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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칸 모션보드의 동기축 기능을 소개합니다. 

 개요 

1.1. 개요 

본 서는 위칸 모션보드의 동기축 기능을 설명합니다. 

 

1.1.1. 동기 주축과 동기 보조축 

아래 그림과 같이 동기 주축과 동기 보조축이 있습니다.  

동기 보조축은 동기 주축을 따라 똑같이 움직입니다. 

 동기축의 모터 회전 방향 설정이 잘못될 경우 축비틀림 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작전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용하십시오 

 [그림-동기 주축과 동기 보조축] 

 

 

11..  개개요요  

동기 주축 동기 보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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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동기축 모터 회전방향 

아래 그림은 동기 주축과 동기 보조축의 모터 회전방향이 서로 다른 경우의 예시입니다. 

모터 방향 설정에 유의 하십시오. 

[그림-동기축 방향] 

 동기축의 모터 회전 방향 설정이 잘못될 경우 축비틀림 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작전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용하십시오 

  

동기 주축 동기 보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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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동기축 편차 교정 

아래 그림은 동기 주축과 동기 보조축 편차가 발생한 예시입니다. 

이 경우 동기축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림-동기축 편차 발생] 

 교정 이동 시 축비틀림 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작 전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용하십시오 

위칸 모션보드 동기축 기능의 교정방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1) 동기 보조축 조그이동 

2) 동기축 개별 원점복귀 

 

아래 그림과 같이 동기 주축과 보조축 모두 원점센서가 있을 경우 동기축 원점교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동기축 개별 원점복귀] 

 

원점 교정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기축 원점복귀를 완료합니다. 

2) 이후 보조축만 따로이 원점 복귀 동작됩니다. 

(원점 옵셋기능 적용가능) 

  

동기 주 동기 보조

동기 주축 동기 보조축 

보조축 

원점센서 

주축 

원점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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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칸 모션보드의 동기기능 지원버전 확인 방법을 살펴봅니다. 

 동기기능 지원 버전 확인 

2.1. 동기기능 지원 버전 확인 

모션마스터 동기축 기능은 모션 보드(엔진) 버전 2.05과 모션마스터 R13.366 버전 부터 적용 됩니다.  

(2020년 2월 이후 출고 제품) 

 

아래 그림과 같이 모션마스터 버전 및 모션보드 엔진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모션마스터 모니터링 화면-버전 확인] 

 

모션마스터 버전:R13.369 

 

 

 

 

 

 

 

 

 

 

 

 

모션 보드(엔진) 버전: V2.05 

 

 

  

22..  동동기기기기능능  지지원원  버버전전  확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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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칸 모션보드의 축매핑 설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위칸 모션보드 축 명칭 

 CNC 축 매핑 

 주의사항 

3.1. 위칸 모션보드 축 명칭 

3.1.1. 위칸 모션보드 축 명칭 : X, Y, Z, U, V, S1 

일반적인 모션보드는 제1축, 제2축, … 의 형태로 많이 규정됩니다. 

위칸모션보드는 X, Y, Z, U, V, W, S1의 제어축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제품별 위칸 모션보드 축명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품명 위칸모션보드 제어축 명칭 

 

[MX6]  

6축모션보드 

 

 

[BLX6] 

6축 모션보드  

 

[CLX4] 

4축 모션보드 
 

33..  모모션션보보드드  축축매매핑핑((AAxxiiss  MMaappppiinngg))  



3. 모션보드 축매핑(Axis Mapping)   3.2.  CNC 축 매핑 

9 

모션마스터 동기축 제어기능 설정 및 교정기능 사용법 

 

[TRX4B] 

4축 스텝모션보드 

 

3.2. CNC 축 매핑 

3.2.1. CNC 축 명칭: X, Y, Z , A, B, C, S 

모션마스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XYZ의 직교좌표계(Cartesian Coordinate System) 속에서 모션동작을 제어하게 

됩니다.  

실제 최대 6개의 좌표시스템으로써 일반적으로 X,Y,Z 위치3좌표와 A,B,C 방향3좌표로 구성되어 집니다.  

이들 실세계좌표계시스템은 모션보드의 특정 제어축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션보드와 CNC 좌표계 시스템의 축을 맵핑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6 축 이하 제품에서는 W 축과 S2 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션보드의 X축(혹은 제1축)을 CNC좌표계시스템의 X축으로 맵핑하고  

모션보드의 Y축(혹은 제1축)을 CNC좌표계시스템의 Y축으로 순서적인 맵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맵핑방식은 아래의 CNC구성화면 그림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축은 DISABLE로 선택합니다. 

(단지 이동축이 아닌 회전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스핀들축에 대한 맵핑은 특별하게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스핀들 축에 대한 맵핑과 동작설정은 모션마스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모션마스터>CNC 구성>모션보드 축매핑 설정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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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의사항(CNC 구성) 

동기 주축과 보조축의 CNC 구성설정 시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동기축들의 기본설정(위치,속도등)은 모두 동일하도록 권장합니다. 

 특히 1 펄스 이동량은 반드시 동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펄스단위 이동량이 다를 경우 축비틀림 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다른축에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Y축 설정을 S1축으로 복사하는 예시입니다. 

[그림-모션마스터 CNC 구성>축별 설정 다른축에 복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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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칸 모션보드 동기축 설정과 조그이동교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모터 회전 방향 설정 

 동기 보조축 설정 

 조그이동 교정 

4.1. 모터 회전 방향 설정 

4.1.1. 동일한 모터 회전 방향 

아래 그림은 동기 주축과 동기 보조축의 회전방향이 동일한 경우 입니다. 

 [그림-동기 주축과 동기 보조축] 

1펄스 방식(Pulse/Dir)일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Dir 옵션 설정을 통해 방향이 전환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회전방향일경우 주축과 보조축의 방향설정을  

일치하도록 설정 하십시오. 

 

 

 

 

2펄스 방식일 경우 방향 전환은 모터 드라이버 설정 또는 신호배선을 통해 방향을 전환 할 수 있습니다. 

 동기축의 모터 회전 방향 설정이 잘못될 경우 축비틀림 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작전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용하십시오 

  

44..  동동기기축축  설설정정  및및  조조그그이이동동  교교정정  

동기 주축 동기 보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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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서로 다른 모터 회전 방향 

아래 그림은 동기 주축과 동기 보조축의 모터 회전방향이 서로 다른 경우의 예시입니다. 

모터 방향 설정에 유의 하십시오. 

[그림-동기축 방향] 

 

1) 1펄스 방식(Pulse/Dir) 방향전환 

Dir 옵션 설정을 통해 방향이 전환 됩니다. 

서로 다른 회전방향일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주축과 보조축의 방향설정에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 

 

 

 

 

 

 

 

 

2) 2펄스 방식(CW/CCW) 방향전환 

모터 드라이버 설정 또는 펄스 신호배선 변경(CWCCW)을 통해 방향 전환 할 수 있습니다. 

 동기축의 모터 회전 방향 설정이 잘못될 경우 축비틀림 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작전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용하십시오 

 

  

동기 주축 동기 보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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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동기 보조축 설정 

4.2.1. 보조축 설정 

모션마스터 CNC구성>축별 위치정보 설정>“마스터축=” 옵션 설정을 통해 보조축을 설정합니다. 

따라다닐(=똑같이 움직일) 마스터 축을 지정하여 보조축 기능을 사용합니다. 

 

아래 그림의 경우 CNC A축의 마스터축을 Y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A축은 Y축을 따라다니는 동기 보조축으로 동작합니다. 

  [그림-모션마스터 CNC 구성>축별 설정>마스터축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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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동기축 Y 지정 예시 

CNC Y축을 동기축으로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마스터 축=” 옵션을 지정합니다. 

CLX4 사용 시 Y축과 동기축은 모션보드 S1 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축 모션보드 Y 동기축 설정 예시 

CNC 축 X축 Y축 Z축 A축 B축 C축 

모션보드 축 X Y Z S1 Disable Disable 

마스터 축 Disable Disable Disable Y Disable Disable 

 

4.2.3. 동기축 X/Y/Z 지정 예시 

CNC X/Y/Z축을 동기축으로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마스터 축=” 옵션을 지정합니다. 

X축과 동기축은 모션보드 U 축이 됩니다.  

Y축과 동기축은 모션보드 V 축이 됩니다. 

Z축과 동기축은 모션보드 S1 축이 됩니다.  

 6 축 모션보드 X/Y/Z 동기축 설정 예시 

CNC 축 X축 Y축 Z축 A축 B축 C축 

모션보드 축 X Y Z U V S1 

마스터 축 Disable Disable Disable X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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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동기축 조그 이동교정 

아래 그림과 같이 동기축 편차 발생 시 조그로 보조축 이동 동작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그림-보조축 조그 이동] 

           

[그림-모션마스터 조그화면] 

모션마스터 조그 화면입니다. 

 

동기 주축 : Y축 (이동 시 보조축과 함께 동시에 이동됩니다.) 

동기 보조축: A축 (기본 비활성 상태입니다.  버튼을 눌러 활성화 합니다.) 

 

이제 보조축 이동버튼(A-/A+)을 사용하여 교정 할 수 있습니다. 

(스텝/연속 옵션을 사용하여 이동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그 사용시 이동속도 설정에 주의하십시오. 

 조그 사용시 이동방향에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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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축이 개별 원점센서를 가질 경우 원점복귀 교정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기축 원점복귀 교정을 위한 설정과 교정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동기축 원점복귀 교정 설정 

 동기축 원점복귀 교정 실행 

5.1. 동기축 원점복귀 교정 설정 

5.1.1. 원점복귀 교정 동작 

[그림-동기축 원점복귀 센서 설치] 

 

 

 

 

그림과 같이 원점 센서를 동기 주축과 보조축에 각각 설치 한 경우  

동기축 원점복귀 교정 기능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1) 교정 동작 시작 

    

 

 

 

 

편차 교정을 위한 동기축 원점복귀를 시작합니다. 

동기 주축 홈 센서를 향해 원점복귀 동작을 실행합니다. 

  

55..  동동기기축축  원원점점복복귀귀  교교정정  

동기 주축 동기 보조축 

원점센서 원점센서 

동기 주축 동기 보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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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기축 원점복귀 완료 

 

 

 

 

동기축 원점복귀가 완료 되었습니다. 

 

 

 

 

 

 

 

 

 

 

3) 보조축 원점복귀 시작 

 

 

 

동기 보조축 홈 센서를 향해 보조축의 원점복귀 동작을 실행합니다. 

 

 

 

 

 

 

 

 

 

 

4) 보조축 원점복귀 완료 

 

동기 보조축의 원점복귀가 완료 되었습니다. 

동기 주축과 동기 보조축 홈 센서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동기 보조축의 오프셋 이동 기능을 사용합니다. 

(설정방법은 5.1.3 동기교정 설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셋 이동량 사용시 동작 방향(+/-)에 주의하십시오. 

 방향이 다를 경우 축비틀림 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기 주축 동기 보조축 

동기 주축 동기 보조축 

동기 주축 동기 보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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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조축 오프셋 이동 

 

 

 

동기 보조축의 오프셋 이동동작을 실행합니다. 

 

 

 

 

 

 

 

 

 

 

 

 

6) 교정 완료 

 

 

 

 

교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동기 주축 동기 보조축 

동기 주축 동기 보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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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원점복귀 동작 방향 설정 

 동기 주축과 보조축의 원점복귀 동작 방향은 반드시 동일하게 설정하십시오. 

방향이 다를 경우 축비틀림 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아래 그림과 같이  옵션을 통해 원점 복귀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림-모션마스터-엔진구성>동기 주축(Y) 설정 화면] 

 

[그림-모션마스터-엔진구성>동기 보조축(A) 설정 화면] 

 

>엔진구성>원점복귀 동작설정>동작 방향 반전 옵션 

 : 원점복귀 탐색동작 방향(-) 

 : 원점복귀 탐색동작 방향(+) 

 

>엔진구성>원점복귀 동작설정>동작모드 

모드0 : 홈센서 회귀방식 

모드1 : 엔코더 Z상을 지원하는 홈센서 회귀방식 

모드2 : 즉시정지방식 

 홈 동작모드의 엔코더 Z 상 지원방식 사용 시  

주축 [모드 1], 보조축 [모드 0] 사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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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원점복귀 동기교정 설정 

모션마스터 CNC 구성설정의 동기교정 설정으로 교정동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교정동작사용을 위한 설정예시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NC구성>A축 구성> 

모션보드축=S1 

마스터축=Y (따라다닐 축) 

옵셋이동량=1mm 

동기교정=체크(활성화) 

 [그림-모션마스터-CNC 구성>보조축(A 축) 설정] 

 

위 설정적용 시 동작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정동작 실행을 위해 

CNC운전화면 Y축 홈버튼을 클릭하면 

 1) Y축 동기축 원점복귀 

 2) A축 원점복귀 동작(동기 보조축) 

 3) 옵셋이동량 1mm 이동 후 원점복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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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동기축 원점복귀 교정 실행 

5.2.1. 교정 실행 

 [그림-모션마스터-동기교정 원점복귀 실행] 

동기 Y축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동기교정 홈 동작이 실행 됩니다. 

 

 

 주의) ALL HOME( ) 동작 시 보조축 홈 교정 동작은  

 실행 되지 않습니다. 

  

 

 

 

 

 

 

 

아래 그림은 차례로  

1)편차 발생, 2)동기축 원점복귀, 3)보조축 개별 원점복귀, 4)교정 완료 상태 예시입니다. 

 [그림-원점복귀 교정 동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