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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및 주의 사항 

주의사항은 ‘경고’와 ‘주의’ 로 구분되고, 심볼마크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생명이나 재산상의 영향이 큰기기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2중으로 안전장치를 부착해서 

사용하십시오. 화재,인사사고,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동작 온도,습도,기압 등 사용환경 범위를 벗어나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3. 국내,국제법상 허가되지 않거나 불법적인 응용분야등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4. 부식성 가스나 폭발성 가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5. 기기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방호 대책을 세워 사용하십시오. 

6. 감전 방지를 위해 취부 탈착 시 또는 배선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여 주십시오. 

7. 임의로 제품을 개조하지 마십시오.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8. 제품 동작 중에는 커넥터를 분리하거나 전원을 차단하지 마십시오. 인사사고, 재산상의 손실, 

오동작 위험등이 있습니다.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심각한 상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 

WARNING 

! 
CAUTION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경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

한 상태나 물적 손해사고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나타

냅니다. 

! 
WARNING 

경고 

주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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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을 인가하기 전에 반드시 접속이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2. 부식/인화/폭발 위험, 물기 및 진동이 많은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손상방지 및 고장방지를 위해 정격에 맞는 전원 전압을 사용하고, 성능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4. 제품의 제어 입출력 신호를 확인 후 전원을 투입해야 예상치 못한 신호에 따른 장치파손이나 

부상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5. 입출력 단자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신체 및 통전물 접촉에 주의하십시오. 

6. 동작 중에는 표면이 고온인 상태 일수 있으므로 제품을 만지지 마십시오. 

7. 동작 중에는 항상 비상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십시오. 

8.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화재나 부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9. 절연 저항 측정이나 절연 내압 시험 시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자를 만지지 마십시오. 

10. 청소 시 감전 및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물기가 없는 마른 수건으로 청소하십시오. 

11. 제품 폐기 시 산업폐기물로 처리하십시오 

 

 

! 
CAUTION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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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History 
 

 

Date Description 

2014/7/7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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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결 구성 절차 

 

1.BLX6 보드 통신 설정 BLX6 보드 통신 속도 설정용 DIP 스위치를 조작합니다. 

 

2.랜케이블 연결 BLX6 보드와 PC를 랜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3.PC 네트워크 설정 PC의 IP 설정을 변경합니다. 

 

4.BLX6 네트워크 설정 모션마스터를 이용하여 BLX6 보드의 이더넷 설정을 구성합니다. 

 

5.모션마스터 통신 연결 BLX6 보드와 통신 연결합니다. 

 

6.연결확인 정상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11..  DDIIRREECCTT  연연결결  구구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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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LX6 통신설정 

BLX6 보드의 통신 속도를 설정합니다. 

<그림> 통신속도 설정용 딥스위치 

 
 

 

Ü QUICK START GUIDE 

BLX6 보드 통신 속도를 230.4K 로 설정합니다. 

  

115.2K
460.8K

230.4K
921.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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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케이블 연결 

아래 그림과 같이 랜케이블을 PC의 랜포트와 BLX6 보드 랜포트에 연결합니다. 

[그림] PC 와 Direct 연결 구성 

 

Ü QUICK START GUIDE 

기본 구성품인 랜케이블을 PC 와 BLX6 보드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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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PC 네트워크 설정 
 

Ü QUICK START GUIDE 

아래 그림 순서대로 진행하여 PC 의 IP 및 서브넷 마스크를 설정합니다. 

 <그림> 제어판> 

<그림> 제어판> 네트워크 및 인터넷 

<그림> 제어판>네트워크 및 인터넷>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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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로컬 영역 연결 상태 

<그림> 로컬 영역 연결 속성 

<그림> Internet Protocol Version 4(TCP/IPv4) 속성- IP 및 서브넷 마스크 설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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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BLX6 네트워크 설정 

1.5.1. 이더넷 설정화면 이동 

모션마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BLX6보드의 이더넷 설정을 구성합니다. 

<그림> 모션마스터 프로그램 이더넷 설정 화면 이동 

 

Ü QUICK START GUIDE 

1). 모션마스터 우측 화면 선택버튼에서 “CNC 구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2). CNC 구성 설정 화면 좌측 상단의 “이더넷”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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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이더넷 구성설정 

Ü QUICK START GUIDE 

아래 그림 순서대로 이더넷 연결을 구성합니다. 

<그림> 이더넷 연결구성 1-연결장치 찾기 

<그림> 이더넷 연결구성 2-모션마스터 방화벽 연결 허용 

<그림> 이더넷 연결구성 3-이더넷 통신속도 설정 

<그림> 이더넷 연결구성 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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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모션마스터 통신 연결 

<그림> 모션마스터 통신연결 

 

Ü QUICK START GUIDE 

1). 포트> ETHERNET 으로 선택합니다. 

2). 속도> 230400 으로 선택합니다. 

3). 열기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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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결 확인 

아래 그림은 모션마스터와 BLX6 보드가 정상 연결 되었을 때 입니다. 

<그림> BLX6 보드-이더넷 연결 확인 램프 

황색 램프 : 정상연결(점등), 연결 대기상태(점멸) 

녹색 램프 : 데이터 수신 모니터링 

 

아래 그림은 모션마스터에서 BLX6 보드와 정상 연결 시 나타나는 메시지 입니다. 

<그림> 모션마스터와 BLX6 보드 연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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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애 및 확인표 

장애 NO 확인 및 조치 

모션마스터에서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발생합

니다..

 
 

1 <전원 확인> 

오른쪽 그림과 같이 랜커넥터의 황색 램프가 점멸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황색 램프 : 정상연결(점등), 연결 대기상태(점멸)) 

점멸 상태가 아니라면 BLX6 보드의 전원을 확인하십시오. 

2 <Windows 방화벽 확인> 

백신 프로그램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중지합니다. 

“제어판>Windows 방화벽”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다시 시도해 봅니다. 

 

3 <PC의 IP 설정 확인> 

본서 1.3 절 PC 인터넷 설정 항목을 참고 합니다. 

4 <BLX6 보드의 IP 설정 확인> 

본서 1.4절 BLX6 이더넷 설정 항목을 참고 합니다. 

5 <랜 케이블 및 랜카드 확인> 

최근 대부분의 랜카드는 CROSS 케이블과 DIRECT 케이블을 자동 인식 합니다. 하지만 일부 오

래된 랜카드의 경우 자동인식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CROSS 랜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BLX6 보드의 기본 구성품인 랜케이블은 DIRECT 케이블입니다 

 

22..  장장애애  및및  확확인인표표  


	BLX6 이더넷 연결
	경고 및 주의 사항
	Document History
	TABLE OF CONTENTS
	1. DIRECT 연결 구성 
	1.1. 연결 구성 절차
	1.2. BLX6  통신설정
	1.3. 케이블 연결
	1.4. PC  네트워크 설정
	1.5. BLX6  네트워크 설정
	1.6. 모션마스터 통신 연결
	1.7. 연결 확인

	2. 장애 및 확인표 
	2.1. 장애 및 확인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