 어드레스 

읽기 
ADRSET(P) 간접 어드레스 읽기 ○ ○

분류 명령 기호 기능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시계용

TRD(P) 시계 데이터 읽기 ○ ○

TWR(P) 시계 데이터 쓰기 ○ ○

TADD(P) 시계 데이터 가산 ○ ○

TSUB(P) 시계 데이터 감산 ○ ○

HTOS(P)
시간 데이터 16비트 데이터 변환

(시분초→초) 
○ ○

DHTOS(P)
시간 데이터 32비트 데이터 변환

(시분초→초) 
○ ○

STOH(P)
시간 데이터 16비트 데이터 변환

(초→시분초) 
○ ○

DSTOH(P)
시간 데이터 32비트 데이터 변환

(초→시분초) 
○ ○

LDDT$= 날짜 비교 LDDT　(S1)=(S2) ○ ○

LDDT$<> 날짜 비교 LDDT　(S1)<>(S2) ○ ○

LDDT$> 날짜 비교 LDDT　(S1)>(S2) ○ ○

LDDT$<= 날짜 비교 LDDT　(S1)<=(S2) ○ ○

LDDT$< 날짜 비교 LDDT　(S1)<(S2) ○ ○

LDDT$>= 날짜 비교 LDDT　(S1)>=(S2) ○ ○

ANDDT$= 날짜 비교 ANDDT　(S1)=(S2) ○ ○

ANDDT$<> 날짜 비교 ANDDT　(S1)<>(S2) ○ ○

ANDDT$> 날짜 비교 ANDDT　(S1)>(S2) ○ ○

ANDDT$<= 날짜 비교 ANDDT　(S1)<=(S2) ○ ○

ANDDT$< 날짜 비교 ANDDT　(S1)<(S2) ○ ○

ANDDT$>= 날짜 비교 ANDDT　(S1)>=(S2) ○ ○

ORDT$= 날짜 비교 ORDT　(S1)=(S2) ○ ○

ORDT$<> 날짜 비교 ORDT　(S1)<>(S2) ○ ○

ORDT$> 날짜 비교 ORDT　(S1)>(S2) ○ ○

ORDT$<= 날짜 비교 ORDT　(S1)<=(S2) ○ ○

ORDT$< 날짜 비교 ORDT　(S1)<(S2) ○ ○

ORDT$>= 날짜 비교 ORDT　(S1)>=(S2) ○ ○

LDTM$= 시간 비교 LDTM　(S1)=(S2) ○ ○

LDTM$<> 시간 비교 LDTM　(S1)<>(S2) ○ ○

LDTM$> 시간 비교 LDTM　(S1)>(S2) ○ ○

LDTM$<= 시간 비교 LDTM　(S1)<=(S2) ○ ○

LDTM$< 시간 비교 LDTM　(S1)<(S2) ○ ○

LDTM$>= 시간 비교 LDTM　(S1)>=(S2) ○ ○

ANDTM$= 시간 비교 ANDTM　(S1)=(S2) ○ ○

ANDTM$<> 시간 비교 ANDTM　(S1)<>(S2) ○ ○

ANDTM$> 시간 비교 ANDTM　(S1)>(S2) ○ ○

ANDTM$<= 시간 비교 ANDTM　(S1)<=(S2) ○ ○

ANDTM$< 시간 비교 ANDTM　(S1)<(S2) ○ ○

ANDTM$>= 시간 비교 ANDTM　(S1)>=(S2) ○ ○

ORTM$= 시간 비교 ORTM　(S1)=(S2) ○ ○

ORTM$<> 시간 비교 ORTM　(S1)<>(S2) ○ ○

ORTM$> 시간 비교 ORTM　(S1)>(S2) ○ ○

ORTM$<= 시간 비교 ORTM　(S1)<=(S2) ○ ○

ORTM$< 시간 비교 ORTM　(S1)<(S2) ○ ○

ORTM$>= 시간 비교 ORTM　(S1)>=(S2) ○ ○

TCMP(P) 시계 데이터 비교 ○ ○

TZCP(P) 시계 데이터 대역 비교 ○ ○

타이밍 계측

DUTY 타이밍 펄스 발생 ○ ○

HOURM 시간 미터(BIN16비트 데이터) ○ ○

DHOURM 시간 미터(BIN32비트 데이터) ○ ○

유니트

액세스

REF(P)
I/O 리프레시

○ ○

RFS(P) ○ ○

FROM(P)
다른 유니트에서 1워드 데이터 읽기

(16비트 지정) 
○ ○

DFROM(P)
다른 유니트에서 2워드 데이터 읽기

(16비트 지정) 
○ ○

TO(P)
다른 유니트에서 1워드 데이터 쓰기

(16비트 지정) 
○ ○

DTO(P)
다른 유니트에서 2워드 데이터 쓰기

(16비트 지정) 
○ ○

FROMD(P)
다른 유니트에서 1워드 데이터 읽기

(32비트 지정) 
○ ○

DFROMD(P)
다른 유니트에서 2워드 데이터 읽기

(32비트 지정) 
○ ○

TOD(P)
다른 유니트에서 1워드 데이터 쓰기

(32비트 지정) 
○ ○

DTOD(P)
다른 유니트에서 2워드 데이터 쓰기

(32비트 지정) 
○ ○

시퀀스 명령·기본 명령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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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래더 명령

분류 명령 기호 기능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스텝 래더 
STL 스텝 래더 개시 ○ ○

RETSTL 스텝 래더 종료 ○ ○

 ◇내장 Ethernet 기능용 명령

분류 명령 기호 기능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내장 Ethernet

기능용 명령

SP.SOCOPEN 커넥션 확립 ○ ○

SP.SOCCLOSE 커넥션 차단 ○ ○

소켓

통신 기능

SP.SOCRCV 수신 데이터 END 처리 시 읽기 ○ ○

SP.SOCSND 데이터 송신 ○ ○

SP.SOCCINF 커넥션 정보 읽기 ○ ○

S(P).SOCRDATA 소켓 통신 수신 데이터 읽기 ○ ○

통신 프로토콜

지원 기능 
SP.ECPRTCL

통신 프로토콜 지원 기능의 등록 프로토콜 

실행 
○ ○

SLMP

프레임 송신 
SP.SLMPSND

SLMP 대응 기기에 대해서 SLMP 

스테이트먼트 송신 
○ ○

 ◇PID 제어 명령

분류 명령 기호 기능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PID 제어 PID PID 연산 ○ ○

시퀀스 명령·기본 명령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유니트 전용 명령 일람

분류 명령 기호 기능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GP.READ 타국 PLC 데이터 읽기 ○ ○

GP.SREAD
타국 PLC 데이터 읽기

(읽기 통지 있음) 
○ ○

GP.WRITE 타국 PLC에 데이터 쓰기 ○ ○

GP.SWRITE
타국 PLC에 데이터 쓰기

(쓰기 통지 있음) 
○ ○

GP.SEND 타국 PLC에 데이터 송신 ○ ○

GP.RECV 타국 PLC에서 데이터 수신 ○ ○

G(P).CCPASET 파라미터 설정 ○ ○

G(P).UINI 자국 국번 설정 ○ ○

고속 카운터

DHSCS 32비트 데이터 비교 세트 ○ ○

DHSCR 32비트 비교 리셋 ○ ○

DHSZ 32비트 데이터 대역 비교 ○ ○

HIOEN(P)
16비트 데이터 고속 입출력 기능 

개시·정지 
○ ○

DHIOEN(P)
32비트 데이터 고속 입출력 기능 

개시·정지 
○ ○

고속 현재값

전송

HCMOV(P) 16비트 데이터 고속 현재값 전송 ○ ○

DHCMOV(P) 32비트 데이터 고속 현재값 전송 ○ ○

외부 기기 통신 RS2 시리얼 데이터 전송 2 ○ ○

인버터 통신

IVCK 인버터 운전 감시 ○ ○

IVDR 인버터 운전 제어 ○ ○

IVRD 인버터 파라미터 읽기 ○ ○

IVWR 인버터 파라미터 쓰기 ○ ○

IVBWR 인버터 파라미터 일괄 쓰기 ○ ○

IVMC 인버터 복수 커맨드 ○ ○

MODBUS ADPRW MODBUS 데이터 읽기/쓰기 ○ ○

통신 프로토콜

지원 기능 
S(P).CPRTCL

엔지니어링 도구에서 등록한 

통신 프로토콜 실행 
○ ○

위치결정

DSZR 16비트 데이터 도그 검색 원점복귀 ○ ○

DDSZR 32비트 데이터 도그 검색 원점복귀 ○ ○

DVIT 16비트 데이터 인터럽트 위치결정 ○ ○

DDVIT 32비트 데이터 인터럽트 위치결정 ○ ○

TBL 1 테이블 운전에 의한 위치결정 ○ ○

DRVTBL 여러 테이블 운전에 의한 위치결정 ○ ○

DRVMUL 여러 축 동시 구동 위치결정 ○ ○

DABS 32비트 데이터 ABS 현재값 읽기 ○ ○

PLSV 16비트 데이터 가변속 펄스 ○ ○

DPLSV 32비트 데이터 가변속 펄스 ○ ○

DRVI 16비트 데이터 상대 위치결정 ○ ○

DDRVI 32비트 데이터 상대 위치결정 ○ ○

DRVA 16비트 데이터 절대 위치결정 ○ ○

DDRVA 32비트 데이터 절대 위치결정 ○ ○

G.ABRST1

G.ABRST2
지정축 절대 위치 복원 ○ ○

GP.PSTRT1

GP.PSTRT2
지정축 위치결정 기동 ○ ○

GP.TEACH1

GP.TEACH2
지정 축 티칭 ○ ○

GP.PFWRT 유니트 백업 ○ ○

GP.PINIT 유니트 초기화 ○ ○

BFM 분할 읽기

/라이트

RBFM 분할 읽기 ○ ○

WBFM 분할 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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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디바이스
대표적인 특수 릴레이, 특수 레지스터를 게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진단 정보

번호 명칭 FX5U FX5UC

SM0 최신 자기 진단 에러(어넌시에이터 ON 포함) ○ ○

SM1 최신 자기 진단 에러(어넌시에이터 ON 비포함) ○ ○

SM50 에러 해제 ○ ○

SM51 배터리 저하 래치 ○ ○

SM52 배터리 저하 ○ ○

SM53 연산 에러 ○ ○

SM56 입출력 유니트 대조 에러 ○ ○

SM61 어넌시에이터 ○ ○

SM62 アナンシェ-タ ○ ○

 ◇시스템 정보

번호 명칭 FX5U FX5UC

SM203 STOP 접점 ○ ○

SM204 PAUSE 접점 ○ ○

SM210 시계 데이터 세트 요구 ○ ○

SM211 시계 데이터 세트 에러 ○ ○

SM213 시계 데이터 읽기 요구 ○ ○

 ◇시스템 클록

번호 명칭 FX5U FX5UC

SM400 상시 ON ○ ○

SM401 상시 OFF ○ ○

SM402 RUN 후 1스캔만 ON ○ ○

SM403 RUN 후 1스캔만 OFF ○ ○

SM409 0.01초 클록 ○ ○

SM410 0.1초 클록 ○ ○

SM411 0.2초 클록 ○ ○

SM412 1초 클록 ○ ○

SM413 2초 클록 ○ ○

SM414 2 n초클록 ○ ○

SM415 2nms 클록 ○ ○

 ◇명령 관련

번호 명칭 FX5U FX5UC

SM700 캐리 플래그 ○ ○

SM701 출력 문자수 전환 ○ ○

SM703 정렬 순서 ○ ○

SM704 블록 비교 ○ ○

SM709 DT/TM명령 부정 데이터 검출 플래그 ○ ○

 ◇시리얼 통신용

번호 명칭 FX5U FX5UC

SM8500 시리얼 통신 에러(ch1) ○ ○

SM8560 송신 대기 플래그(ch1) ○ ○

SM8561 송신 요구 플래그(ch1) ○ ○

SM8562 수신 완료 플래그(ch1) ○ ○

SM8563 캐리어 검출 플래그(ch1) ○ ○

SM8564 DSR 검출(ch1) ○ ○

SM8565 타임 아웃 판정 플래그(ch1) ○ ○

SM8740 국번 설정 SD래치 설정 유효(ch1) ○ ○

SM8800 MODBUS RTU 통신 중(ch1) ○ ○

SM8801 재시도 발생(ch1) ○ ○

SM8802 타임 아웃 발생(ch1) ○ ○

SM8861 자국번 SD 래치 설정 유효(ch1) ○ ○

SM8920 인버터 통신 중(ch1) ○ ○

SM8921 IVBWR 명령 에러(ch1) ○ ○

SM9040 간이 PLC 간 링크 데이터 전송 시퀀스 에러(마스터국) ○ ○

SM9041 간이 PLC 간 링크 데이터 전송 시퀀스 에러(국번1) ○ ○

 ◇FX호환 영역

번호 명칭 FX5U FX5UC

SM8000 RUN 모니터, a 접점 ○ ○

SM8001 RUN 모니터, b 접점 ○ ○

SM8002 초기화 펄스, a 접점 ○ ○

SM8003 초기화 펄스, b 접점 ○ ○

SM8004 에러 발생 ○ ○

SM8005 배터리 전압 저하 ○ ○

SM8006 배터리 전압 저하 래치 ○ ○

SM8007 순간 정전 검출 ○ ○

SM8008 정전 검출 중 ○ ○

SM8011 10ms 클록 ○ ○

SM8012 100ms 클록 ○ ○

SM8013 1s 클록 ○ ○

SM8014 1min 클록 ○ ○

SM8015 계시 정지 및 프리셋 ○ ○

SM8016 시간 표시 정지 ○ ○

SM8017 ±30초 보정 ○ ○

SM8019 RTC 쓰기 데이터 에러 ○ ○

SM8020 제로 플래그 ○ ○

SM8021 Burrow 플래그 ○ ○

SM8022 캐리 플래그 ○ ○

SM8023 RTC 액세스 에러 ○ ○

SM8026 경사 출력 명령의 1회 운전 정지 모드 ○ ○

SM8029 명령 실행 완료 ○ ○

SM8031 비래치 메모리 올클리어 ○ ○

SM8032 래치 메모리 올클리어 ○ ○

SM8033 RUN→STOP 시 메모리 정지 기능 ○ ○

SM8034 모든 출력 금지 ○ ○

SM8039 콘스턴트 스캔 모드 ○ ○

SM8040 STL용:이행 금지 ○ ○

SM8041 STL용:자동 운전시 운전개시 ○ ○

SM8042 STL용:스타트 펄스 ○ ○

SM8043 STL용:원점복귀완료 ○ ○

SM8044 STL용:원점 조건 ○ ○

SM8045 STL용:모드 전환 시 모든 출력 리셋 금지 ○ ○

SM8046 STL용:STL 상태 ON 있음 ○ ○

SM8047 STL용:STL 모니터(SD8040~SD8047) 유효 ○ ○

SM8048 어넌시에이터 동작 ○ ○

SM8049 ON어넌시에이터 최소 번호 유효 ○ ○

SM8063 시리얼 통신 에러 1(ch1) ○ ○

SM8067 연산 에러 ○ ○

SM8068 연산 에러 래치 ○ ○

특수 릴레이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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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정보

번호 명칭 FX5U FX5UC

SD0 최신 자기 진단 에러 코드 ○ ○

SD1 최신 자기 진단 에러 발생 시간(서기(년)) ○ ○

SD2 최신 자기 진단 에러 발생 시간(월) ○ ○

SD3 최신 자기 진단 에러 발생 시간(일) ○ ○

SD4 최신 자기 진단 에러 발생 시간(시) ○ ○

SD5 최신 자기 진단 에러 발생 시간(분) ○ ○

SD6 최신 자기 진단 에러 발생 시간(초) ○ ○

SD7 최신 자기 진단 에러 발생 시간(요일) ○ ○

 ◇시스템 정보

번호 명칭 FX5U FX5UC

SD203 CPU 동작 상태 ○ ○

SD210 시계 데이터(서기(년)) ○ ○

SD211 시계 데이터(월) ○ ○

SD212 시계 데이터(일) ○ ○

SD213 시계 데이터(시) ○ ○

SD214 시계 데이터(분) ○ ○

SD215 시계 데이터(초) ○ ○

SD216 시계 데이터(요일) ○ ○

 ◇시스템 클록

번호 명칭 FX5U FX5UC

SD412 1초 카운터 ○ ○

SD414 2ns클록 설정 ○ ○

SD415 2nms 클록 설정 ○ ○

SD420 스캔 카운터 ○ ○

 ◇스캔 정보

번호 명칭 FX5U FX5UC

SD500 실행 프로그램 No. ○ ○

SD520 현재 스캔 타임(ms 단위) ○ ○

SD521 현재 스캔 타임(μs 단위) ○ ○

SD522 최소 스캔 타임(ms 단위) ○ ○

SD523 최소 스캔 타임(μs 단위) ○ ○

SD524 최대 스캔 타임(ms 단위) ○ ○

SD525 최대 스캔 타임(μs 단위) ○ ○

 ◇시리얼 통신용

번호 명칭 FX5U FX5UC

SD8500 시리얼 통신 에러 코드(ch1) ○ ○

SD8501 시리얼 통신 에러 상세(ch1) ○ ○

SD8502 시리얼 통신 통신 설정(ch1) ○ ○

SD8503 시리얼 통신 동작 모드 표시(ch1) ○ ○

 ◇내장 Ethernet용

번호 명칭 FX5U FX5UC

SD10050 자노드 IP 어드레스[하위] ○ ○

SD10051 자노드 IP 어드레스[상위] ○ ○

SD10060 서브넷 마스크[하위] ○ ○

SD10061 서브넷 마스크[상위] ○ ○

SD10064 디폴트 게이트웨이 IP 어드레스[하위] ○ ○

SD10065 디폴트 게이트웨이 IP 어드레스[상위] ○ ○

SD10074 자노드 MAC 어드레스 ○ ○

SD10075 자노드 MAC 어드레스 ○ ○

SD10076 자노드 MAC 어드레스 ○ ○

SD10082 통신 속도 설정 ○ ○

SD10084 MELSOFT 접속 TCP 포트 번호 ○ ○

SD10086 MELSOFT 직접 접속 포트 번호 ○ ○

 ◇FX호환 영역

번호 명칭 FX5U FX5UC

SD8000 WATCH DOG TIMER ○ ○

SD8001 PLC 타입 및 시스템 버전 ○ ○

SD8005 배터리 전압 ○ ○

SD8006 배터리 전압 저하 검출 레벨 ○ ○

SD8007 순간 정전 횟수 ○ ○

SD8008 정전 검출 시간 ○ ○

SD8010 스캔 타임 현재값 ○ ○

SD8011 MIN 스캔 타임 ○ ○

SD8012 MAX 스캔 타임 ○ ○

SD8013 RTC용:초 ○ ○

SD8014 RTC용:분 ○ ○

SD8015 RTC용:시 ○ ○

SD8016 RTC용:일 ○ ○

SD8017 RTC용:월 ○ ○

SD8018 RTC용:년 ○ ○

SD8019 RTC용:요일 ○ ○

SD8039 콘스턴트 스캔 타임 ○ ○

SD8040 STL용:ON 상태 번호 1 ○ ○

SD8041 STL용:ON 상태 번호2 ○ ○

SD8042 STL용:ON 상태 번호3 ○ ○

SD8043 STL용:ON 상태 번호4 ○ ○

SD8044 STL용:ON 상태 번호5 ○ ○

SD8045 STL용:ON 상태 번호6 ○ ○

SD8046 STL용:ON 상태 번호7 ○ ○

SD8047 STL용:ON 상태 번호8 ○ ○

SD8049 ON 어넌시에이터 최소 번호 ○ ○

SD8063 시리얼 통신 에러 코드(ch1) ○ ○

SD8067 연산 에러의 에러 코드 번호 ○ ○

특수 레지스터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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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원·입출력 사양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의 사양에 대해서는 각 제품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일반 사양

항목
사양

FX5U FX5UC

사용 주위 온도※ 1 - 20~55℃, 동결이 없을 것※ 2※ 3

보존 주위 온도 -25~75℃, 동결이 없을 것

사용 주위 습도 5~95%RH,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4

보존 주위 습도 5~95%RH,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내진동※ 5 ※ 6

주파수 가속도 편진폭 인가 횟수 주파수 가속도 편진폭 인가 횟수 

DIN 레일

설치 시

5~8.4Hz - 1.75mm
X, Y, Z

각 방향 10회

(합계 각 80분)

5~8.4Hz - 1.75mm X, Y, Z

각 방향 10회

(합계 각 80분)8.4~150Hz 4.9m/s2 - 8.4~150Hz 4.9m/s2 -

직접 

설치 시 

5~8.4Hz - 3.5mm
-

8.4~150Hz 9.8m/s2 -

내충격※5 147m/s2, 작용 시간 11ms, 사인 반파 펄스에서 X, Y, Z 각 쌍방향 3회

노이즈 내량 노이즈 전압 1000Vp-p 노이즈폭 1μs, 주기 30~10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접지 D종 접지(접지 저항:100Ω 이하)<강한 전류계와의 공통 접지는 불가능>※ 7

사용 분위기 부식성, 가연성 가스가 없고, 도전성 먼지(분진)가 심하지 않을 것

사용 표고※ 8 0~2000m 

설치 위치 제어반 내

과전압 카테고리※ 9 Ⅱ 이하

오염도※ 10 2 이하

장치 클래스 Class 2

※ 1 :  입출력의 딜레이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 2 :  2016년 6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0~5575℃입니다.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에 대해서는 각 제품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다음의 기기는 주위 온도 0℃ 미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FX5-40SSC-S, FX5-80SSC-S, FX5-CNV-BUS, FX5-CNV-BUSC, 배터리(FX3U-32BL), SD 메모리 카드(NZ1MEM-2GBSD, NZ1MEM-4GBSD, NZ1MEM-8GBSD, 

  NZ1MEM-16GBSD, L1MEM-2GBSD, L1MEM-4GBSD), FX3 증설 유니트, 터미널 유니트, 입출력 케이블(FX-16E-500CAB-S, FX-16E-□CAB, FX-16E-□CAB-R)

※ 3 : 0℃ 미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양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 4 : 저온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없는 환경에서 사용하십시오. 제어반의 개폐등에 의한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는 경우, 이슬 맺힘이 발생하여 화재, 고장,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슬 맺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조로 제습하십시오.

※ 5 :  판정 기준은 IEC61131-2에 따릅니다.

※ 6 :  상기 진동 사양 이하의 기기를 시스템에 포함한 경우, 시스템 전체의 내진사양은 그 기기의 사양으로 저하됩니다.

※ 7 :  접지는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 8 :  대기압 이상으로 가압한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9 : 해당 기기가 공중 배전망에서 구내의 기계 장치에 이르기까지 어느 배전부에 접속되어 있다고 가정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카테고리Ⅱ는 고정 설비에서 전원이 공급되는 기기 등에 적용됩니다. 정격 

300V까지의 기기의 내서지 전압은 2500V입니다.

※10: 해당 기기가 사용되고 있는 환경에서의 도전성 물질의 발생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오염도 2는 비도전성 오염만 발생하는 환경입니다. 다만 우발적인 응결에 의해 일시적으로 도전될 수 있는 환

경입니다.

 ◇전원 사양

 ● 전원 사양(FX5U CPU 유니트 AC 전원 타입)

항목
사양

FX5U-32M□/E□ FX5U-64M□/E□ FX5U-80M□/E□

정격 전압 AC100~240V

전압 허용 범위 AC85~264V

전압 변동 범위 －

정격 주파수 50/60Hz

허용 순간 정전 시간 10ms 이하의 순간 정전에 대해 동작을 계속합니다. 전원 전압이 AC200V계일 때는 사용자 프로그램에 의해 10~100ms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원 퓨즈 250V 3.15A 시간 지연 퓨즈 250V 5A 시간 지연 퓨즈

돌입 전류 
최대 25A 5ms 이하 /AC100V

최대 50A 5ms 이하 /AC200V

최대 30A 5ms 이하 /AC100V

최대 60A 5ms 이하 /AC200V

소비 전력※1 30W 40W 45W

DC5V 내장 전원 용량※3 900mA 1100mA 1100mA

DC24V

서비스

전원 용량
※ 2

CPU 유니트의 입력 회로에 

서비스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4

400mA(300mA) 600mA(300mA) 600mA(300mA)

CPU 유니트의 입력 회로에 

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4
480mA(380mA) 740mA(440mA) 770mA(470mA)

※ 1 : CPU 유니트에 접속할 수 있는 최대 구성 시 DC24V 서비스 전원을 최대 소비하였을 때의 값입니다.(입력 회로의 전류분 포함)

※ 2 : DC24V 서비스 전원은 I/O 유니트 등을 접속한 경우, 소비되어 사용할 수 있는 전류가 감소합니다. 서비스 전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 3 : I/O 유니트,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확장 어댑터 및 확장 보드에 공급하는 전원 용량입니다.

※ 4 : ( ) 내의 값은 사용 주위 온도 0℃ 미만에서 사용한 경우의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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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 사양(FX5-4AD-ADP)

항목 사양

내부 전원 공급

(A/D 변환 회로) 

DC24V 20mA

CPU 유니트의 DC24V 전원에서 내부 전원이 공급됩니다.

내부 전원 공급(인터페이스)
DC5V 10mA

CPU 유니트의 DC5V 전원에서 내부 전원이 공급됩니다.

 ● 전원 사양(FX5-4AD-PT-ADP)

항목 사양

내부 전원 공급

(A/D 변환 회로) 

DC24V 20mA

CPU 유니트의 DC24V 전원에서 내부 전원이 공급됩니다.

내부 전원 공급(인터페이스)
DC5V 10mA

CPU 유니트의 DC5V 전원에서 내부 전원이 공급됩니다.

 ● 전원 사양(FX5-4DA-ADP)

항목 사양

외부 전원 공급

(D/A 변환 회로) 

DC24V +20%, -15% 160mA

어댑터의 전원 커넥터에서 외부 전원이 공급됩니다.

내부 전원 공급(인터페이스)
DC5V 10mA

CPU 유니트의 DC5V 전원에서 내부 전원이 공급됩니다.

 ● 전원 사양(FX5U CPU 유니트 DC 전원 타입)

항목
사양

FX5U-32M□/D□ FX5U-64M□/D□ FX5U-80M□/D□

정격 전압 DC24V

전압 허용 범위 DC16.8~28.8V

허용 순간 정전 시간 5ms 이하의 순간 정전에 대해 동작을 계속합니다.

전원 퓨즈 250V 3.15A 시간 지연 퓨즈 250V 5A 시간 지연 퓨즈

돌입 전류 최대 50A 0.5ms 이하 /DC24V 최대 65A 20ms 이하 /DC24V

소비 전력  ※1 30W 40W 45W

DC5V 내장 전원 용량※2 ※3 900mA(775mA) 1100mA(975mA)※2 1100mA(975mA)※2

DC24V 내장 전원 용량 ※2 480mA(360mA) 740mA(530mA)※2 770mA(560mA)※2

※ 1 : CPU 유니트에 접속할 수 있는 최대 구성 시 최대 소비한 값입니다.

※ 2 :( ) 내의 값은 전원 전압이 DC16. 8~19.2V일 때의 전원 용량입니다.

※ 3 : I/O 유니트,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확장 어댑터 및 확장 보드에 공급하는 전원 용량입니다.

 ● 전원 사양(FX5UC CPU 유니트)

항목
사양

FX5UC-32MT/□ FX5UC-64MT/□ FX5UC-96MT/□

정격 전압 DC24V

전압 변동 범위 ＋20%, -15%

허용 순간 정전 시간 5ms 이하의 순간 정전에 대해 동작을 계속합니다.

전원 퓨즈 125V 3.15A 시간 지연 퓨즈

돌입 전류 최대 35A 0.5ms 이하 /DC24V 최대 40A 0.5ms 이하 /DC24V

소비 전력※ 5W/DC24V(30W/DC24V +20%, -15%) 8W/DC24V(33W/DC24V +20%, -15%) 11W/DC24V(36W/DC24V +20%, -15%)

DC5V 내장 전원 용량 720mA

DC24V 내장 전원 용량 500mA

※ : CPU 유니트를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때의 값입니다.

 ( ) 안의 값은 CPU 유니트에 접속할 수 있는 최대 구성 시의 값입니다.(증설 기기의 외부 DC24V 전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원 사양(FX5-4AD-TC-ADP)

항목 사양

내부 전원 공급

(A/D 변환 회로) 

DC24V 20mA

CPU 유니트의 DC24V 전원에서 내부 전원이 공급됩니다.

내부 전원 공급(인터페이스)
DC5V 10mA

CPU 유니트의 DC5V 전원에서 내부 전원이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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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사양

 ● 입력 사양(FX5U CPU 유니트)

항목
사양

FX5U-32M□ FX5U-64M□ FX5U-80M□

입력 점수 16점 32점 40점

접속 모양 나사식 단자대

입력 형식 ̀ 싱크/소스

입력 신호 전압 DC24V +20%, -15%

입력 신호 전류 
X0~X17 5.3mA/DC24V

X20 이후 4.0mA/DC24V

입력

임피던스

X0~X17 4.3kΩ

X20 이후 5.6kΩ

입력 ON

감도 전류

X0~X17 3.5mA 이상

X20  이후 3.0mA 이상

입력 OFF 감도 전류 1.5mA 이하

입력 응답 

주파수

X0~X5 200kHz -

X0~X7 - 200kHz

X6~X17 10kHz -

X10~X17 - 10kHz

펄스 파형

파형

T1(펄스폭) T2(상승에지/하강에지 시간)

X0~X5
T1：2.5μs 이상, 

T2：1.25μs 이하
-

X0~X7 - T1：2.5μs 이상, T2：1.25μs 이하

X6~X17
T1：50μs 이상, 

T2：25μs 이하
-

X10~X17 - T1：50μs 이상, T2：25μs 이하

입력 응답 시간

(H/W 필터 지연)

X0~X5
ON：2.5μs 이하, 

OFF：2.5μs 이하
-

X0~X7 - ON：2.5μs 이하, OFF：2.5μs 이하

X6~X17
ON：30μs 이하, 

OFF：50μs 이하
-

X10~X17 - ON：30μs 이하, OFF：50μs 이하

X20 이후 - ON：50μs 이하, OFF：150μs 이하

입력 응답 시간

(디지털 필터 설정값)

없음, 10μs, 50μs, 0.1ms, 0.2ms, 0.4ms, 0.6ms, 1ms, 5ms, 10ms(초기값), 20ms, 70ms

노이즈가 많은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필터를 설정하십시오.

입력 신호 형식

무전압 접점 입력　　

싱크:NPN 오픈 컬렉터 트랜지스터　　

소스:PNP 오픈 컬렉터 트랜지스터

입력 회로 절연 포토커플러 절연

입력 동작 표시 입력 ON 시 LED 점등

입력 회로 구성

AC 전원 타입

ㆍ서비스 전원 사용 시

 싱크 입력 배선 소스 입력 배선

AC100~240V AC100~240V

퓨즈

입력 임피던스

퓨즈

입력 임피던스

ㆍ외부 전원 사용 시

 싱크 입력 배선 소스 입력 배선

24V

N

L

AC100~240V

퓨즈

X

S/S

0V

24V

N

L

AC100~240V

퓨즈

X

S/S

0V

입력 임피던스 입력 임피던스

DC 전원 타입

 싱크 입력 배선 소스 입력 배선

퓨즈

X

S/S

DC24V

퓨즈

X

S/S

입력 임피던스 입력 임피던스

＋

－

＋

－

DC2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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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사양(FX5UC CPU 유니트)

항목
사양

FX5UC-32MT/□ FX5UC-64MT/□ FX5UC-96MT/□

입력 점수 16 점 32점 48점

접속 모양
커넥터(FX5UC-□MT/D(SS))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FX5UC-32MT/DS(S)-TS)

입력 형식
싱크(FX5UC-□MT/D)

싱크/소스(FX5UC-□MT/DSS, FX5UC-32MT/DS(S)-TS)

입력 신호 전압 DC24V +20%, -15%

입력 신호 전류
X0~X17 5.3mA/DC24V

X20 이후 4.0mA/DC24V

입력

임피던스

X0~X17 4.3kΩ

X20 이후 5.6kΩ

입력 ON

감도 전류

X0~X17 3.5mA 이상

X20  이후 3.0mA 이상

입력 OFF 감도 전류 1.5mA 이하

입력 응답 

주파수

X0~X5 200kHz -

X0~X7 - 200kHz

X6~X17 10kHz -

X10~X17 - 10kHz

펄스 파형

파형

T1(펄스폭) T2(상승에지/ 하강에지 시간)

X0~X5
T1：2.5 μs 이상, 

T2：1.25μs 이하
-

X0~X7 - T1：2.5μs 이상, T2：1.25μs 이하

X6~X17
T1：50μs 이상, 

T2：25μs 이하
-

X10~X17 - T1：50μs 이상, T2：25μs 이하

입력 응답 시간

(H/W 필터 지연)

X0~X5
ON：2.5 μｓ 이하, 

OFF：2.5μｓ 이하
-

X0~X7 - ON：2.5μｓ 이하, OFF：2.5μｓ 이하

X6~X17
ON：30 μｓ 이하, 

OFF：50μｓ 이하
-

X10~X17 - ON：30μｓ 이하, OFF：50μｓ 이하

X20 이후 - ON：50μs 이하, OFF：150μs 이하

입력 응답 시간

(디지털 필터 설정값)

없음, 10μs, 50μs, 0.1ms, 0.2ms, 0.4ms, 0.6ms, 1ms, 5ms, 10ms(초기값), 20ms, 70ms

노이즈가 많은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필터를 설정하십시오.

입력 신호 형식

FX5UC-□MT/D

무전압 접점 입력

NPN 오픈 컬렉터 트랜지스터

FX5UC-□MT/DSS, FX5UC-32MT/DS(S)-TS

무전압 접점 입력

싱크:NPN 오픈 컬렉터 트랜지스터

소스:PNP 오픈 컬렉터 트랜지스터

입력 회로 절연 포토커플러 절연

입력 동작 표시 입력 ON 시 LED 점등(DISP 스위치 IN측)

입력 회로 구성

FX5UC-□MT/D

 싱크 입력 배선

퓨즈

입력
임피던스

＋

－

X

COM

포토커플러

DC24V

FX5UC-□MT/DSS,
FX5UC-32MT/DS(S)-TS

 싱크 입력 배선

＋

－

X

COM0

DC24V※

퓨즈

입력
임피던스

포토커플러

 소스 입력 배선

＋

－

X

COM0

DC24V
※

퓨즈

입력
임피던스

포토커플러

※：FX5UC-32MT/DS(S)-TS는 [COM0] 단자가 [S/S] 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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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사양(증설 유니트(증설 커넥터 타입) 입력/입출력 유니트)

항목

사양

FX5-C16EX/D FX5-C32EX/D FX5-C32ET/D FX5-C16EX/DS FX5-C32EX/DS FX5-C32ET/DSS
FX5-C32EX/DS-TS, 

FX5-C32ET/DS(S)-TS

접속 모양 커넥터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입력 형식 싱크 싱크/소스

입력 신호 전압 DC24V　+20%, -15%

입력 신호 전류 4.0mA/DC24V

입력 임피던스 5.6kΩ

입력 감도 

전류 

ON 3.0mA 이상

OFF 1.5mA 이하

입력 응답 시간 
ON 시:50μs 이하

OFF 시:150μs 이하

입력 신호 형식 
무전압 접점 입력

싱크:NPN 오픈 컬렉터 트랜지스터

무전압 접점 입력

싱크:NPN 오픈 컬렉터 트랜지스터

소스:PNP 오픈 컬렉터 트랜지스터

입력 회로 절연 포토커플러 절연

입력 동작 표시 
입력 ON 시

LED 점등

입력 ON 시 LED 점등

(DISP 스위치의 F/L

에 의해 작은 번호/

큰 번호 전환)

입력 ON 시 LED 점등

(DISP 스위치 IN측)

입력 ON 시

LED 점등

입력 ON 시 LED 점등

(DISP 스위치의 F/L에 

의해 작은 번호/

큰 번호 전환)

입력 ON 시 LED 점등

(DISP 스위치 IN측)
입력 ON 시 LED 점등

입력 회로 구성

포토커플러

X

COM

⊕
⊖

DC24V

5.6kΩ

싱크 입력 배선

포토커플러

포토커플러

소스 입력 배선

X

COM

싱크 입력 배선

X

COM

DC24V

DC24V

5.6kΩ

5.6kΩ

포토커플러

포토커플러

소스 입력 배선

X

S/S

싱크 입력 배선

X

S/S

DC24V

DC24V

 ● 입력 사양(증설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 입력/입출력 유니트)

항목
사양

FX5-8EX/ES FX5-16EX/ES FX5-16ER/ES FX5-16ET/ES FX5-16ET/ESS FX5-16ET/ES-H FX5-16ET/ESS-H

접속 모양 나사식 단자대

입력 형식 싱크/소스

입력 신호 전압 DC24V　+20%, -15%

입력 신호 전류 4.0mA/DC24V 5.3mA/DC24V

입력 임피던스 5.6kΩ 4.3kΩ

입력 감도 

전류 

ON 3.0mA 이상 3.5mA 이상

OFF 1.5mA 이하

입력 응답 시간 
ON 시：50μs 이하 

OFF 시：150μs 이하

X0~5

 ON 시：2.5μs 이하

 OFF 시：2.5μs 이하

X6, 7

 ON 시：30μs 이하

 OFF 시：50μs 이하

입력 신호 형식

무전압 접점 입력

싱크:NPN 오픈 컬렉터 트랜지스터

소스:PNP 오픈 컬렉터 트랜지스터

입력 회로 절연 포토커플러 절연

입력 동작 표시 입력 ON 시 LED 점등

입력 회로 구성

서비스 전원 사용 시

소스 입력 배선

0V

24V

S/S

X

S/S

싱크 입력 배선

CPU 유니트

0V

24V

S/S

X

S/S

CPU 유니트

입력 유니트

입력 유니트

외부 전원 사용 시

포토커플러

포토커플러

소스 입력 배선

X

S/S

싱크 입력 배선

X

S/S

DC24V

DC2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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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사양(증설 유니트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

항목
사양

FX5-32ER/ES FX5-32ET/ES FX5-32ET/ESS FX5-32ER/DS FX5-32ET/DS FX5-32ET/DSS

접속 모양 나사식 단자대

입력 형식 싱크/소스

입력 신호 전압 DC24V　+20%, -15%

입력 신호 전류 4.0mA/DC24V

입력 임피던스 5.6kΩ

입력 감도 

전류

ON 3.0mA 이상

OFF 1.5mA 이하

입력 응답 시간
ON 시：50μs 이하 

OFF 시：150μs 이하

입력 신호 형식

무전압 접점 입력

싱크:NPN 오픈 컬렉터 트랜지스터

소스:PNP 오픈 컬렉터 트랜지스터

입력 회로 절연 포토커플러 절연

입력 동작 표시 입력 ON 시 LED 점등

입력 회로 구성

서비스 전원 사용 시

24V

N

L

AC100~240V

퓨즈

X

S/S

0V

소스 입력 배선

24V

N

L

AC100~240V

퓨즈

X

S/S

0V

싱크 입력 배선

5.6kΩ 5.6kΩ

외부 전원使用時

24V

N

L

AC100~240V

퓨즈

X

S/S

0V

소스 입력 배선

24V

N

L

AC100~240V

퓨즈

X

S/S

0V

싱크 입력 배선

5.6kΩ 5.6kΩ

DC24VDC24V

소스 입력 배선싱크 입력 배선

퓨즈

X

S/S

DC24V

퓨즈

X

S/S

5.6kΩ 5.6kΩ

＋

－

＋

－

DC24V

 ◇출력 사양

 ● 릴레이 출력(FX5U CPU 유니트)

항목
사양

FX5U-32MR/□ FX5U-64MR/□ FX5U-80MR/□

출력 점수 16점 32점 40점

접속 모양 나사식 단자대

출력 형식 릴레이

외부 전원 
DC30V 이하

AC240V 이하(CE, UL, cUL 규격 대응 불필요 시 AC250V 이하)

최대 부하

2A/1점

코먼당 합계 부하 전류는 아래와 같이 하십시오.

ㆍ출력 4점/코먼:8A이하

ㆍ출력 8점/코먼:8A 이하

최소 부하 DC5V 2mA(참고값)

개로 누설 전류 -

응답 시간 
OFF→ON 약 10ms

ON→OFF 약 10ms

회로 절연 기계적 절연

출력 동작 표시 출력 ON 시 LED 점등

출력 회로 구성

퓨즈

퓨즈

DC 전원

부하

부하

AC 전원

[COM□]의 □에는 코먼 번호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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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랜지스터 출력(FX5U CPU 유니트)

항목
사양

FX5U-32MT/□ FX5U-64MT/□ FX5U-80MT/□

출력 점수 16점 32점 40점

접속 모양 나사식 단자대

출력 형식
트랜지스터/싱크 출력(FX5U-□MT/ES, FX5U-□MT/DS)

트랜지스터/소스 출력(FX5U-□MT/ESS, FX5U-□MT/DSS)

외부 전원 DC5~30V

최대 부하

0.5A/1점

코먼당 합계 부하 전류는 아래와 같이 하십시오.

ㆍ출력 4점/코먼:0.8A 이하

ㆍ출력 8점/코먼:1.6A이하

개로 누설 전류 0.1mA 이하/DC30V

ON 시

전압 강하

Y0~Y3 1.0V 이하

Y4 이후 1.5V 이하

응답 시간 
Y0~Y3 2.5μs 이하/10mA 이상(DC5~24V)

Y4 이후 0.2ms 이하/200mA 이상(DC24V)

회로 절연 포토커플러 절연

출력 동작 표시 출력 ON 시 LED 점등

출력 회로 구성

싱크 출력 배선  소스 출력 배선

부하

퓨즈

DC 전원

Y

COM

부하

퓨즈

DC 전원

Y

+V

[COM□]의 □에는 코먼 번호가 들어갑니다. [+V□]의 □에는 코먼 번호가 들어갑니다.

 ● 트랜지스터 출력(FX5UC CPU 유니트)

항목
사양

FX5UC-32MT/□ FX5UC-64MT/□ FX5UC-96MT/□

출력 점수 16점 32점 48점

접속 모양
커넥터(FX5UC-□MT/D(SS))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FX5UC-32MT/DS(S)-TS)

출력 형식
트랜지스터/싱크 출력(FX5UC-□MT/D(S-TS))

트랜지스터/소스 출력(FX5UC-□MT/DSS(-TS))

외부 전원 DC5~30V

최대 부하

Y0 ~ Y3:0.3A/1점

Y4 이후:0.1A/1점

코먼당 합계 부하 전류는 아래와 같이 하십시오.

ㆍ출력 8점/코먼:0.8A 이하※ 

개로 누설 전류 0.1mA 이하/ DC30V

ON 시

전압 강하

Y0~Y3 1.0V 이하

Y4 이후 1.5V 이하

응답 시간 
Y0~Y3 2.5μs 이하/10mA 이상(DC5~24V)

Y4 이후 0.2ms 이하/100mA(DC24V)

회로 절연 포토커플러 절연

출력 동작 표시 
출력 ON 시 LED 점등(DISP 스위치 OUT측)(FX5UC-□MT/D(SS))

출력 ON 시 LED 점등(FX5UC-32MT/DS(S)-TS)

출력 회로 구성

싱크 출력 배선  소스 출력 배선

부하

퓨즈

DC 전원

Y

COM

부하

퓨즈

DC 전원

Y

+V

[COM□]의 □에는 코먼 번호가 들어갑니다. [+V□]의 □에는 코먼 번호가 들어갑니다.

※：코먼 단자 2개를 외부에서 접속한 경우에는 1.6A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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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랜지스터 출력(싱크 출력 증설 유니트)

항목

사양

FX5-C16EYT/D FX5-C32EYT/D FX5-C32ET/D
FX5-C32EYT/

D-TS

FX5-C32ET/

DS-TS

FX5-8EYT/

ES

FX5-16EYT/

ES

FX5-16ET/

ES

FX5-32ET/

ES

FX5-32ET/

DS

FX5-16ET/

ES-H

접속 모양 커넥터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나사식 단자대

출력 형식 트랜지스터/싱크 출력

외부 전원 DC5~30V

최대 부하

0.1A/1점

코먼당 저항 부하의 합계 부하 전류는 아래와 같이 하십시오.

ㆍ출력 8점/코먼:0.8A 이하

0.5A/1점

코먼당 저항 부하의 합계 부하 전류는 아래와 같이 하십시오.

ㆍ출력 4점/코먼:0.8A 이하

ㆍ출력 8점/코먼:1.6A이하

개로 누설 전류 0.1mA/DC30V

ON 시 전압 강하 1.5V 이하

응답

시간

OFF→ON 0.2ms 이하/100mA(DC24V 시) 0.2ms 이하/200mA(DC24V 시)

Y0, Y1, Y4, Y5：

2.5μs 이하/10mA 

(DC5~24V 시)

Y2, Y3, Y6, Y7： 

0.2ms 이하 

/200mA

(DC24V 시)

ON→OFF 0.2ms 이하/100mA(DC24V 시) 0.2ms 이하/200mA(DC24V 시)

Y0, Y1, Y4, Y5：

2.5μs 이하/10mA 

(DC5~24V 시)

Y2, Y3, Y6, Y7： 

0.2ms 이하 

/200mA

(DC24V 시)

회로 절연 포토커플러 절연

출력 동작 표시 

출력 ON 시

LED 점등

출력 ON 시

LED 점등

(DISP 스위치의 

F/L에 의해작은 

번호/큰 번호 

전환)

출력 ON 시

LED 점등

(DISP 스위치

OUT측)

출력 ON 시

LED 점등
출력 ON 시 LED 점등

출력 회로 구성

부하

DC 전원

퓨즈

퓨즈

DC 전원

Y

COM0

Y

COM1

COM1

COM0

부하

DC 전원

퓨즈

퓨즈

DC 전원

Y

COM0

Y

CO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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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랜지스터 출력(소스 출력 증설 유니트)

항목

사양

FX5-C16EYT/

DSS

FX5-C32EYT/

DSS

FX5-C32ET/

DSS

FX5-C32EYT/

DSS-TS

FX5-C32ET/

DSS-TS

FX5-8EYT/

ESS

FX5-16EYT/

ESS

FX5-16ET/

ESS

FX5-32ET/

ESS

FX5-32ET/

DSS

FX5-16ET/

ESS-H

접속 모양 커넥터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나사식 단자대

출력 형식 트랜지스터/소스 출력

외부 전원 DC5~30V

최대 부하

0.1A/1점

코먼당 저항 부하의 합계 부하 전류는 아래와 같이 하십시오.

ㆍ출력 8점/코먼:0.8A 이하

0.5A/1점

코먼당 저항 부하의 합계 부하 전류는 아래와 같이 하십시오.

ㆍ출력 4점/코먼:0.8A 이하

ㆍ출력 8점/코먼:1.6A 이하

개로 누설 전류 0.1mA/DC30V

ON 시 전압 강하 1.5V 이하

응답

시간

OFF→ON 0.2ms 이하/100mA(DC24V 시) 0.2ms 이하/200mA(DC24V 시)

Y0, Y1, Y4, Y5：

2.5μs 이하/10mA 

(DC5~24V 시)

Y2, Y3, Y6, Y7： 

0.2ms 이하 

/200mA

(DC24V 시)

ON→OFF 0.2ms 이하/100mA(DC24V 시) 0.2ms 이하/200mA(DC24V 시)

Y0, Y1, Y4, Y5：

2.5μs 이하/10mA 

(DC5~24V 시)

Y2, Y3, Y6, Y7： 

0.2ms 이하 

/200mA

(DC24V 시)

회로 절연 포토커플러 절연

출력 동작 표시 
출력 ON 시

LED 점등

출력 ON 시

LED 점등

(DISP 스위치의 

F/L에 의해 작은 

번호/큰 번호 

전환)

출력 ON 시

LED 점등

(DISP 스위치 

OUT측)

출력 ON 시LED 점등 출력 ON 시LED 점등

출력 회로 구성

Y

+V0

Y

+V1

+V0

+V1

부하

DC 전원

퓨즈

DC 전원

퓨즈

부하

DC 전원

퓨즈

퓨즈

DC 전원

Y

+V0

Y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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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릴레이 출력(증설 유니트)

항목
사양

FX5-8EYR/ES FX5-16EYR/ES FX5-16ER/ES FX5-32ER/ES FX5-32ER/DS

접속 모양 나사식 단자대

출력 형식 릴레이

외부 전원

DC30V 이하

AC240V 이하

(CE, UL, cUL 규격 대응 불필요 시 AC250V 이하)

최대 부하

2A/1점

코먼당 저항 부하의 합계 부하 전류는 아래와 같이 하십시오.

ㆍ출력 4점/코먼:8A 이하

ㆍ출력 8점/코먼:8A 이하

최소 부하 DC5V 2mA(참고값)

응답 시간 
OFF→ON 약 10ms

ON→OFF 약 10ms

회로 절연 기계적 절연

출력 동작 표시

부하

DC 전원

퓨즈

퓨즈

AC 전원

Y

COM0

Y

COM1

 ● 내장 아날로그 입력

항목
사양

FX5U CPU 유니트

아날로그

입력 점수
2점(2채널)

아날로그 입력 전압 DC 0~10V(입력 저항 115.7kΩ)

디지털 출력 12비트 부호 없음 바이너리

입력 특성, 최대 분해능
디지털 출력값 0~4000

최대 분해능 2.5mV

정밀도

(디지털 출력값의 풀스

케일에 대한 정밀도)

주위 온도 25±5℃ ±0.5% 이내(±20 digit※ 2)

주위 온도 0~55℃ ±1.0% 이내(±40 digit※ 2)

주위 온도 -20~0℃※1 ±1.5% 이내(±60digit※ 2)

변환 속도 30μs/채널(데이터의 업데이트는 매연산 주기)

절대 최대 입력 -0.5V, +15V

절연 방식 CPU 유니트 내부와 비절연, 입력 단자 간(채널 간)은 비절연

입출력 점유 점수 0점(CPU 유니트의 최대 입출력 점수와 무관)

사용 단자대 유럽식 단자대

※ 1 : 2016년6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대응하지 않습니다.

※ 2 : digit는 디지털값을 나타냅니다.

 ● 내장 아날로그 출력

항목
사양

FX5U CPU 유니트

아날로그 출력 점수 1점(1채널)

디지털 입력 12비트 부호 없음 바이너리

아날로그 출력 전압 DC 0~10V(외부 부하 저항 2k~1MΩ)

출력 특성, 최대 분해능
디지털 입력값 0~4000

최대 분해능 2.5mV

정밀도

(아날로그 출력값의 풀

스케일에 대한 정밀도)

주위 온도 25±5℃ ±0.5% 이내(±20 digit※ 2)

주위 온도 0~55℃ ±1.0% 이내(±40 digit※ 2)

주위 온도 -20~0℃※1 ±1.5% 이내(±60digit※ 2)

변환 속도 30μs(데이터의 업데이트는 매연산 주기)

절연 방식 CPU 유니트 내부와 비절연

입출력 점유 점수 0점(CPU 유니트의 최대 입출력 점수와 무관)

사용 단자대 유럽식 단자대

※ 1 : 2016년6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대응하지 않습니다.

※ 2 : digit는 디지털값을 나타냅니다.

 ● 내장 RS-485 통신

항목
사양

FX5U / FX5UC CPU 유니트

전송 규격 RS-485/RS-422 규격 준거

데이터 전송 속도 최대 115.2Kbps

통신 모드 전이중/반이중

최대 전송 거리 50m

대응 프로토콜

MELSOFT 접속

MC 프로토콜(3C/4C 프레임)

무수순 통신

MODBUS RTU 통신

인버터 통신

간이 PLC 간 링크

병렬 링크

통신 프로토콜 지원

회로 절연 비절연

종단 저항 내장(OPEN/110Ω/330Ω)

사용 단자대 유럽식 단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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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장 Ethernet 통신

항목
사양

FX5U / FX5UC CPU 유니트

데이터 전송 속도 100/10Mbps

통신 모드 전이중/반이중 ※ 1

인터페이스 RJ45 커넥터

전송 방법 베이스 밴드

최대 세그먼트 길이(허브와 노드 간 길이) 100m

캐스케이드 접속 단수 
100BASE-TX 최대2단※2

10BASE-T 최대4단 ※2

대응 프로토콜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Basic

MELSOFT 접속

SLMP(3E 프레임)

소켓 통신

통신 프로토콜 지원

FTP 서버

커넥션수
합계 8 커넥션 ※ 3 ※ 4

(1대의 CPU 유니트에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외부 기기는 최대 8대입니다)

허브※ 1 100BASE-TX 또는 10BASE-T의 포트※ 4를 가지고 있는 허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 어드레스※ 5 초기값:192.168.3.250

회로 절연 펄스 트랜스 절연

사용 케이블※ 6 
100BASE-TX 접속 시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케이블 카테고리 5 이상(STP 케이블)

10BASE-T 접속 시 Ethernet 규격 대응 제품 케이블 카테고리 3 이상(STP 케이블)

※ 1 : IEEE802.3x의 플로 제어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 2 : 리피터 허브 사용 시 접속 가능 단수입니다. 스위칭 허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스위칭 허브의 사양에서 확인하십시오.

※ 3 : MELSOFT 접속의 1대분은 커넥션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번째 이후는 포함)

※ 4 :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Basic, FTP 서버는 커넥션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5 : 제1 Octet이 0 또는 127일 때, 파라미터 이상(2222H)입니다.(예:0.0.0.0, 127.0.0.0 등)

※ 6 : 스트레이트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 또는 GOT와 CPU 유니트를 직접 접속하는 경우에는 크로스 케이블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내장 위치결정 제어

항목
사양

FX5U / FX5UC CPU 유니트

제어 축수 4축※ (2축 동시 스타트에 의한 간이 직선 보간)

최대 주파수 2,147,483,647(펄스 환산 시 200Kpps)

위치결정 프로그램 시퀀스 프로그램, 테이블 운전

펄스 출력 명령 PLSY, DPLSY 명령

위치결정 명령 
DSZR, DDSZR, DVIT, DDVIT, TBL, DRVTBL, DRVMUL, DABS, PLSV, DPLSV, 

DRVI, DDRVI, DRVA, DDRVA 명령

※ ：펄스 출력 모드가 CW/CCW 모드일 때는 2축입니다.

 ● 내장 고속 카운터 사양

항목
사양

FX5U / FX5UC CPU 유니트

고속 카운터 종류

입력 사양 최대 주파수

1상 1입력 카운터(S/W) 200kHz

1상 1입력 카운터(H/W) 200kHz

1상 2입력 카운터 200kHz

2상 2입력 카운터[1체배] 200kHz

2상 2입력 카운터[2체배] 100kHz

2상 2입력 카운터[4체배] 50kHz

입력 할당 파라미터 설정 방식※ 

고속 카운터 명령

[고속 처리 명령]

ㆍ32비트 데이터 비교 세트(DHSCS)

ㆍ32비트 데이터 비교 리셋(DHSCR)

ㆍ32비트 데이터 대역 비교(DHSZ)

ㆍ16비트 데이터 고속 입출력 기능 개시ㆍ정지(HIOEN)

ㆍ32비트 데이터 고속 입출력 기능 개시ㆍ정지(DHIOEN)

[고속 현재값 전송 명령]

ㆍ16비트 데이터 고속 현재값 전송(HCMOV)

ㆍ32비트 데이터 고속 현재값 전송(DHCMOV)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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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설 기기 사양 

 I/O 유니트

 ●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

형명
합계

점수

입출력 점수·입출력 형식
접속 모양

입력 출력

FX5-32ER/ES

32점 16점 DC24V(싱크/소스) 16점

릴레이

나사식 단자대

FX5-32ET/ES 트랜지스터(싱크)

FX5-32ET/ESS 트랜지스터(소스)

FX5-32ER/DS 릴레이

FX5-32ET/DS 트랜지스터(싱크)

FX5-32ET/DSS 트랜지스터(소스)

 ● 입력 유니트

형명
합계

점수

입출력 점수·입출력 형식
접속 모양

입력 출력

FX5-8EX/ES 8점 8점
DC24V(싱크/소스)

- -

나사식 단자대
FX5-16EX/ES

16점 16점FX5-C16EX/D DC24V(싱크)

커넥터
FX5-C16EX/DS DC24V(싱크/소스)

FX5-C32EX/D

32점 32점

DC24V(싱크)

FX5-C32EX/DS
DC24V(싱크/소스)

FX5-C32EX/DS-TS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 출력 유니트

형명
합계

점수

입출력 점수·입출력 형식
접속 모양

입력 출력

FX5-8EYR/ES

8점

- -

8점

릴레이

나사식 단자대

FX5-8EYT/ES 트랜지스터(싱크)

FX5-8EYT/ESS 트랜지스터(소스)

FX5-16EYR/ES

16점 16점

릴레이

FX5-16EYT/ES 트랜지스터(싱크)

FX5-16EYT/ESS 트랜지스터(소스)

FX5-C16EYT/D 트랜지스터(싱크)

커넥터FX5-C16EYT/DSS 트랜지스터(소스)

FX5-C32EYT/D

32점 32점

트랜지스터(싱크)
FX5-C32EYT/D-TS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FX5-C32EYT/DSS
트랜지스터(소스)

커넥터

FX5-C32EYT/DSS-TS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 입출력 유니트

형명
합계

점수

입출력 점수·입출력 형식
접속 모양

입력 출력

FX5-16ER/ES

16점 8점 DC24V(싱크/소스) 8점

릴레이

나사식 단자대FX5-16ET/ES 트랜지스터(싱크)

FX5-16ET/ESS 트랜지스터(소스)

FX5-C32ET/D

32점 16점

DC24V(싱크)

16점

트랜지스터(싱크)
커넥터

FX5-C32ET/DS-TS

DC24V(싱크/소스)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FX5-C32ET/DSS
트랜지스터(소스)

커넥터

FX5-C32ET/DSS-TS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

형명
합계

점수

입출력 점수·입출력 형식
접속 모양

입력 출력

FX5-16ET/ES-H※

16점 8점 DC24V(싱크/소스) 8점
트랜지스터(싱크)

나사식 단자대
FX5-16ET/ESS-H※ 트랜지스터(소스)

※：FX5U, FX5UC CPU 유니트 Ver.1.030 이후에서 대응합니다.(제품 번호:165＊＊＊＊(2016년 5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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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어댑터

 ● FX5-232ADP

항목 사양

전송 규격/최대 전송 거리/절연 RS-232C 규격 준거/15m/포토커플러 절연(통신 라인과 CPU 간)

외부 기기 접속 방법 D-Sub 9Pin(수(볼록))

통신 방식 반이중 쌍방향/ 전이중 쌍방향

대응 프로토콜 
MELSOFT 접속, MC 프로토콜(3C/4C 프레임), 무수순 통신, MODBUS RTU 통신, 

통신 프로토콜 지원

통신 속도 300/600/1200/2400/4800/9600/19200/38400/57600/115200(bps)※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점유 점수 없음)

제어 전원

(CPU 유니트에서 전원 공급) 
DC5V 30mA/DC24V 30mA

※：통신 방식, 통신 속도는 통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FX5-485ADP

항목 사양

전송 규격/최대 전송 거리/절연 RS-485, RS-422 규격 준거/1200m/포토커플러 절연(통신 라인과 CPU 간)

외부 기기 접속 방법 유럽식 단자대

통신 방식 반이중 쌍방향/전이중 쌍방향

대응 프로토콜 
MELSOFT 접속, MC 프로토콜(3C/4C 프레임), 무수순 통신, MODBUS RTU 통신, 인버터 통신, 

간이 PLC 간 링크, 병렬 링크, 통신 프로토콜 지원

통신 속도 300/600/1200/2400/4800/9600/19200/38400/57600/115200(bps)※

종단 저항 내장(OPEN/110Ω/330Ω)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점유 점수 없음)

제어 전원

(CPU 유니트에서 전원 공급) 
DC5V 20mA/DC24V 30mA

※：통신 방식, 통신 속도는 통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FX5-4AD-ADP

항목 사양

아날로그 입력 점수 4점(4채널)

외부 기기 접속 방법 유럽식 단자대

아날로그 입력 전압 DC-10~+10V(입력 저항값 1MΩ)

아날로그 입력 전류 DC-20~+20mA(입력 저항값 250Ω)

디지털 출력값 14비트 바이너리

입력 특성, 분해능※1

아날로그 입력 범위 디지털 출력값 분해능

전압

0~10V 0~16000 625μV

0~5V 0~16000 312.5μV

1~5V 0~12800 312.5μV

-10~+10V -8000~+8000 1250μV

전류

0~20mA 0~16000 1.25μA

4~20mA 0~12800 1.25μA

-20~+20mA -8000~+8000 2.5μA

정밀도(디지털 출력값의 풀스케일에 

대한 정밀도)

주위 온도 25±5℃：±0.1%(±16digit) 이내

주위 온도 0~55℃：±0.2%(±32digit) 이내

주위 온도 -20~0℃※2：±0.3%(±48digit) 이내

절대 최대 입력 전압：±15V, 전류：±30mA

절연 방식
입력 단자와 PLC 간:포토커플러 절연

입력 단자 채널 간:비절연

전원
DC24V 20mA(내부 전원 공급)

DC5V 10mA(내부 전원 공급)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첫 발매품부터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점유 점수 없음)

※ 1 : 입력 특성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 2 : 2016년 6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대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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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X5-4AD-PT-ADP

항목 내용

아날로그 입력 점수 4점(4채널)

외부 기기 접속 방법 유럽식 단자대

사용 가능 측온저항체※1
Pt100(JIS C 1604-1997, JIS C 1604-2013) 

Ni100(DIN 43760 1987)

측정 온도 범위
Pt100 -200~8500℃(-328~1562℉)

Ni100 -60~250℃(-76~482℉)

디지털 출력값

16비트 부호 있음 바이너리

Pt100 -2000~8500(-3280~1562)

Ni100 -600~2500(760~4820)

정밀

도

주위 온도  

25±5℃

Pt100 ±0.8℃

Ni100 ±0.4℃

주위 온도  

-20~55℃

Pt100 ±2.4℃

Ni100 ±1.2℃

분해능 0.1℃(0.1~0.2℉)

변환 속도※2 약 85ms/채널

절연 방식
입력 단자와 CPU 유니트 간:포토커플러 절연

입력 단자 채널 간:비절연

전원
DC24V 20mA(내부 전원 공급)

DC5V 10mA(내부 전원 공급)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Ver. 1.040 이후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점유 점수 없음)

※ 1 : 3선식 측온저항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 변환 속도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 FX5-4AD-TC-ADP

항목 내용

아날로그 입력 점수 4점(4채널)

외부 기기 접속 방법 유럽식 단자대

사용 가능 열전대 K, J, T, B, R, S(JIS 1602-1995)

측정 온도 범위

K  -200~1200℃(-328~2192℉)

J  -40~750℃(-40~1382℉)

T  -200~350℃(-328~662℉)

B  600~1700℃(1112~3092℉)

R 0~1600℃(32~2912℉)

S 0~1600℃(32~2912℉)

디지털 출력값

16비트 부호 있음 바이너리

K  -2000~12000(-3280~21920)

J  -400~7500(-400~13820)

T  -2000~3500(-3280~6620)

B 6000~17000(11120~30920)

R 0~16000(320~29120)

S 0~16000(320~29120)

정밀도
※1

주위 온도  

25±5℃

K
±3.7℃(-100~1200℃)※2 ±4.9℃(-150~-100℃)※2

±7.2℃(-200~-150℃)※2

J ±2.8℃

T
±3.1℃(0~350℃)※2 ±4.1℃(-100~0℃)※2

±5.0℃(-150~-100℃)※2 ±6.7℃(-200~-150℃)※2

B ±3.5℃

R ±3.7℃

S ±3.7℃

주위 온도  

-20~55℃

K
±6.5℃(-100~1200℃)※2 ±7.5℃(-150~-100℃)※2

±8.5℃(-200~-150℃)※2

J ±4.5℃

T
±4.1℃(0~350℃)※2 ±5.1℃(-100~0℃)※2

±6.0℃(-150~-100℃)※2 ±7.7℃(-200~-150℃)※2

B ±6.5℃

R ±6.5℃

S ±6.5℃

분해능
K, J, T 0.1℃(0.1~0.2℉)

B, R, S 0.1~0.3℃(0.1~0.6℉)

변환 속도※3 약 85ms/채널

절연 방식
입력 단자와 CPU 유니트 사이:포토커플러 절연

입력 단자 채널 간:비절연

전원
DC24V 20mA(내부 전원 공급)

DC5V 10mA(내부 전원 공급)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Ver. 1.040 이후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점유 점수 없음)

※ 1 : 정밀도를 만족하려면, 45분의 워밍업(전원 공급)이 필요합니다.

※ 2 : 정밀도는( ) 안의 측정 온도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 3 : 변환 속도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149

일반·전원·입출력 사양

11
사
양

 ● FX5-4DA-ADP

항목 사양

아날로그 출력 점수 4점(4채널)

외부 기기 접속 방법 유럽식 단자대

아날로그 출력 전압 DC-10~+10V(외부 부하 저항값 1k~1MΩ)

아날로그 출력 전류 DC0~20mA(외부 부하 저항값 0~500Ω)

디지털 입력 14비트 바이너리

출력 특성, 분해능※1

아날로그 출력 범위 디지털 입력값 분해능

전압

0~10V 0~16000 625μV

0~5V 0~16000 312.5μV

1~5V 0~16000 250μV

-10~+10V -8000~+8000 1250μV

전류
0~20mA 0~16000 1.25μA

4~20mA 0~16000 1μA

정밀도(아날로그 출력값의

풀스케일에 대한 정밀도)

주위 온도 25±5℃：±0.1%(전압±20mV, 전류±20μA) 이내

주위 온도 -20~55℃※2：±0.2%(전압±40mV, 전류±40μA) 이내

절연 방식
출력 단자와 PLC 간:포토커플러 절연

출력 단자 채널 간:비절연

전원
DC24V +20%, -15% 160mA(외부 전원 공급)

DC5V 10mA(내부 전원 공급)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첫 발매품부터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점유 점수 없음)

※ 1 : 출력 특성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 2 : 2016년6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주위 온도는 0~55℃입니다.

 ◇확장 보드

항목
사양

FX5-232-BD FX5-485-BD FX5-422-BD-GOT

전송 규격 RS-232C 규격 준거 RS-485, RS-422 규격 준거 RS-422 규격 준거

최대 전송 거리 15m 50m GOT의 사양에 따름

외부 기기 접속 방법 D-Sub 9Pin(수(볼록)) 유럽식 단자대 MINI-DIN 8Pin(암(오목))

절연 비절연(통신 라인과 CPU 간) 비절연(통신 라인과 CPU 간) 비절연(통신 라인과 CPU 간)

통신 방식 반이중 쌍방향/전이중 쌍방향※ 1 반이중 쌍방향/전이중 쌍방향※ 1 반이중 쌍방향

대응 프로토콜
MELSOFT 접속, MC 프로토콜(3C/4C 프레임), 

무수순 통신, MODBUS RTU 통신, 통신 프로토콜 지원

MELSOFT 접속, MC 프로토콜(3C/4C 프레임), 

무수순 통신, MODBUS RTU 통신, 인버터 통신, 

간이 PLC 간 링크, 병렬 링크, 통신 프로토콜 지원

-

통신 속도
300/600/1200/2400/4800/9600/19200/ 

38400/57600/115200(bps)※1

300/600/1200/2400/4800/9600/19200/ 

38400/57600/115200(bps)※1
9600/19200/38400/57600/115200(bps)

종단 저항 - 내장(OPEN/110Ω/330Ω) -

전원 DC5V 20mA(내부 전원 공급) DC5V 20mA(내부 전원 공급) DC5V 20mA(내부 전원 공급)※2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 FX5U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점유 점수 없음) 0점(점유 점수 없음) 0점(점유 점수 없음)

※ 1 : 통신 방식, 통신 속도는 통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2 : GOT 5V 타입을 접속한 경우, 소비 전력이 증가합니다. 소비 전류는 각 접속 기종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증설 전원 유니트

 ● FX5-1PSU-5V

항목 사양

정격 전원 전압 AC100~240V

전원 전압 허용 범위 AC85~264V

정격 주파수 50/60Hz

허용 순간 정전 시간 10ms 이하의 순간 정전에 대해 동작을 계속합니다.

전원 퓨즈 250V 3.15A 시간 지연 퓨즈

돌입 전류 
최대25A 5ms 이하/AC100V 

최대50A 5ms 이하/AC200V

소비 전력 최대20W

출력 전류※ 

(후단 공급용)

DC24V 300mA(사용하는 주위 온도에 따른 딜레이팅 있음)

DC5V 1200mA(사용하는 주위 온도에 따른 딜레이팅 있음)

대응 CPU 유니트 FX5U(AC 전원 타입)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점유 점수 없음)

※：전류 특성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 FX5-C1PS-5V

항목 사양

전원 전압 DC24V

전압 변동 범위 +20%, -15%

순간 정전 허용 시간 5ms 이하의 순간 정전에 대해 동작을 계속합니다.

전원 퓨즈 125V 3.15A 시간 지연 퓨즈

돌입 전류 최대35A 0.5ms 이하/DC24V

소비 전력 최대30W

출력 전류※ 

(후단 공급용)

DC24V 625mA(사용하는 주위 온도에 따른 딜레이팅 있음)

DC5V 1200mA(사용하는 주위 온도에 따른 딜레이팅 있음)

대응 CPU 유니트 FX5U(DC 전원 타입) , FX5UC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점유 점수 없음)

※：전류 특성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버스 변환 유니트 

 ● FX5-CNV-BUS(FX5(증설 케이블 타입)→FX3 증설)

항목 사양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입출력 점유 점수 8점(입출력 모두 카운트 가능)

제어 전원(PLC에서 전원 공급) DC5V 150mA

 ● FX5-CNV-BUSC(FX5(증설 커넥터 타입)→FX3 증설)

항목 사양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입출력 점유 점수 8점(입출력 모두 카운트 가능)

제어 전원(PLC에서 전원 공급) DC5V 150mA

 ◇커넥터 변환 유니트 

 ● FX5-CNV-IF(FX5(증설 케이블 타입)→FX5(증설 커넥터타입) 증설)

항목 사양

대응 CPU 유니트 FX5U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점유 점수 없음)

제어 전원(PLC에서 전원 공급) 0mA(소비하지 않음)

 ● FX5-CNV-IFC(FX5(증설 커넥터 타입)→FX5(증설 케이블 타입) 증설)

항목 사양

대응 CPU 유니트 FX5UC

입출력 점유 점수 0점(점유 점수 없음)

제어 전원(PLC에서 전원 공급) 0mA(소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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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 FX5-8AD

항목 내용

아날로그 입력 점수 8점(8채널)

외부 기기 접속 방법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아날로그 입력 전압 DC-10~+10V(입력 저항값 1MΩ)

아날로그 입력 전류 DC-20~+20mA(입력 저항값 250Ω)

절대 최대 입력 전압：±15V, 전류：±30mA

입력 특성, 분해능

열전대
K, J, T：0.1℃(0.1~0.2℉) 

B, R, S：0.1~0.3℃(0.1~0.6℉)

측온저항체 0.1℃(0.2℉)

전압

아날로그 입력 범위 디지털 출력값 분해능

0~10V 0~32000 312.5μV

0~5V 0~32000 156.25μV

1~5V 0~32000 125μV

-10~+10V -32000~+32000 312.5μV

전류

0~20mA 0~32000 625nA

4~20mA 0~32000 500nA

-20~+20mA -32000~+32000 625nA

디지털 출력값 

(16비트 부호 있음 

바이너리)

열전대

K ：-2000~+12000(-3280~+21920) 

J ：-400~+7500(-400~+13820) 

T ：-2000~+3500(-3280~+662-) 

B ：6000~17000(11120~30920) 

R ：0~16000(320~29120) 

S ：0~16000(320~29120)

측온저항체
Pt100 ：-2000~+8500(-3280~+15620) 

Ni100 ：-600~+2500(-760~+4820)

전압/전류 16비트 부호 있음 바이너리(-32000~+32000)

정밀도※

측온저항체 주위 온도 25±5℃
Pt100 ：±0.8℃

Ni100 ：±0.4℃

열전대

주위 온도 -20~55℃
Pt100 ：±2.4℃

Ni100 ：±1.2℃

주위 온도 25±5℃

K ：±3.5℃(-200~-150℃) K ：±2.5℃(-150~-100℃)

K ：±1.5℃(-100~1200℃) J ：±1.2℃

T ：±3.5℃(-200~-150℃) T ：±2.5℃(-150~-100℃)

T ：±1.5℃(-100~350℃) B ：±2.3℃

R ：±2.5℃ S ：±2.5℃

주위 온도 -20~55℃

K ：±8.5℃(-200~-150℃) K ：±7.5℃(-150~-100℃)  

K ：±6.5℃(-100~1200℃) J ：±3.5℃ 

T ：±5.2℃(-200~-150℃) T ：±4.2℃(-150~-100℃) 

T ：±3.1℃(-100~350℃) B ：±6.5℃ 

R ：±6.5℃ S ：±6.5℃

전압/전류
주위 온도 25±5℃ ±0.3%(±192digit) 이내

주위 온도 -20~55℃ ±0.5%(±320digit) 이내

변환 속도

전압/전류 1ms/ch

열전대/ 

측온저항체
40ms/ch

절연 방식
입력 단자와 PLC 간:포토커플러 절연

입력 단자 채널 간:비절연

전원
DC24V 40mA(내부 전원 공급) 

DC24V +20%, -15% 100mA(외부 전원 공급)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Ver.1.050 이후

FX5UC CPU와 접속 시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입출력 점유 점수 8점

※：정밀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전원 투입 후 30분 이상의 워밍업(전원 공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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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X5-4LC

항목 내용

제어 방식 2 위치 제어, 표준 PID 제어, 가열 냉각 PID 제어, 캐스케이드 제어

외부 기기 접속 방법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제어 연산 주기 250ms/4ch

측정 온도 범위

열전대

K ：-200~+1300℃(-100~+2400℉)

J ：-200~+1200℃(-100~+2100℉)

T ：-200~+400℃(-300~+700℉)

S ：0~1700℃(0~3200℉)

R ：0~1700℃(0~3200℉)

E ：-200~+1000℃(0~1800℉)

B ：0~1800℃(0~3000℉)

N ：0~1300℃(0~2300℉)

PLⅡ ：0~1200℃(0~2300℉)

W5Re/W26Re ：0~2300℃(0~3000℉)

U ：-200~+600℃(-300~+700℉)

L ：0~900℃(0~1600℉)

측온저항체

Pt100(3선식)：-200~+600℃(-300~+1100℉) 

JPt100(3선식)：-200~+500℃(-300~+900℉) 

Pt1000(2선식/3선식)：-200.0~+650.0℃(-328~+1184℉)

저전압 입력 DC0~10mV, DC0~100mV

히터 단선 검출 알람 검출

입력 사양

입력 점수 4점

입력 종류

열전대 K, J, R, S, E, T, B, N JIS C 1602-1995, PL Ⅱ, W5Re/W26Re, U, L

측온저항체

3선식Pt100 JIS C 1604-1997(신JIS) 

3선식JPt100 JIS C 1604-1981(구JIS) 

2선식/3선식 Pt1000 JIS C 1604-2013

저전압 입력

측정 정밀도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온도 조절편) 참조

냉접점 온도 보상 오차

주위 온도  

0~55℃

±1.0℃ 이내　다만 입력값이 -150~-100℃의 경우 ±2.0℃ 이내 

 -200~-150℃의 경우 ±3.0℃ 이내

주위 온도  

-20~0℃

±1.8℃ 이내　다만 입력값이 -150~-100℃의 경우 ±3.6℃ 이내 

 -200~-150℃의 경우 ±5.4℃ 이내

분해능 0.1℃(0.1℉), 1.0℃(1.0℉), 0.5μV 또는 5.0μV(사용하는 센서의 입력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샘플링 주기 250ms/4ch

입력 도선 저항의 영향

(측온저항체 입력 시)

3선식 풀스케일에 대해 약 0.03%/Ω, 1선당 10Ω 이하

2선식 풀스케일에 대해 약 0.04%/Ω, 1선당 7.5Ω 이하

외부 저항의 영향

(열전대 입력 시) 
약 0.125μV/Ω

입력 임피던스 1MΩ 이상

센서 전류 약 0.2mA(측온저항체 입력 시)

입력 단선 시/단락 시 동작 업 스케일/다운 스케일(측온저항체 입력 시)

출력 사양
점수:4점

형식:NPN 오픈 컬렉터 트랜지스터 출력, 정격 부하 전압:DC5~24V, 최대 부하 전류:100mA, 제어 출력 주기:0.5~100.0초

전원
DC5V 140mA(내부 전원 공급) 

DC24V +20%,-15% 25mA(외부 전원 공급)

절연 방식

ㆍ아날로그 입력 및 트랜지스터 출력과 PLC 간은 포토커플러에 의해 절연

ㆍ아날로그 입력 및 트랜지스터 출력과 전원 간은 DC/DC 컨버터에 의해 절연

ㆍ각 ch(채널) 간은 절연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Ver.1.050 이후

FX5UC CPU와 접속 시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입출력 점유 점수 8점

 ● FX5-20PG-P 

항목 내용

제어 축수 2축

지령 속도 1pps~200kpps

펄스 출력

출력 신호:PULSE/SIGN 모드, CW/CCW 모드, A상/B상(4체배), A상/B상(1체배)

출력 단자:트랜지스터

DC5~24V 50mA 이하

외부 입출력 사양

입력: READY/STOP/FLS/RLS/PG024/DOG/CHG 단자는 DC24V 5mA, 

  PULSERA/PULSER B단자는 DC5V 14mA

영점 신호 PG05 단자는 DC5V 5mA

출력:CLEAR(편차 카운터 클리어)는 DC5~24V 100mA 이하

회로 절연:포토커플러 절연

전원 DC24V +20%, -15% 120mA(외부 전원 공급)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Ver.1.050 이후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입출력 점유 점수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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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X5-CCL-MS

항목 내용

대응 기능 마스터국 또는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CC-Link 대응 버전 Ver.2.00(Ver.1.10도 지원)

전송 속도
ㆍ마스터국:156Kbps/625Kbps/2.5Mbps/5Mbps/10Mbps

ㆍ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156Kbps/625Kbps/2.5Mbps/5Mbps/10Mbps/자동 추종

국번 ㆍ마스터국:0    ㆍ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1~64

접속 가능국 종류

(마스터국 시)

리모트 I/O국, 리모트 디바이스국,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로컬국, 대기 마스터국은 접속 불가능)

최대 케이블 총연장 1200m(전송 속도에 따라 다름)

최대 접속 국수(마스터국 시)
ㆍ리모트 I/O국:최대 12국(리모트 I/O국 입출력의 합계 점수 384점 이하)

ㆍ리모트 디바이스국＋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의 합계:최대 12국(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리모트 디바이스국 입출력의 합계 점수 384점 이하)

점유 국수(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시) 1국~4국(엔지니어링 도구의 설정에 의해 변경)

1시스템당 

최대 링크 점수

CC-Link Ver. 1

ㆍ리모트 입출력(RX, RY):768점(리모트 I/O국:384점※ 3+리모트 디바이스국+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384점)

ㆍ리모트 레지스터(RWw):48점

ㆍ리모트 레지스터(RWr):48점

CC-Link Ver. 2

ㆍ리모트 입출력(RX, RY):768(리모트 I/O국:384점※ 3+리모트 디바이스국+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384점)

ㆍ리모트 레지스터(RWw):96점

ㆍ리모트 레지스터(RWr):96점

CC-Link Ver. 1
CC-Link Ver. 2

링크 점수

확장 사이클릭 설정 1배 설정 2배 설정 3배 설정 4배 설정

점유 국수 리모트 입출력 
리모트 

레지스터
리모트 입출력 

리모트 

레지스터
리모트 입출력 

리모트 

레지스터
리모트 입출력 

리모트 

레지스터
리모트 입출력 

리모트 

레지스터

1국 점유
RX, RY ：32점 
(16점)※4

RWw ：4점 
RWr ：4점

RX, RY ：32점 
(16점)※4

RWw ：4점 
RWr ：4점

RX, RY ：32점 
(16점)※4

RWw ：8점 
RWr ：8점

RX, RY ：64점 
(48점)※4

RWw ：16점 
RWr ：16점

RX, RY ：128점 
(112점)※4

RWw ：32점 
RWr ：32점

2국 점유
RX, RY ：64점 
(48점)※4

RWw ：8점 
RWr ：8점

RX, RY ：64점 
(48점)※4

RWw ：8점 
RWr ：8점

RX, RY ：96점 
(80점)※4

RWw ：16점 
RWr ：16점

RX, RY ：192점 
(176점)※4

RWw ：32점 
RWr ：32점

RX, RY ：384점 
(368점)※4

RWw ：64점 
RWr ：64점

3국 점유
RX, RY ：96점 
(80점)※4

RWw ：12점 
RWr ：12점

RX, RY ：96점 
(80점)※4

RWw ：12점 
RWr ：12점

RX, RY ：160점 
(144점)※4

RWw ：24점 
RWr ：24점

RX, RY ：320점
(304점)※4

RWw ：48점 
RWr ：48점

4국 점유
RX, RY ：128점 
(112점)※4

RWw ：16점 
RWr ：16점

RX, RY ：128점 
(112점)※4

RWw ：16점 
RWr ：16점

RX, RY ：224
점 
(208점)※4

RWw ：32점 
RWr ：32점

전송 케이블 CC-Link Ver.1.10 대응 CC-Link 전용 케이블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Ver.1.050 이후

FX5UC에 대한 접속에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대응 엔지니어링 도구 GX Works3：Ver. 1.035M 이후 대응

통신 방식 브로드캐스트 폴링 방식

전송 포맷 HDLC 준거

오류 제어 방식 CRC(X16＋X12＋X5＋1)

전원 DC24V +20%, -15% 100mA(외부 전원 공급)

입출력 점유 점수 8 점(입출력 모두 카운트 가능)

※ 1 : FX5-CCL-MS를 마스터국으로 사용 시는 FX3U-16CCL-M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 FX5-CCL-MS를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으로 사용시는 FX3U-64CCL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 1시스템당 사용 가능한 리모트 I/O 점수는 증설 기기의 입출력 점수에 따라 다릅니다. 입출력 점수의 제한에 대해서는 다음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MELSEC iQ-F FX5U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MELSEC iQ-F FX5UC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 4 : ( ) 내는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시 사용 가능한 점수입니다.

 ● FX5-CCLIEF

항목 사양

국종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국번 1~120(파라미터 또는 프로그램에 의해 설정)

통신 속도 1Gbps

전송로 형식 라인형, 스타형(라인형과 스타형 혼용 가능), 링형

최대 국간 거리 최대 100m(ANSI/TIA/EIA-568-B(카테고리 5 e)에 준거)

캐스케이드 접속 단수 최대 20단

통신 방식 토큰패싱 방식

최대 링크 점수※1

RX 384점, 48바이트

RY 384점, 48바이트

RWr 1024점, 2048바이트※2

RWw 1024점, 2048바이트※2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Ver. 1.030 이후 대응

(제품 번호:165＊＊＊＊ (2016년 5월))

입출력 점유 점수 8점(입출력 모두 카운트 가능)

전원
DC5V 10mA(내부 전원 공급)

DC24V 230mA(외부 전원 공급)

※ 1 : 마스터국이 FX5-CCLIEF1대에 대해서 할당 가능한 점수입니다.

※ 2 : 마스터국의 모드가 온라인(고속 모드)일 때는 256점(512바이트)입니다.

 ● FX5-ASL-M

항목 내용

전송 클록 27.0kHz

최대 전송 거리(총연장) 200m※1

전송 방식 DC 전원 중첩 토털 프레임ㆍ사이클릭 방식

접속 방식 버스 형식(멀티 드롭 방식, T분기 방식, 트리 분기 방식)

전송 프로토콜 전용 프로토콜(AnyWireASLINK)

오류 제어 체크 섬, 2중 대조 방식

접속 I/O 점수 최대 384점※2(입력 최대 256점/출력 최대 256점)

슬레이브 유니트 접속 대수 최대 128대(각 슬레이브 유니트의 소비 전류에 따라 변동)

외부 접속 방식 7피스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푸시 타입

RAS기능

ㆍ전송선 단선 위치 검출 기능

ㆍ전송선 단락 검출 기능

ㆍ전송 전원 저하 검출 기능

전송선(DP, DN) ㆍUL 대응 범용 2선 케이블

ㆍUL 대응 범용 전선

ㆍ전용 플랫 케이블
전원선(24V, 0V)

메모리 EEPROM 내장(업데이트 횟수:10만회)

접속 가능 대수 1대※3

대응 CPU 유니트※4 FX5U, FX5UC：Ver. 1.050  이후

전원
DC5V 200mA(내부 전원 공급)

DC24V +15%, -10% 100mA(외부 전원 공급)

입출력 점유 점수 8점(입출력 모두 카운트 가능)

※1 : 전송선(DP, DN)과 유니트 본체가 일체로 되어 있는 슬레이브 유니트에 대해서는 전송선(DP, 

DN)의 길이도 총연장에 포함됩니다. 4선(DP, DN, 24V, 0V)으로 50m 이상 배선하는 경우에는 

전원과 라인 간에 전원 라인용 노이즈 필터를 삽입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nywire Co.ASLINK 

필터(ANF-01)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2 : 1시스템당 사용 가능한 리모트 I/O 점수는 증설 기기의 입출력 점수에 따라 다릅니다. 입출력 점

수의 제한에 대해서는 다음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 MELSEC iQ-F FX5U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 MELSEC iQ-F FX5UC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3 :  FX3U-128ASL-M(일본용 제품)과는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  FX5UC CPU 유니트와 접속 시는 FX5-CNV-IFC 또는 FX5-C1PS-5V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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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트 사양

항목
사양

FX5-40SSC-S FX5-80SSC-S

제어 축수 최대 4축 최대 8축

서보 앰프 접속 방식 SSCNET Ⅲ/H

총연장 거리(최대)[m] 400 800

국 간 거리(최대)[m] 100

주변장치 인터페이스 CPU 유니트 경유(Ethernet)

수동 펄스 발생기 운전 기능 수동 펄스 발생기 1대 사용 가능

동기 엔코더 운전 기능

동기 엔코더 4대 사용 가능

(내장 인터페이스, CPU 경유 인터페이스, 

서보 앰프 경유 인터페이스 합계)

입력 신호(DI)

입력 점수 ４점

입력 방식 
플러스 코먼/마이너스 코먼 공용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입력 전압/전류 DC24V/약 5mA

사용 전압 범위 
DC19.2~26.4V

(DC24V ＋10％/－20％, 리플률 5% 이내)

ON 전압/전류 DC17.5V 이상/3.5mA 이상

OFF 전압/전류 DC7V 이하/1.0mA 이하

입력 저항 약 6.8kΩ

응답 시간 1ms 이하(OFF→ON, ON→OFF)

권장 전선 크기 AWG24(0.2mm2)

비상 정지 입력 신호

(EMI)

입력 점수 １점

입력 방식 
플러스 코먼/마이너스 코먼 공용

(포토커플러 절연)

정격 입력 전압/전류 DC24V/약 5mA

사용 전압 범위 
DC19.2~26.4V

(DC24V ＋10％/－20％, 리플률 5% 이내))

ON 전압/전류 DC17.5V 이상/3.5mA 이상

OFF 전압/전류 DC7V 이하/1.0mA 이하

입력 저항 약 6.8kΩ

응답 시간 4ms 이하(OFF→ON, ON→OFF)

권장 전선 크기 AWG24(0.2mm2)

수
동 

펄
스 

발
생
기/

인
크
리
멘
털 

동
기 

엔
코
더 

신
호

신호 입력 형식 
A상/B상(4체배/2체배/1체배), 

PULSE/SIGN

차동 출력 타입

(26 LS31 상당)

입력 펄스 주파수 최대 1Mpulse/s(4체배 후 최대 4Mpulse/s)

펄스폭 1μs 이상

상승에지/하강에지 

시간 
0.25μs 이하

위상차 0.25μs 이상

정격 입력 전압 DC5.5V 이하

High 전압/

Low 전압
DC2.0~5.25V/DC0~0.8V

차동 전압 ±0.2V

케이블 길이 최대30m

전압 출력/

오픈 컬렉터

타입

(DC5V)

입력 펄스 주파수 
최대 200kpulse/s

(4체배 후 최대 800Kpulse/s)

펄스폭 5μs 이상

상승에지/하강에지 

시간 
1.2μs 이하

위상차 1.2μs 이상

정격 입력 전압 DC5.5V 이하

High전압/

Low전압

DC3.0~5.25V/2mA 이하,  DC0~1.0V/

5 mA 이상

케이블 길이 최대10m

대응 CPU 유니트 FX5U, FX5UC, 첫 발매품부터 대응

입출력 점유 점수 8점(입출력 모두 카운트 가능)

전원 DC24 V +20%/-15% (외부 전원 공급)
 

 ◇심플 모션 유니트

 ● FX5-40SSC-S
 ● FX5-80SSC-S

제어 사양

항목
사양

FX5-40SSC-S FX5-80SSC-S

제어 축수(가상 서보 앰프축 포함) 최대 4축 최대 8축

연산 주기(연산 주기 설정) 0.888ms/1.777ms

보간 기능 직선 보간(최대 4축), 2축 원호 보간

제어 방식

PTP(Point To Point) 제어, 궤적 제어(직선, 원호 모두 설정 

가능), 속도 제어, 속도·위치 전환 제어, 위치·속도 전환 

제어, 속도·토크 제어

가감속 처리 사다리꼴 가감속, S자 가감속

보정 기능 전자 기어, 백래시, 근거리 통과

동기 제어 
입력축 서보 입력축, 동기 엔코더축, 지령 생성축

출력축 캠축

캠 제어

캠 등록수※1 최대 64개 최대 128개 

캠 데이터 형식 스트로크비 데이터 형식, 좌표 데이터 형식

캠 자동 생성 로터리 커터용 캠 자동 생성

제어 단위 mm, inch, degree, pulse

위치결정 데이터
600데이터(위치결정 데이터 No.1~600)/축

(MELSOFT GX Works3,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설정 가능)

백업
파라미터, 위치결정 데이터, 블록 기동 데이터는 

플래시 ROM에 저장 가능(배터리 없음)

원점복귀

원점복귀 방식
근점 도그식, 카운트식 1, 카운트식 2, 데이터 세트 방식, 

스케일 원점 신호 검출식

고속 원점복귀 있음

보조 기능 원점복귀 재시도 원점 시프트

위치결정

제어

직선 제어 직선 보간 제어(최대 4축)※2(합성 속도, 기준 축 속도)

치수 이송 제어 치수 이송 제어(최대 4축)

2축 원호 보간 제어 보조점 지정, 중심점 지정

속도 제어 속도 제어(최대 4축)

속도 위치 전환 제어 INC 모드, ABS 모드

위치 속도 전환 제어 INC 모드

현재값 변경 위치결정 데이터 지정, 현재값 변경용 기동 번호 지정

NOP 명령 있음

JUMP 명령 조건부, 무조건

LOOP, LEND 있음

어드밴스드 

위치결정 제어
블록 기동, 조건 기동, 대기 기동, 동시 기동, 반복 기동

수동 제어

JOG 운전 있음

인칭 운전 있음

수동 펄스 발생기 1대 접속 가능(인크리멘털), 단위 배율(1~10000배)

확장 제어 속도·토크 제어 위치 루프를 포함하지 않는 속도 제어, 토크 제어, 압력 제어

절대 위치 시스템 서보 앰프에 배터리를 장착하여 대응 가능

동기 엔코더 인터페이스 
최대 4ch(내장 인터페이스, CPU 경유 인터페이스, 

서보 앰프 경유 인터페이스 합계)

내장 인터페이스 1ch(인크리멘털)

제어 제한 

기능

속도 제한 기능 속도 제한값, JOG 속도 제한값

토크 제한 토크 제한값 동일 지정, 토크 제한값 개별 지정

비상 정지 유효/무효 전환 기능 내장

소프트웨어 

스트로크리미트 기능

이송 현재값에서의 가동 범위 체크, 이송 기계값으로 

가동 범위체크

하드웨어 

스트로크리미트 기능 
내장

제어 내용 

변경 기능

속도 변경 기능 내장

오버라이드 기능 １~300％

가감속 시간 변경 

기능 
내장

토크 변경 기능 내장

목표 위치 변경 기능 목표 위치 어드레스, 목표 위치에 대한 속도 변경 가능

기타 기능

M코드 출력 기능 내장

스텝 기능 감속 단위 스텝, 데이터 No. 단위 스텝

스킵 기능 PLC CPU 경유, 외부 지령 신호 경유

티칭 기능 내장

파라미터 초기화 기능 내장

외부 입력 신호 설정 기능 CPU 경유, 서보 앰프 경유

앰프 없음 운전 기능 내장

마크 검출

기능

상시 모드, 지정 횟수 모드, 링 버퍼 모드

마크 검출 신호 최대４점

마크 검출 설정 16 설정

임의 데이터 모니터 기능 4점/축

드라이버 간 통신 기능 내장

SSCNET 통신 차단/재접속 기능 내장

디지털 오

실로 스코

프 기능※3

비트 데이터 16ch

워드 데이터 16ch

※ 1 : 캠 등록수는 메모리 용량, 캠 분해능, 좌표수에 따라 다릅니다.

※ 2 : 4축 직선 보간 제어는 기준 축 속도만 유효합니다.

※ 3 : 워드 8ch, 비트 8ch까지의 데이터를 리얼타임 파형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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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W 83

22 8

2-ø4.5 장착 사이즈(FX5U-32M□)
4-ø4.5 장착 사이즈(FX5U-64M□, FX5U-80M□)
＊ 부분의 장착 구멍은 FX5U-32M□에는 없습니다.

80
(장

착
 구

멍
 피

치
)

90
 

90

89.1W

74

형명 W
W1

(장착 구멍 피치)
중량

FX5U-32MR/ES, FX5U-32MT/ES, FX5U-32MT/ESS

FX5U-32MR/DS, FX5U-32MT/DS, FX5U-32MT/DSS
150 123 약 0.70kg 

FX5U-64MR/ES, FX5U-64MT/ES, FX5U-64MT/ESS

FX5U-64MR/DS, FX5U-64MT/DS, FX5U-64MT/DSS
220 193 약 1.00kg 

FX5U-80MR/ES, FX5U-80MT/ES, FX5U-80MT/ESS

FX5U-80MR/DS, FX5U-80MT/DS, FX5U-80MT/DSS
285 258 약 1.20kg 

형명 W 중량

FX5UC-32MT/D,FX5UC-32MT/DSS 42.1 약 0.2kg 

FX5UC-64MT/D,FX5UC-64MT/DSS 62.2 약 0.3kg

FX5UC-96MT/D,FX5UC-96MT/DSS 82.3 약 0.35kg

단위:mm

외형 치수

ㆍ외장색:본체 먼셀 0.6B7.6/0.2 ㆍ외장색: 본체 먼셀 0.6B7.6/0.2
ㆍ부속품: FX2NC-100MPCB형 전원 케이블
 FX2NC-100BPCB형 전원 케이블(FX5UC- □MT/D만)

CPU 유니트

90

48.1

93.7

74

ㆍ외장색:본체 먼셀 0.6B7.6/0.2

형명 중량

FX5UC-32MT/DS-TS, FX5UC-32MR/DSS-TS 약 0.25kg 



155

외형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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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0
 

87

74

87

74W 20.1

83

8

83 

840 

90

90
 

140(장착 구멍 피치)

150

2-ø4.5 장착 구멍 2-ø4.5 장착 구멍
80

(장
착

 구
멍

 피
치

)

80
(장

착
 구

멍
 피

치
)

I/O 유니트

입력 유니트/출력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

입력 유니트/출력 유니트(증설 커넥터 타입)

입력 유니트/출력 유니트/입출력 유니트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타입)

입출력 유니트(증설 커넥터 타입)

형명 W 중량

FX5-C16EX/D, FX5-C16EX/DS, FX5-C16EYT/D, FX5-C16EYT/DSS 14.6 약 0.1kg

FX5-C32EX/D, FX5-C32EX/DS, FX5-C32EYT/D, FX5-C32EYT/DSS 20.1 약 0.15kg 

형명 중량

FX5-C32ET/D, FX5-C32ET/DSS 약 0.15kg 

ㆍ외장색:먼셀 0.6B7.6/0.2 ㆍ외장색:먼셀 0.6B7.6/0.2

형명 중량

FX5-8EX/ES, FX5-8EYR/ES, FX5-8EYT/ES

FX5-8EYT/ESS
약 0.2kg 

FX5-16EX/ES, FX5-16EYR/ES, FX5-16EYT/ES

FX5-16EYT/ESS, FX5-16ER/ES, FX5-16ET/ES

FX5-16ET/ESS, FX5-16ET/ES-H, FX5-16ET/ESS-H

약 0.25kg

형명 중량

FX5-32ER/ES, FX5-32ET/ES, FX5-32ET/ESS 

FX5-32ER/DS, FX5-32ET/DS, FX5-32ET/DSS
약 0.65kg 

ㆍ외장색:먼셀 0.6B7.6/0.2
ㆍ외장색:먼셀 0.6B7.6/0.2
ㆍ부속품:증설 케이블

20.1 7419.7

90

ㆍ외장색:본체 먼셀 0.6B7.6/0.2

형명 중량

FX5-C32EX/DS-TS, FX5-C32EYT/D-TS,

FX5-C32EYT/DSS-TS, FX5-C32ET/DS-TS,

FX5-C32ET/DSS-TS

약 0.15kg 

단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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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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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0

80
(장

착
 구

멍
 피

치
)

90

8

8319.2

2-ø4.5 장착 구멍

16 8 

50

80
(장

착
 구

멍
 피

치
)

90
 

83

2-ø4.5 장착 구멍

19

60

80
(장

착
 구

멍
 피

치
)

90

8319.2

2-ø4.5 장착 구멍

8

50

80
(장

착
 구

멍
 피

치
)

90

83

2-ø4.5 장착 구멍

16 8

50

80
(장

착
 구

멍
 피

치
)

90

83

2-ø4.5 장착 구멍
2-ø4.5 장착 구멍

50

80
(장

착
 구

멍
 피

치
)

90

8320

1616 8 8 

20

40

80
(장

착
 구

멍
 피

치
)

90

8
8314.3

2-ø4.5 장착 구멍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FX5-40SSC-S / FX5-80SSC-S FX5-8AD

FX5-4LC

FX5-CCL-MS

FX5-ASL-M

FX5-20PG-P

FX5-CCLIEF

ㆍ중량:약 0.3kg
ㆍ외장색:먼셀 0.6B7.6/0.2

ㆍ중량:약 0.3kg
ㆍ외장색:먼셀 0.6B7.6/0.2

ㆍ중량:약 0.3kg
ㆍ외장색:먼셀 0.6B7.6/0.2

ㆍ중량:약 0.3kg
ㆍ외장색:먼셀 0.6B7.6/0.2

ㆍ중량:약 0.2kg
ㆍ외장색:먼셀 0.6B7.6/0.2

ㆍ중량:약 0.3kg
ㆍ외장색:먼셀 0.6B7.6/0.2

ㆍ중량:약 0.3kg
ㆍ외장색:먼셀 0.6B7.6/0.2

단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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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5.1 15.438 11.66.6

51
.4

38 38

51
.4

51
.4

88 

16

80
（

取
付

穴
ピ

ッ
チ

）

90

83

7414.6

90

2-ø4.5 장착 구멍

748

90
 

98
(장

착
 구

멍
 피

치
)

10
6

17.6

FX5-232ADP
8.8

FX5-485ADP
15.1

15.18
74 15.1

90

98
(장

착
 구

멍
 피

치
)

10
6

17.6

15.1

확장 어댑터

확장 보드

버스 변환 유니트 

단위:mm

FX5-232ADP / FX5-485ADPFX5-4AD-ADP / FX5-4DA-ADP

FX5-4AD-PT-ADP / FX5-4AD-TC-ADP 

FX5-CNV-BUSCFX5-CNV-BUS

FX5-232-BD FX5-485-BD FX5-422-BD-GOT

ㆍ중량：약 0.1kg
ㆍ외장색:먼셀 0.6B7.6/0.2

ㆍ중량：약 0.08kg
ㆍ외장색:먼셀 0.6B7.6/0.2

ㆍ중량：약 0.02kg
ㆍ외장색:먼셀 N1.5

ㆍ중량：약 0.1kg
ㆍ외장색:먼셀 0.6B7.6/0.2

14.614.6 7474

9090

커넥터 변환 유니트 

FX5-CNV-IFCFX5-CNV-IF ㆍ중량：약 0.06kg
ㆍ외장색:먼셀 0.6B7.6/0.2

ㆍ중량：약 0.06kg
ㆍ외장색:먼셀 0.6B7.6/0.2
ㆍ부속품:증설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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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

FX5-CNV-BC

60.5
4030
.1

2-ø4.5 장착 구멍

8
83

9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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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구

멍
 피

치
)

50 

16

20.1 74

90

2-ø4.5 장착 구멍

커넥터 변환 어댑터

FX5 증설 전원 유니트 

FX5-1PSU-5V FX5-C1PS-5V

FX5-CNV-BC

ㆍ중량：약 0.1kg

ㆍ외장색:먼셀 0.6B7.6/0.2

FX3 증설 전원 유니트

단위:mm

FX3U-1PSU-5V

90
 

80
(장

착
 구

멍
 피

치
)

55 

4

87
9

2-ø4.5 장착 구멍

ㆍ중량:약 0.3kg

ㆍ외장색:먼셀0.08GY/7.64/0.81

ㆍ부속품:증설 케이블

ㆍ단자대는 M3 단자 나사

ㆍ35mm 폭 DIN 레일 설치 가능

ㆍ중량：약 0.04kg
ㆍ외장색:먼셀 0.08GY/7.64/0.81

ㆍ중량:약 0.3kg

ㆍ외장색:먼셀 0.08GY/7.64/0.81

ㆍ부속품:증설 케이블

ㆍ단자대는 M3 단자 나사

ㆍ35mm 폭 DIN 레일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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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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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3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터미널 유니트(전기종 공통)

FX3U-4AD / FX3U-4DA

FX3U-64CCL / FX3U-16CCL-M

FX3U-128ASL-M(일본용 제품) /

FX3U-128BTY-M(일본용 제품)

FX3U-4LC
FX3U-2HC

2-ø4.5 장착 구멍

FX3U-4AD

80
(장

착
 구

멍
 피

치
)

80
(장

착
 구

멍
 피

치
)

2-ø4.5 장착 구멍

95.5

87
9

43
4

90

2-ø4.5 장착 구멍

80
(장

착
 구

멍
 피

치
)

90 86

9

90

82
(장

착
 구

멍
 피

치
)

82(장착 구멍 피치)

2-ø4.5 장착 구멍

87
9

55

80
(장

착
 구

멍
 피

치
)

90

4

2-ø4.5

형명 중량

FX3U-4AD, FX3U-4DA 약 0.2 kg 

FX3U-64CCL, FX3U-16CCL-M 약 0.3 kg

ㆍ외장색:먼셀 0.08GY/7.64/0.81

ㆍ부속품:특수 블록 번호 라벨, 방진 시트, 종단 저항※ 

ㆍ단자대는 M3 단자 나사

ㆍ35mm 폭 DIN 레일 설치 가능

※ :FX3U-16CCL-M만 부속

ㆍ외장색:먼셀 0.08GY/7.64/0.81

ㆍ부속품:단자대 배열 카드

ㆍ단자대는 M3.5 단자 나사

ㆍ35mm 폭 DIN 레일 설치 가능

ㆍ중량:약 0.2kg

ㆍ외장색:먼셀 0.08GY/7.64/0.81

ㆍ35mm 폭 DIN 레일 설치 가능

ㆍ중량:약 0.2kg

ㆍ외장색:먼셀 0.08GY/7.64/0.81

ㆍ35mm 폭 DIN 레일 설치 가능

ㆍ중량:약 0.4kg

ㆍ외장색:먼셀 0.08GY/7.64/0.81

ㆍ단자대는 M3.5 단자 나사

ㆍ35mm 폭 DIN 레일 설치 가능

FX3U-1PG ㆍ중량:약 0.2kg

ㆍ외장색:먼셀 0.08GY/7.64/0.81

ㆍ단자대는 M3 단자 나사

ㆍ35mm 폭 DIN 레일 설치 가능

단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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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 배열
FX5U CPU 유니트

FX5U-32MR/ES, FX5U-32MT/ES FX5U-32MR/DS, FX5U-32MT/DS

FX5U-64MR/ES, FX5U-64MT/ES

FX5U-64MR/DS, FX5U-64MT/DS

FX5U-32MT/ESS FX5U-32MT/DSS

FX5U-64MT/ESS 

FX5U-64MT/DSS



161

단자 배열

11
사
양

FX5U CPU 유니트

FX5U-80MR/ES, FX5U-80MT/ES

FX5U-80MR/DS, FX5U-80MT/DS

FX5U-80MT/ESS 

FX5U-80MT/D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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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출력

노치

노치

입력

0

출력

노치

노치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1

노치

노치

입력

출력

입력

1

출력

노치

노치

입력

출력

FX5UC CPU 유니트

FX5UC-32MT/DS-TS

FX5UC-64MT/D

FX5UC-32MT/DSS-TSFX5UC-32MT/D FX5UC-32MT/DSS

FX5UC-64MT/D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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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노치

노치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2

출력

노치

노치

FX5UC-96MT/D FX5UC-96MT/D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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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유니트

 ◇입력 유니트/출력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

FX5-8EX/ES FX5-16EX/ES

FX5-8EYR/ES

FX5-8EYT/ES

작은 번호

큰 번호

작은 번호

큰 번호

작은 번호

큰 번호

FX5-8EYT/ESS

FX5-16EYT/ESS

FX5-16EYR/ES

FX5-16EYT/ES

FX5-16ER/ES

FX5-16ET/ES FX5-16ET/ESS



165

단자 배열

11
사
양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

FX5-32ER/ES, FX5-32ET/ES FX5-32ER/DS, FX5-32ET/DS

FX5-32ET/ESS FX5-32ET/DSS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

FX5-16ET/ES-H FX5-16ET/ES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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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유니트

 ◇입력 유니트/출력 유니트(증설 커넥터 타입)

FX5-C32EX/D FX5-C32EX/DS-TSFX5-C32EX/DS

FX5-C16EX/D

입력

입력

노치작은
번호

큰
번호

입력

0

입력

노치

노치 노치

1

작은
번호

큰
번호

입력

노치

FX5-C16EX/DS

입력

노치

입력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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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5-C16EYT/D

출력

노치

FX5-C16EYT/DSS

출력

노치

출력

출력

1

노치작은
번호

큰 
번호

노치

FX5-C32EYT/D FX5-C32EYT/D-TS

출력

출력

노치

노치

작은 
번호

큰 
번호

FX5-C32EYT/DSS FX5-C32EYT/DSS-TS

출력

출력

출력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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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출력 유니트(증설 커넥터 타입)

FX5-C32ET/D FX5-C32ET/DS-TS

입력

출력

출력

출력

출력

노치

노치

FX5-C32ET/DSS

입력

노치

노치

FX5-C32ET/DSS-TS

입력 입력

FX5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핀 번호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 

1 공백 14 공백

2 SG 15 SG

3 HA 16 HB

4 HAH 17 HBH

5 HAL 18 HBL

6~9 공백 19~22 공백

10 EMI 23 EMI.COM

11 DI1 24 DI2

12 DI3 25 DI4

13 COM 26 COM

축2(AX2) 축1(AX1)

핀 번호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 

B20 PULSER B- A20 PULSER B+

B19 PULSER A- A19 PULSER A+

B18 PULSE COM A18 PULSE COM

B17 PULSE R A17 PULSE R

B16 PULSE COM A16 PULSE COM

B15 PULSE F A15 PULSE F

B14 CLRCOM A14 CLRCOM

B13 CLEAR A13 CLEAR

B12 RDYCOM A12 RDYCOM

B11 READY A11 READY

B10 PG0COM A10 PG0COM

B9 PG05 A9 PG05

B8 PG024 A8 PG024

B7 COM A7 COM

B6 COM A6 COM

B5 CHG A5 CHG

B4 STOP A4 STOP

B3 DOG A3 DOG

B2 RLS A2 RLS

B1 FLS A1 FLS

FX5-40SSC-S

FX5-80SSC-S

FX5-8AD FX5-4LC FX5-20P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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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신호명 방향 내용

1 TP0 ＋ 데이터 0 송신/수신(＋측)

2 TP0 － 데이터 0 송신/수신(－측)

3 TP1 ＋ 데이터 1 송신/수신(＋측)

4 TP2 ＋ 데이터 2 송신/수신(＋측)

5 TP2 － 데이터 2 송신/수신(－측)

6 TP1 － 데이터 1 송신/수신(－측)

7 TP3 ＋ 데이터 3 송신/수신(＋측)

8 TP3 － 데이터 3 송신/수신(－측)

FX5-CCL-MS FX5-ASL-MFX5-CCLIEF

FX5-232ADPFX5-4AD-ADP FX5-4DA-ADP FX5-4AD-PT-ADP FX5-4AD-TC-ADP

FX5-485ADP

핀 번호 신호

사용하지 않습니다.

D-SUB 9pin(암)
장착 나사:인치 나사

5극

확장 어댑터

확장 보드

FX5-485-BDFX5-232-BD FX5-422-BD-GOT

5극

신호 명칭핀 번호 신호

사용하지 않습니다.

D-SUB 9pin(암)
장착 나사:인치 나사

MINI-DIN 8pin(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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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3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FX3U-4AD FX3U-4DA

FX3U-1PG

FX3U-64CCL

FX3U-16CCL-M

FX3U-128ASL-M

FX3U-128BTY-M

FX3U-4LC

FX3U-2HC

5극

CH1 CH2

노치노치

FX3 증설 전원 유니트FX5 증설 전원 유니트 

FX5-C1PS-5V FX3U-1PSU-5VFX5-1PSU-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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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명 체계(CPU 유니트, 입출력 증설 기기)

① CPU 구분 FX5U, FX5UC 등 형명 체계

② 타입 구분 
C(증설 커넥터 타입)

없음(증설 케이블 타입)

FX5 - C 32 M R /ES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③ 입출력 합계 점수 8, 16, 32, 40, 64, 80, 96 등

④ 유니트 구분

M CPU 유니트

E 입출력 혼합 증설 기기

EX 입력 증설 유니트

EY 출력 증설 유니트

⑤ 출력 형식
R 릴레이 출력

T 트랜지스터 출력

⑥ 전원, 입출력 방식

CPU 유니트·증설 유니트 입출력 증설 유니트

기호 전원 입력 형식 트랜지스터 출력 형식 입력 형식 트랜지스터 출력 형식

/ES AC DC24V, 싱크/소스 싱크 싱크/소스 －

/ESS AC DC24V, 싱크/소스 소스 － 소스

/DS DC DC24V, 싱크/소스 싱크 싱크/소스 －

/DSS DC DC24V, 싱크/소스 소스 － 소스

/D DC DC24V, 싱크 싱크 싱크 싱크

⑦ 기타 끝 부분의 기호
-H 고속 입출력 기능 확장

-TS 스프링 클램프 단자대

 ◇입력 신호 형식

1)  무접점식 센서 출력을 PLC에 접속할 때는 소스 입력 배선에서 PNP 오픈 컬

렉터 트랜지스터 출력, 싱크 입력 배선에서 NPN 오픈 컬렉터 트랜지스터 출

력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2)  소스 입력 배선은 S/S 단자와 0V 단자를 단락합니다.(아래 그림 왼쪽)

 싱크 입력 배선은 S/S 단자와 24V 단자를 단락합니다.(아래 그림 오른쪽)

<소스 입력 배선>

X

S/S
0V

DC24V24V

+5V

<싱크 입력 배선>

X

S/S
0V

DC24V24V

+5V

PNP

NPN

 ◇출력 신호 형식

1) 릴레이 출력 타입은 릴레이에 의한 기계적 절연, 트랜지스터 출력 타입은 광

절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력 표시용 LED는 내부 전원으로 구동되고 있습니다.

2)  트랜지스터 출력은 NPN 오픈 컬렉터 출력(싱크[-코먼]) 방식, NPN 이미터

플로어 출력(소스[+코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릴레이 출력

LED

24V

RY

COM1

Y0

PLC

트랜지스터 출력(싱크 출력)

LED

24V
Y0

COM1

PLC

트랜지스터 출력(소스 출력)

LED

24V

Y0

V1＋

PLC



172

단자 배열

11
사
양

memo



173

제품 일람 

12
제
품 

일
람 

제품 일람
 ◇CPU 유니트

형명
사양

납기
게재      

페이지정격 전압 입력 출력

◆FX5U CPU 유니트

FX5U-32MR/ES

AC100~240V 

50/60 Hz

16점

DC24V 싱크/소스

16점

릴레이 ◎ 42

FX5U-32MT/ES 트랜지스터/싱크 ◎ 42

FX5U-32MT/ESS 트랜지스터/소스 ◎ 42

FX5U-64MR/ES

32점 32점

릴레이 ◎ 42

FX5U-64MT/ES 트랜지스터/싱크 ◎ 42

FX5U-64MT/ESS 트랜지스터/소스 ◎ 42

FX5U-80MR/ES

40점 40점

릴레이 ◎ 42

FX5U-80MT/ES 트랜지스터/싱크 ◎ 42

FX5U-80MT/ESS 트랜지스터/소스 ◎ 42

FX5U-32MR/DS

DC24V

16점

DC24V 싱크/소스

16점

릴레이 ◎ 43

FX5U-32MT/DS 트랜지스터/싱크 ◎ 43

FX5U-32MT/DSS 트랜지스터/소스 ◎ 43

FX5U-64MR/DS

32점 32점

릴레이 ◎ 43

FX5U-64MT/DS 트랜지스터/싱크 ◎ 43

FX5U-64MT/DSS 트랜지스터/소스 ◎ 43

FX5U-80MR/DS

40점 40점

릴레이 ◎ 43

FX5U-80MT/DS 트랜지스터/싱크 ◎ 43

FX5U-80MT/DSS 트랜지스터/소스 ◎ 43

◆FX5UC CPU 유니트

FX5UC-32MT/D

DC24V

16점

DC24V 싱크

16점

트랜지스터/싱크 ◎ 48

FX5UC-32MT/DSS

DC24V 싱크/소스

트랜지스터/소스 ◎ 48

FX5UC-32MT/DS-TS 트랜지스터/싱크 ◎ 48

FX5UC-32MT/DSS-TS 트랜지스터/소스 ◎ 48

FX5UC-64MT/D
32점

DC24V 싱크
32점

트랜지스터/싱크 ◎ 48

FX5UC-64MT/DSS DC24V 싱크/소스 트랜지스터/소스 ◎ 48

FX5UC-96MT/D
48점

DC24V 싱크
48점

트랜지스터/싱크 ◎ 48

FX5UC-96MT/DSS DC24V 싱크/소스 트랜지스터/소스 ◎ 48

납기:◎○ 계획 생산품, △ 수주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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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O 유니트

형명
사양

납기
게재         

페이지정격 전압 입력 출력

■■■증설 케이블 타입■■■

◆입력 유니트

FX5-8EX/ES
CPU 유니트에서 전원 공급

8점
DC24V 싱크/소스

- - ◎ 54

FX5-16EX/ES 16점 - - ◎ 54

◆출력 유니트

FX5-8EYR/ES

CPU 유니트에서 전원 공급

- - 8점

릴레이 ◎ 54

FX5-8EYT/ES 트랜지스터/싱크 ◎ 54

FX5-8EYT/ESS 트랜지스터/소스 ◎ 54

FX5-16EYR/ES

- - 16점

릴레이 ◎ 54

FX5-16EYT/ES 트랜지스터/싱크 ◎ 54

FX5-16EYT/ESS 트랜지스터/소스 ◎ 54

◆입출력 유니트

FX5-16ER/ES

CPU 유니트에서 전원 공급 8점 DC24V 싱크/소스 8점

릴레이 ◎ 54

FX5-16ET/ES 트랜지스터/싱크 ◎ 54

FX5-16ET/ESS 트랜지스터/소스 ◎ 54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

FX5-16ET/ES-H
CPU 유니트에서 전원 공급 8점 DC24V 싱크/소스 8점

트랜지스터/싱크 ◎ 55

FX5-16ET/ESS-H 트랜지스터/소스 ◎ 55

◆전원 내장 입출력 유니트

FX5-32ER/ES
AC100~240V 

50/60 Hz
16점 DC24V 싱크/소스 16점

릴레이 ◎ 53

FX5-32ET/ES 트랜지스터/싱크 ◎ 53

FX5-32ET/ESS 트랜지스터/소스 ◎ 53

FX5-32ER/DS

DC24V 16점 DC24V 싱크/소스 16점

릴레이 ◎ 53

FX5-32ET/DS 트랜지스터/싱크 ◎ 53

FX5-32ET/DSS 트랜지스터/소스 ◎ 53

■■■증설 커넥터 타입■■■

◆입력 유니트

FX5-C16EX/D

CPU 유니트에서 전원 공급

16점
DC24V 싱크

- -
◎ 55

FX5-C16EX/DS DC24V 싱크/소스 ◎ 55

FX5-C32EX/D

32점

DC24V 싱크

- -

◎ 55

FX5-C32EX/DS
DC24V 싱크/소스

◎ 55

FX5-C32EX/DS-TS ◎ 55

◆출력 유니트

FX5-C16EYT/D

CPU 유니트에서 전원 공급

- - 16점
트랜지스터/싱크 ◎ 55

FX5-C16EYT/DSS 트랜지스터/소스 ◎ 55

FX5-C32EYT/D

- - 32점

트랜지스터/싱크 ◎ 55

FX5-C32EYT/DSS 트랜지스터/소스 ◎ 55

FX5-C32EYT/D-TS 트랜지스터/싱크 ◎ 55

FX5-C32EYT/DSS-TS 트랜지스터/소스 ◎ 55

◆입출력 유니트

FX5-C32ET/D

CPU 유니트에서 전원 공급 16점

DC24V 싱크

16점

트랜지스터/싱크 ◎ 55

FX5-C32ET/DSS

DC24V 싱크/소스

트랜지스터/소스 ◎ 55

FX5-C32ET/DS-TS 트랜지스터/싱크 ◎ 55

FX5-C32ET/DSS-TS 트랜지스터/소스 ◎ 55

 ◇확장 보드·확장 어댑터

형명 사양 납기
게재         

페이지

FX5-232-BD RS-232C 통신용 보드 ◎ 97

FX5-485-BD RS-485 통신용 보드 ◎ 97

FX5-422-BD-GOT RS-422 통신용(GOT 접속용) 보드 ◎ 97

FX5-232ADP RS-232C 통신용 어댑터 ◎ 98

FX5-485ADP RS-485 통신용 어댑터 ◎ 98

FX5-4AD-ADP 4ch 아날로그 입력용 어댑터 ◎ 62

FX5-4AD-PT-ADP 4ch 온도 센서(측온저항체) 입력 ◎ 66

FX5-4AD-TC-ADP 4ch 온도 센서(열전대) 입력 ◎ 67

FX5-4DA-ADP 4ch 아날로그 출력용 어댑터 ◎ 62

 ◇FX5 증설 전원 유니트·버스 변환 유니트·커넥터 변환 유니트

형명 사양 납기
게재         

페이지

FX5-1PSU-5V FX5U(AC 전원 타입) 증설용 전원 ◎ 114

FX5-C1PS-5V FX5U(DC 전원 타입), FX5UC 증설용 전원 ◎ 115

FX5-CNV-BUS 버스 변환 FX5(증설 케이블 타입) → FX3 ◎ 114

FX5-CNV-BUSC 버스 변환 FX5(증설 커넥터 타입)→ FX3 ◎ 114

FX5-CNV-IF 커넥터 변환 FX5(증설 케이블 타입)→ FX5(증설 커넥터 타입) ◎ 115

FX5-CNV-IFC 커넥터 변환 FX5(증설 커넥터 타입)→ FX5(증설 케이블 타입) ◎ 115

납기:◎○ 계획 생산품, △ 수주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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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5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형명 사양 납기
게재         

페이지

FX5-8AD 8ch 멀티 입력 ◎ 68

FX5-4LC 4ch 온도 조절 ◎ 69

FX5-20PG-P 2축 펄스열 위치결정(트랜지스터) ◎ 80

FX5-40SSC-S 심플 모션 4축 제어 ◎ 81

FX5-80SSC-S 심플 모션 8축 제어 ◎ 81

FX5-CCL-MS CC-Link 시스템 마스터ㆍ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 87

FX5-CCLIEF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 86

FX5-ASL-M AnyWireASLINK 시스템 마스터 유니트 ◎ 92

 ◇FX3 증설 전원 유니트

형명 사양 납기
게재         

페이지

FX3U-1PSU-5V FX3증설용 전원 ◎ 115

 ◇FX3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형명 사양 납기
게재         

페이지

FX3U-4AD 4ch 아날로그 입력 ◎ 63

FX3U-4DA 4ch 아날로그 출력 ◎ 64

FX3U-4LC 4ch 온도 조절 ◎ 70

FX3U-1PG 위치결정 펄스 출력 200kpps ◎ 80

FX3U-2HC 2ch 200KHz 고속 카운터 ◎ 74

FX3U-16CCL-M CC-Link V2용 마스터 ◎ 88

FX3U-64CCL CC-Link V2용 인터페이스 ◎ 89

FX3U-128ASL-M(일본용 제품) AnyWireASLINK 시스템 마스터 ◎ 93

FX3U-128BTY-M(일본용 제품) AnyWire Bitty 시리즈 마스터 ◎ 95

 ◇소프트웨어 패키지

タイプ 형명 사양 납기
게재         

페이지

MELSOFT iQ Works

(DVD-ROM 버전)
SW2DND-IQWK-J※1 FA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2 ○ 107

MELSOFT GX Works3

(DVD-ROM 버전)
SW1DND-GXW3-J PLC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2(일본어 버전 번들 제품:GX Works2, GX Developer 부속) ○ 108

MX Component SW4DNC-ACT-J 통신용 ActiveX® 라이브러리 ○ 108

MX Sheet SW2DNC-SHEET-J Excel® 통신 지원 도구 ○ 108

MX Works SW2DNC-SHEETSET-J MX Component와 MX Sheet세트 제품 ○ 108

※1：  기존 제품(SW1DN □ -IQWK)을 가지고 계신 분은 FA 사이트에서 MELSOFT Navigator 및 GX Works3을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입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거래체 

또는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 2 : 각 소프트웨어의 대응 기종에 대해서는 각 제품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통신 케이블

형명 사양 납기
게재         

페이지

FX-232CAB-1 3m D-Sub 9Pin(암(오목)) ⇔ D-Sub 9Pin(암(오목))(DOS/V용 등) ◎ 104

 ◇입출력 케이블

형명 사양 납기
게재         

페이지

FX-16E-150CAB 1.5m
터미널 유니트와 FX5 PLC 간 접속용

(양쪽 끝 커넥터 부착 플랫 케이블)

◎ 118

FX-16E-300CAB 3.0m ◎ 118

FX-16E-500CAB 5.0m ◎ 118

FX-16E-500CAB-S 5.0m PLC측 커넥터와 전선 일체형 ◎ 118

FX-16E-150CAB-R 1.5m
터미널 유니트와 FX5 PLC 간 접속용

(양쪽 끝 커넥터 부착 원형 다심 케이블)

◎ 118

FX-16E-300CAB-R 3.0m ◎ 118

FX-16E-500CAB-R 5.0m ◎ 118

 ◇입출력 커넥터

형명 사양 납기
게재         

페이지

FX2C-I/O-CON 20핀 커넥터, 플랫 케이블용 압접 커넥터 10개/세트 ◎ 118

FX2C-I/O-CON-S 20핀 커넥터, 전선용 하우징과 압착 콘택트(0.3mm2용) 5세트 ◎ 118

FX2C-I/O-CON-SA 20핀 커넥터, 전선용 하우징과 압착 콘택트(0. 5mm2용) 5세트 ◎ 118

A6CON1 40핀 커넥터, 외부 기기 접속용 납땜 타입(스트레이트 타입) ◎ 118

A6CON2 40핀 커넥터, 외부 기기 접속용 압착 타입(스트레이트 타입) ◎ 118

A6CON4 40핀 커넥터, 외부 기기 접속용 납땜 타입(스트레이트/경사 겸용 타입) ◎ 118

FX-I/O-CON2-S 40핀 커넥터, 전선용 2 세트, AWG22(0. 3mm2) ◎ 118

FX-I/O-CON2-SA 40핀 커넥터, 전선용 2 세트, AWG20(0.5mm2) ◎ 118

납기:◎○ 계획 생산품, △ 수주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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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널 유니트

형명 사양 납기
게재         

페이지

FX-16E-TB 입력 또는 출력 16점 ◎ 117

FX-32E-TB 입력 또는 출력 32점 ◎ 117

FX-16E-TB/UL 입력 또는 출력 16점 △ 117

FX-32E-TB/UL 입력 또는 출력 32점 △ 117

FX-16EYR-TB 릴레이 출력 16점 2A/1점(8A/4점) ◎ 117

FX-16EYS-TB 트라이액 출력 16점 0.3A/1점(0.8A/4점) ◎ 117

FX-16EYT-TB 트랜지스터 출력 16점 0.5A/1점(0.8A/4점)(싱크 출력) ◎ 117

FX-16EYR-ES-TB/UL 릴레이 출력 16점 2A/1점(8A/4점) △ 117

FX-16EYS-ES-TB/UL 트라이액 출력 16점 0.3A/1점(0.8A/4점) △ 117

FX-16EYT-ES-TB/UL 트랜지스터 출력 16점 0.5A/1점(0.8A/4점)(싱크 출력) △ 117

FX-16EYT-ESS-TB/UL 트랜지스터 출력 16점 0.5A/1점(0.8A/4점)(소스 출력) △ 117

 ◇전원 케이블

형명 사양 납기
게재         

페이지

FX2NC-100MPCB FX5UC CPU 유니트 DC24V 전원 공급용 ◎ 119

FX2NC-100BPCB 증설 유니트(증설 커넥터 타입) DC24V 입력 전원 공급용 ◎ 119

FX2NC-10BPCB1 증설 유니트(증설 커넥터 타입) DC24V 입력 전원 연결 배선용 ◎ 119

 ◇증설 연장 케이블·커넥터 변환 어댑터

형명 사양 납기
게재         

페이지

FX5-30EC 30cm
FX5 증설 유니트 연장용 

◎ 116

FX5-65EC 65cm ◎ 116

FX5-CNV-BC
증설 연장 케이블과 FX5 입력/출력 유니트(증설 케이블 타입), 

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 또는 FX5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접속용 
◎ 116

 ◇SD 메모리 카드·배터리

형명 사양 납기
게재         

페이지

NZ1MEM-2GBSD SD 메모리 카드(2GB) ○ 113

NZ1MEM-4GBSD SDHC 메모리 카드(4GB) ○ 113

NZ1MEM-8GBSD SDHC 메모리 카드(8GB) ○ 113

NZ1MEM-16GBSD SDHC 메모리 카드(16GB) ○ 113

FX3U-32BL 배터리 ◎ 113

 ◇매뉴얼

형명 매뉴얼 명칭 형명 코드 납기
게재         

페이지

■■■FX5 관련■■■

FX5-U-IN-J MELSEC i Q-F FX5 사용자 매뉴얼(스타트 업편) 09R555 ◎ 123

FX5U-U-HW-J MELSEC i Q-F FX5U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09R546 ◎ 123

FX5UC-U-HW-J MELSEC iQ-F FX5UC 사용자 매뉴얼(하드웨어편) 09R561 ◎ 123

FX5-U-OU-J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응용편) 09R547 ◎ 123

FX5-P-PS-J MELSEC iQ-F FX5 프로그래밍 매뉴얼(프로그램 설계편) 09R548 ◎ 123

FX5-P-MF-J MELSEC iQ-F FX5 프로그래밍 매뉴얼(명령/범용 FUN/범용 FB편) 09R549 ◎ 123

FX5-U-SC-J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시리얼 통신편) 09R550 ◎ 123

FX5-U-SL-J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SLMP편) 09R551 ◎ 123

FX5-U-MCPRO-J MELSEC i Q-F FX5 사용자 매뉴얼(MC 프로토콜편) 09R559 ◎ 123

FX5-U-MB-J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MODBUS 통신편) 09R552 ◎ 123

FX5-U-EN-J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Ethernet 통신편) 09R553 ◎ 123

FX5-U-POS-J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위치결정편 CPU 유니트 내장/고속 펄스 입출력 유니트) 09R554 ◎ 123

FX5-U-ANALOG-J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아날로그편 CPU 유니트 내장/확장 어댑터) 09R560 ◎ 123

FX5-U-ANALOG-I-J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아날로그편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09R566 ◎ 123

FX5-U-LC-J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온도 조절편) 09R565 ◎ 123

FX5-U-POS-I-J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위치결정편 인텔리전트 기능 유니트) 09R567 ◎ 123

FX5SSC-U-S MELSEC iQ-F FX5 심플 모션 유니트 사용자 매뉴얼(스타트 업편) 1XB017 ◎ 123

FX5SSC-U-APP MELSEC iQ-F FX5 심플 모션 유니트 사용자 매뉴얼(응용편) 1XB019 ◎ 123

FX5SSC-U-ADV MELSEC iQ-F FX5 심플 모션 유니트 사용자 매뉴얼(어드밴스드 동기 제어편) 1XB021 ◎ 123

FX5-U-CCL-J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CC-Link 편) 09R563 ◎ 123

FX5-U-CCIEF-J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CC-Link IE편) 09R732 ◎ 123

CCIEFB-R-J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Basic 레퍼런스 매뉴얼 13J038 ◎ 123

FX5-U-ANYWIRE-J MELSEC iQ-F FX5 사용자 매뉴얼(ASLINK 편) 09R564 ◎ 123

■■■FX3 관련■■■

FX3U-4LC-U-J FX3U-4LC사용자 매뉴얼 09R624 ◎ 123

FX3U-U-ANALOG-J FX3S·FX3G·FX3GC·FX3U·FX3UC 사용자 매뉴얼[아날로그 제어편] 09R617 ◎ 123

FX3U-1PG-U-J FX3U-1PG사용자 매뉴얼 09R628 ◎ 123

FX3U-64CCL-U-J FX3U-64CCL 사용자 매뉴얼 09R717 ◎ 123

FX3U16CCL-M-U-J FX3U-16CCL-M사용자 매뉴얼 09R723 ◎ 123

FX3U128ASLM-U-J FX3U-128ASL-M(일본용 제품) 사용자 매뉴얼 09R730 ◎ 123

FX3U128BTYM-U-J FX3U-128BTY-M(일본용 제품) 사용자 매뉴얼 09R729 ◎ 123

납기:◎○ 계획 생산품, △ 수주 생산품



사용 시는아래의 제품 보증 내용을 확인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상 보증 기간과 무상 보증 범위

무상 보증 기간 중에 제품에 당사의 책임에 의한 고장이나 

하자(이하, "고장")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구입하신 판매

점 또는 당사 서비스 회사를 통하여 무상으로 제품을 수리

하여 드립니다. 다만 해외로 출장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기

술자 파견에 필요한 실비를 받습니다.

또한, 고장 유니트의 교환에 따른 현지 재조정·시운전은 

당사 책임 외로 합니다.

■무상 보증 기간

제품의 무상 보증 기간은 고객이 구입 후 또는 지정 장소에 

납품 후 36개월로 합니다. 다만 당사 제품 출하 후의 유통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하여 제조일로부터42개월을 무상 보

증 기간의 상한으로 합니다.

또한, 수리품의 무상 보증 기간은 수리전의 무상 보증 기간

을 초과하여 길어질 수 없습니다.

■무상 보증 범위

(1) 1차 고장 진단은 기본적으로 귀사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합니다. 다만 귀사 요청에 의해 당사 또는 당

사 서비스망이이 업무를 유상으로 대행할 수 있습니

다.

 이 때, 고장 원인이 당사에 있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합

니다.

(2) 사용 상태·사용 방법 및 사용 환경 등이 취급 설명서, 

사용자 매뉴얼, 제품 본체의 주의 라벨 등에 기재된 조

건·주의 사항 등에 따른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무상 보증 기간내라 하더라도 이하의 경우에는 유상 

수리로 합니다.

① 고객의 부적절한 보관이나 취급, 부주의, 과실등에 

의해 발생한 고장 및 고객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

웨어 설계 내용에 기인한 고장.

② 고객이 당사의 양해 없이 제품의 개조 등 손을 댄 

것에 기인하는 고장.

ㆍ 본 자료에 기재된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매뉴얼"을 읽어 주십시오.

ㆍ  이 제품은 일반 공업 등을 대상으로 한 범용품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명과 관련되는 상황하에서 사용되는 기기 또는 시스템에 적용할 것을 목적으로 설계, 생산된 것이 아닙니

다.

ㆍ 본 제품을 원자력용, 전력용, 항공우주용, 의료용, 승용 이동체용 기기 또는 시스템 등 특수 용도에 대한 적용을 검토 시는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ㆍ  본 제품은 엄중한 품질 관리 체제하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본 제품의 고장에 의해 중대한 사고 또는 손실의 발생이 예측되는 설비에 대한 적용 시는 백업이나 페일 세이프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설치하십시오.

ㆍ  Microsoft, Windows, Windows Me, Windows NT, Windows 2000, Windows XP, Windows Vista, Windows 7, Windows 8, Windows 8.1, Windows 10, Internet 

Explorer, ActiveX, Outlook, Excel, Visio는 미국 Microsoft Corporation의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ㆍ Ethernet은 미국 Xerox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ㆍ MODBUS는 Schneider Electric SA의 등록 상표입니다.

ㆍ 인텔 Core는 Intel Corporation의 미국 및 기타 각국에서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ㆍ Anywire, ANYWIREASLINK는 Anywire Co.의 등록 상표입니다.

ㆍ SD 로고, SDHC 로고는 SD-3C, LLC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ㆍ "YouTube" 및 YouTube의 로고 마크는 Google In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ㆍ "Twitter"는 Twitter, In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ㆍ 기타, 본문 중에 기재된 회사명, 제품명은 각 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③ 당사 제품이 고객의 기기에 구성되어 사용된 경우, 

고객의 기기가 받고 있는 법적 규제에 의한 안전 

장치 또는 업계의 통념상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되

는 기능·구조 등을 갖추고 있었으면 방지할 수 있

었다고 인정되는 고장.

④ 취급 설명서 등에 지정된 소모 부품이 정상적으로 

보수·교환되었으면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고장.

⑤ 소모 부품(배터리, 릴레이, 퓨즈 등)의 교환.

⑥ 화재, 이상 전압 등 불가항력에 의한 외부 요인 및 

지진, 번개, 풍수해 등 천재 지변에 의한 고장.

⑦ 당사 출하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예견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한 고장.

⑧ 기타, 당사 책임외의 경우 또는 고객이 당사 책임외

로 인정한 고장.

생산 중지 후 유상 수리 기간

(1) 당사가 유상으로 제품 수리를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제품의 생산 중지 후 7년간입니다.

 생산 중지에 관해서는 당사 테크니컬 뉴스 등으로 알

려 드리겠습니다.

(2) 생산 중지 후에는 제품 공급(보조용품 포함)이 불가

능합니다.

해외 서비스

해외에서는 당사의 각 지역 FA 센터에서 수리 접수를 받습

니다. 다만 각 FA 센터에서의 수리 조건 등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기회 손실, 2차 손실등에 대한 보증 책임 제외

무상 보증 기간 내외를 불문하고, 이하에 대해서는 당사 책

임외로 합니다.

(1)  당사 책임에 귀속하지 않는 사유로부터 발생한 장애.

(2) 당사 제품의 고장에 기인하는 고객의 기회 손실, 일실 

이익.

(3) 당사의 예견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

생한 손해, 2차 손해, 사고 보상, 당사 제품 이외에 대

한 손상.

(4) 고객에 의한 교환 작업, 현지 기계 설비 재조정, 기동 

시운전 기타 업무에 대한 보상.

제품 사양 변경

카탈로그, 매뉴얼 또는 기술 자료 등에 기재된 사양은 예

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제품의 적용

(1) 당사 제품 초소형 PLC MELSEC iQ-F를 사용할 때는 

제품에 고장·이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한 사고

로 이어지지 않는 용도일 것 및 고장·이상 발생 시 백

업이나 페일 세이프 기능이 기기 외부에서 시스템적으

로 설치되어 있을 것을 사용 조건으로 합니다.

(2) 당사 제품 초소형 PLC MELSEC iQ-F는 일반 공업 

등의 용도를 대상으로 한 범용품으로 설계·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전력회사의 원자력 발전소 및 기

타 발전소용 등의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용도나 철

도 및 관공서 등 특별 품질 보증 체제의 구축을 요구하

는 용도에는 초소형 PLC MELSEC iQ-F의 적용을 제

외하여 주십시오.

 또한, 항공, 의료, 철도, 연소·연료 장치, 유인 반송 

장치, 오락 기계, 안전 기계 등 인명이나 재산에 큰 영

향이 예측되는 용도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도 당사 초

소형 PLC MELSEC iQ-F의 적용을 제외하여 주십시

오. 다만 이러한 용도라도 용도를 한정하여 특별한 품

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고객이승인하는 경우에는 적

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으니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보증

 안전을 위한 주의

상표, 등록 상표



FA 글로벌 서비스

미쓰비시전기 FA 센터가 전세계 MELSEC-F, iQ-F 사용자 여러분을 지원합니다.

광저우 FA 센터

타이 FA 센터

아세안 FA 센터

영국 FA 센터

독일 FA 센터

체코 FA 센터

터키 FA 센터

베이징 FA 센터

상하이 FA 센터

러시아 FA 센터

인도·구르가온 FA 센터

인도·아마다바드 FA 센터

인도·푸네 FA 센터

인도·벵갈루루 FA 센터

인도·첸나이 FA 센터

브라질 FA 센터

브라질·보이투바 FA 센터

북미 FA 센터

멕시코 FA 센터

멕시코시티 FA 센터

멕시코·몬테레이 FA 센터

유럽 FA 센터

톈진 FA 센터

미쓰비시전기

한국 FA 센터

타이베이 FA 센터

타이중 FA 센터

하노이 FA 센터

호치민 FA 센터

인도네시아 FA 센터

이탈리아 FA 센터



YOUR SOLUTION PARTNER

생산 현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목표로!

저압 배전 제어기기

고압 배전 제어기기

전력 관리 기기

PLC

구동 기기

표시기(HMI)

수치 제어 장치(CNC)

산업용 로봇

가공기

변압기, 태양광 발전, EDS

미쓰비시전기는 컴포넌트에서 가공기까지

폭넓은 FA(Factory Automation)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생산 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에서 제조, 품질 관리까지 

일관된 체제로 고객의 요구를 빠르게 

수집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쓰비시전기 고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확실한 기술과 

안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전기의 FA 사업은 

항상 고객과의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최첨단 FA 솔루션을 제안하여 

전세계의 생산 현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전기는 PLC 및 AC 서보를 비롯한 FA 기기에서 CNC, 방전 가공기 등 
산업 메카트로닉스 제품까지 폭넓은 FA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utomation solutions



2018년 3월 제작L(名)08394-D 1709(MEE) 본 제품의 내용은 품질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품 구입시 문의 바랍니다. ⓒ한국미쓰비시전기AUTOMATION(주)

미쓰비시전기 초소형 PLC
MELSEC iQ-F 시리즈

미쓰비시전기 주식회사 나고야 제작소는 환경 매니지먼트 시스템 ISO14001 및 품질 시스템 ISO9001의 인증 취득 공장입니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 본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매뉴얼]을 읽어 주십시오.
● 본 제품은 일반 공업용이 대상인 범용품으로 제작되었으며, 인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기기 또는 시스템에 적용할 목적으로  설계·제조된 것은 아닙니다.
● 본 제품을 원자력용, 전력용, 항공우주용, 의료용, 승용 이동체용 기기 또는 시스템 등 특수 용도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영업담당 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본 제품은 엄중한 품질관리 체제하에서 제작되었으나, 본 제품의 고장에 의해 중대한 사고 또는 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설비로의 적용시에는 백업이나 훼일 세이프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설치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항

당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부터 발생한 손해, 
당사 제품의 고장에 기인한 고객의 기회손실, 이익, 

당사의 예측 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실, 
2차 손해, 사고 보상, 당사 제품 이외의 손상 및 

기타 업무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07528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가양동 1498)

강서한강자이타워 A동 9층

TEL. 02)3660-9531~47       FAX. 02)3664-8335/8372

48815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33(초량동)

해정빌딩 3층

TEL. 051)464-3747       FAX. 051)464-3768

41518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산격동)  

KT산격사옥 4층

TEL. 053)382-7400~1       FAX. 053)382-7411

07528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가양동 1498)

강서한강자이타워 A동 8층

TEL. 02)3660-9628      FAX. 02)3664-8668

본사

:

:

:

:

부산영업소

대구영업소

F.A 센터

http://kr.mitsubishielectric.com/fa/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