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그래픽 오퍼레이션 터미널
시리즈

지금, 요구되는 해결책은...연계 능력!

Windows® 7 대응

작업 중의
"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
"이러한 일을 알고 싶다!"의 질문도
GOT1000의 충실한 기능을
활용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실현 가능.

다양한 미쓰비시 FA 기기를
GOT1000과 연계하여
디버그나 프로그래밍 등의
작업 효율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솔루션 제공.

현장이 요구하는 해결책이 있다. 다양한 FA 기기와의 연계 성능이 있다.
비용 절감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

GOT1000이라고 하는 탁월한 경쟁력!
장치 기동 시간 극대화, Down time 최소화.
GOT1000은 이 "시간"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하여
표시기를 초월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기만 가능한 원터치 조작성ㆍ기능성에 추가하여
PLC, 인버터, 모션, CNC 제어는 물론,
로봇, 비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FA 기기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요구하는 충실한 기능을 뛰어난 화면에 나타내어,
더 진보된 생산성, 작업성을 추구합니다.

현장은 GOT로 진화한다.

신속한 트러블 대응! 설비 설계의 간이화!
생산 현장의 각종 과제 해결! 대응책은 바로 GOT1000.

갑작스러운 에러에 대한 대응, GOT. 현장에서 신속하게 트러블 슈팅.

조작반과 제어반이 떨어져 있어도, GOT1000만 있으면 디버그도 안심!
기존

기존
이상 표시등 점등

원터치 래더 점프 기능
「장치 이상」이나 「비상 정지」 등의 원인을 원터치로 확인.
장치의 Down time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에러 발생!

상세한 설명은

이상
발생 중

〈장치의 ST2에 이상 발생〉

로.

화면을 몇차례 터치하는 것만으로,
이상 원인 검색 가능!

사무실에서
PC나 래더
회로도를 가져올
필요 없음!

조작반과 제어반이 다른 층에 설치되어 있
는 경우, 디버그 작업을 위해서는 다수의
작업자가 필요했었다.
제어반

기계의 동작을
확인할 수 없으므
로 디버그 작업이
힘들다ㆍㆍㆍ

전기실
(정상)

(이상)

PC를 접속한
상태에서도 터치
패널 조작 가능.
GOT와 PLC의
디버그가 한번에
가능하므로 효율적!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GOT를 이용하여 PLC와 PC를 접속하면,
기계를 보면서 디버그 작업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설명은

로.

제어반

전기실

이상 표시등 Y10
이상 발생 중
원인
검색

어째서 이상이
발생한거지?

점프할 코일 Y10으로
설정된 터치 스위치

터치

이상 발생 시 「원인 검색 터치 스위치」를
터치하면 자동으로 래더 모니터 화면 기동.

LS 이상

ST1 이상
이상 표시등
표시

처리 방법은?
원인은
무엇일까?

ST2 이상

장치 플로어

〈코일 M20의 래더 블록 표시〉

〈Y10을 포함한 래더 블록 표시〉

ST2 이상
공기 압력 이상
유압 이상

ON 되어 있는 A접점
(M20)을 터치(코일
검색 기능)

유압 이상(M33)의
ON 유무로 이상
발생 판정!

프로그램의
변경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기계의 동작이
올바른지를 알
수 없다ㆍㆍㆍ

터치

간단한 래더 프로그램은 GOT에서 즉시 수정. PC가 불필요하므로 설치 비용 및 복구 시간 대폭 단축!
기존
센서
오작동!

운전 화면
운전
기 동 램프
정지

장치 플로어

운전 화면
운전
기 동 램프
정지

GOT에 접속한
PC에서 PLC를
디버그.

조작반
조작반

GOT에서 프로그램을 백업. 만일의 PLC 고장 시도 안심!
기존

제품이 통과하고 있지 않은데ㆍ
ㆍ
ㆍ

래더 편집 기능
일부의 래더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것이라면,
간단히 터치하기만 하면 신속하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설명은

로.

래더 모니터 기능으로 확인

PC가 불필요하므로,
신속하게 수정 작업
완료!

백업/복구 기능
창고

PC를 사용하지 않고도 GOT만 있으면,
시퀀스 프로그램의 저장/쓰기가 가능합니다.
창고에
PC를 가지러
가야 한다!

센서

센서

사무실

상세한 설명은

로.

CPU 교환

PC나 프로그램을
찾거나 가지러 갈
필요가 없으므로,
복구 시간을 대폭
감축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PC를 가지러
가야 한다!

디바이스 번호가
잘못되어 있었다.
래더 입력

곧바로 래더 프
로그램을 수정
하지 않으면ㆍ
ㆍ
ㆍ

수정
복구

X10→X20으로 디바이스 번호 수정.

하지만,
PC가 없으면
수정할 수
없는데ㆍ
ㆍ
ㆍ
센서

PLC 고장!

PLC의
배터리 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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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프로그램을
GOT에 저장해
두면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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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 화면에서 매뉴얼을 확인하면서 신속하게 트러블에 대응.
기존

신속한 제품 불량 원인 규명. 트러블 시의 생산 로스 최소화!
기존

이상 표시등 점등

문서 표시 기능/동영상 매뉴얼 재생
매뉴얼 등 필요한 문서를 GOT에 저장하여,
간단한 조작만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러 발생!
에러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매뉴얼이라
작업 순서 확인 용이!

작업자 인증 기능＋조작 로그 기능

제품 불량
발생!

작업자 정보와 함께 조작 기록을 CF 카드에 저장하여,
트러블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습니다.

제품A
나사 조임 토크 설정

로.

상세한 설명은

토크1

당황하지 않아도 돼!
GOT에서 쉽게
원인 규명.

A씨가 잘못된 데이터를 설정한
것으로 판정.

로.

토크2

에러 발생!
알람 표시 화면
터치 스위치에
문서나 동영상
파일을 직접 지정!

매뉴얼

문서 검토 시에
페이지 이동,
스크롤이 가능하므로
열람도 간편!

제품 불량의
원인은 무엇?
이력 체크 화면

에러
B110이란?
에러의 처리
방법이 기재된
매뉴얼 표시!

매뉴얼은
어디에?

처리 방법은?

●생산 정보나 근무 관리표에서 작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제품 A

●또한, 작업자에게 조작 내용을 물어도
대답이 애매하다.

제품 C

이 시간에는
누가?
어떤 조작을?

제품 B

알람
데이터 표시
조작 로그
표시

그런 것
생각나지
않아ㆍ
ㆍ
ㆍ

잘못된 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전 담당자에게
연락은 어떻게?
＜동영상 파일 재생＞

＜문서 표시＞

GOT에서 생산 라인의 운전 모습을 녹화ㆍ재생. 선명한 화상으로 트러블 원인 해석!
기존

콤팩트 타입도 준비! 공간 절약형이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기존

멀티미디어 기능
기계의 트러블로
라인 정지!

작업자 정보를
포함한 조작 로그
표시ㆍ분석!

하드 스위치나 램프는
제어반의 공간을 차지한다.

생산 라인의 상황을 녹화한 화면을 확인하여
이상 요인을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로.

모델
소형의 장치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GOT1000의 소형 타입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로.

알람 표시 화면

동영상 검색

그렇군!
원인은 이것이다!

GOT에 비디오 카메라를 장착
하여, 트러블 발생 전후의 생산
라인 녹화.

그대로 GOT에서 재생.

알람 표시 화면에서 간단 재생.
고화질의 VGA 크기로 녹화/재생!

〈트러블 발생 전후 120초의 영상 녹화〉
초후

초전

또 기계가 멈추었다ㆍ
ㆍ
ㆍ
이 라인은 무인이기
때문에, 트러블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ㆍ
ㆍ
ㆍ

콤팩트!
사용 용이!
배선 절감!
작업 시간 감축!

사양이 변경되었을 때,
레이아웃 변경이나 배선 작업도 큰 일.

직감적인 조작 실현. 기계 상태에 따라
3색의 백라이트 점등.

트러블 발생

녹색 주황 빨강 의 3색 표시 모델

세로 표시도 가능하므로,
수직 타입의 기계에도 간편하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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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분홍 빨강 의 3색 표시 모델도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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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FA 기기를 GOT1000과 연계하여 실현 불가능했던 영역까지 실현 가능.
PLC의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장치 제어를 그대로 표현.
표시기에서 PLC의 프로그램은 모니터할 수 없는 거야?
래더 모니터 기능ㆍ래더 편집 기능

자세한 사항은

로.

시퀀스 프로그램을 회로도(래더 형식)에서 모니터할 수 있습
니다.

현장에서 트러블의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은 없는 거야?

범용 PLC

원터치 래더 점프 기능

터치 스위치에 설정된 코일의
래더 블록 표시.

제어반을 열지 않고 프로그램을
디버그할 수 없는 거야?
자세한 사항은

GOT와 PC를 접속하면, GOT를 경유
하여 GX Works2ㆍGX LogViewer
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기동ㆍ
조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어반
을 열거나 케이블을 연결하는 시간을
적약할 수 있습니다.
(GT10은 뒷면의 인터페이스로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로.

시스템 모니터 기능

자세한 사항은

인텔리전트 모듈 모니터 기능
GX Works2
GX LogViewer 등

복구

시퀀스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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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더 편집 기능

자세한 사항은

로.

Q 시리즈(Q 모드)ㆍL 시리즈의 시퀀스 프로그램을 회로도
(래더 형식)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하고자 하는 부분을 터치
하면 래더 입력 윈도우 표시.

자세한 사항은

으로.

래더 기호 : b접점→a접점
디바이스 : M422→M200으로 변경.

원터치로 래더 모니터
또는 래더 편집 화면으로 점프

버퍼메모리값이나 I/O 정보를 모니터ㆍ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모니터 기능

자세한 사항은

으로.

네트워크의 회선 상태를 전용 화면에서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모듈의 LED, 에러 상태 등을 GO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

시퀀스 프로그램이나 파라미터 등의 데이터를 GOT의 CF
카드ㆍUSB 메모리에 백업하여, 필요에 따라 PLC에 일괄로
복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백업해 두면ㆍㆍㆍ.
CPU 교환

로.

PLC의 디바이스를 모니터ㆍ변경할 수 있습니다.

MELSEC-L 트러블슈팅 기능

CF
카드 등

Q 시리즈(Q 모드)의 S F C 프로그램(MELSAP3ㆍ
MELSAP-L)을 SFC도 형식으로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으로.

네트워크 모듈 상태 표시

자세한 사항은

로.

PLC 상태나 에러를 곧바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 거야?

곧바로 PLC를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백업/복구 기능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간단한 래더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싶은데, PC 없이는 불가능한 거야?

터치 스위치에 PLC의 프로그램명과 코일 번호를 설정하여,
해당하는 코일의 래더 블록을 직접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알람 화면에서 쉽게 트러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동에서 보수까지 모든 화면을 표시기에!

FA 트랜스 페어런트 기능

Q/L/QnA 래더 모니터,
래더 편집 기능 사용 시

SFC 모니터 기능

L 시리즈 전용 보전
용 화면을 탑재하여,
PC가 없어도 CPU
상태ㆍ에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
니다.
또한, 트러블 발생 시
는 래더 모니터 등의
화면으로 점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으로.

MELSEC-L 시리즈나 고속 데이터
로거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수집된 로그는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야?
로그 뷰어 기능
L 시리즈ㆍ고속 데이
터 로거 모듈에서 수
집된 로깅 데이터를
GOT에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으로.

계장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계장 감시 시스템을 간편하게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GOT1000을 활용하여 계장 시스템을 구축

자세한 사항은

로.

PX Developer에서 GOT
용 계장 감시 화면을 자동
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 생성한 데이터는
GOT(현장)와 GT
SoftGOT1000(감시실)에
서 유용할 수 있으므로 감
시 화면을 효과적으로 작
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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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컨트롤러의 시작ㆍ트러블 발생 시!

구동 제어를 더욱 쉽게!

모션 컨트롤러의
서보 파라미터는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거야?
Q 모션 모니터 기능

자세한 사항은

표시기에서 모션 SFC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없는 거야?
모션 SFC 모니터 기능

로.

GOT에서 모션 컨트롤러(Q 시리즈)의 모니터ㆍ서보 파라미
터 변경ㆍ에러 표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로.

모션 컨트롤러(Q 시리즈)의 SFC 프로그램을 SFC도 형식으
로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일괄 모니터나 활성 스
텝 리스트 등의 일람 표시로 전체의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범용 AC 서보

상세 프로그램 윈도우

기동에서 보수까지 모든 분야에!

제어반을 열지 않고 프로그램을
디버그할 수 없는 거야?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자세한 사항은

로.

MT Works2
GX Works2 등

GOT와 PC를 접속하면, GOT를 경유하여 MT Works2ㆍGX
Works2ㆍGX Configurator-QPㆍMR Configurator2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기동ㆍ조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어반을 열거나 케이블을 연결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
니다.

모션 컨트롤러의 디바이스를
곧바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 거야?

백업/복구 기능

곧바로 모션 컨트롤러를
복구시키는 방법은 없는 거야?

모션 컨트롤러(Q 시리즈)의 프로그램이나 파라미터 등의 데
이터를 GOT의 CF 카드ㆍUSB 메모리에 백업하여, 필요에
따라 모션 컨트롤러에 일괄로 복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모니터 기능

자세한 사항은

으로.

모션 컨트롤러의 디바이스를 모니터ㆍ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용 방법도 가능합니다!

위치결정 모듈에서 트러블 발생…
곧바로 에러를 확인할 수 없는 거야?
자세한 사항은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과 조합하여 위치결정 모듈을 효과
적으로 디버그 할 수 있습니다. 위치결정 모듈의 이상 시는
GOT만으로 이상 내용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으로.

QD75MH 등의 버퍼메모리값이나 I/O 정보를 모니터ㆍ변경
할 수 있습니다.

위치결정 모듈의 축별 상태나
파라미터, 입출력 정보 등을 모니터
(인텔리전트 모듈 모니터 기능)

서보 앰프 상태를 더욱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 거야?
서보 앰프 모니터 기능

자세한 사항은

위치결정용 시퀀스
프로그램을 모니터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로.

펄스열 출력에 의한 시스템의 경우, GOT를 시리얼로 서보
앰프에 접속하여 서보 앰프의 모니터ㆍ알람 표시ㆍ진단ㆍ파
라미터 설정ㆍ테스트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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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위치결정 모듈의 시작ㆍ트러블 발생 시!

인텔리전트 모듈 모니터 기능

서보 앰프와 GOT의 접속 시!

자세한 사항은

조작반

11

라인 가동 중의 조작 시!

인버터 제어를 더욱 간편하게!

인버터 상태는 표시기에서
모니터할 수 없는 거야?
GT16 운전 화면 예

범용 인버터

작업자가 확인하기 쉽게 표시
GOT에서 운전 지령이나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GT1020/GT1030은 화면 마다 3색의 백라이트를 전환할
수 있으므로, 작업자가 확인하기 쉽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GT1020 파라미터 화면 예

GT1030 운전 화면 예

장치의 기동ㆍ설정 시!

인버터를 쉽게 접속하는
방법은 없는 거야?

인버터의 파라미터는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거야?

제어반을 열지 않고 프로그램을
디버그 할 수 없는 거야?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인버터 직접 접속
GOT에 인버터를 최장 500m, 최대 31대까지 접속할 수 있
습니다.
FREQROL-F700P/F700PJ는 GOT 접속용 통신 파라미터
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접속이 간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로.

GOT와 PC를 접속하면, GOT를 경유하여 FR Configurator
에서 기동ㆍ조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어반을 열거나
케이블을 연결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샘플 화면
각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는 샘플 작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샘플 작화 데이터는 MELFANSweb에서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T10 모델

최장 500m
최대 31대

12

RS-485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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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분야에!

로봇 제어를 더욱 빠르게!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샘플 화면

로봇의 동작 데이터는
더욱 쉽게 설정할 수 없는 거야?

로봇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도 로봇의 조작이나 현재 위
치 모니터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샘플 작화 데이터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샘플 작화 데이터는 MELFANSweb에서 무상
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로봇 조그ㆍ핸드 조작 화면

로봇 오퍼레이션 패널 화면

로봇 현재 위치 모니터 화면
조작 예 동영상 표시

시스템ㆍ설비를 설계하는 분야에!
매뉴얼 표시

티칭 박스와 설정용
PC…하나로 불가능한 거야?

로봇의
상태를
즉시 확인!

GOT에서 조작ㆍ보수 가능
●로봇 조작 화면
●로봇 현재 위치 모니터 화면
●부하율/전류값 표시 화면
●메인터넌스 예보 화면

생산 현장에서의 조작/보수 작업을 GOT로 일원화

로봇 내부 정보(데이터)
에러 정보/변수 정보/프로그램 정보/
로봇 정보(현재 속도/도달율 etc.)/
메인터넌스 정보(배터리 잔량/윤활유 잔여 시간 etc.)/
서보 모터(부하율/전류값 etc.)

수동

제어반을 열지 않고 프로그램을
디버그 할 수 없는 거야?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자세한 사항은

로봇 매뉴얼 메뉴 화면

로봇 컨트롤러의 디바이스를
곧바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 거야?
로.

GOT와 PC를 접속하면, GOT를 경유
하여 RT ToolBox2에서의 기동ㆍ조
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어반을
열거나 케이블을 연결하는 시간을 절
약할 수 있습니다.

패널 조작 집약

수동

로봇 메인터넌스 예보 화면

로봇 부하율/전류값 모니터 화면

티칭 박스가 없어도 GOT에서 로봇의 조작이나 현재 위치
데이터ㆍ에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널 조작을
GOT에 집약하여 조작/보수 작업을 효율화합니다.

시스템 모니터 기능

자세한 사항은

으로.

로봇 컨트롤러의 디바이스를 모니터ㆍ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자동

로봇 컨트롤러

티칭 박스

PC 지원 소프트웨어

만일의 트러블 발생 시!

곧바로 로봇 컨트롤러를
복구시키는 방법은 없는 거야?

CF
카드 등

백업해 두면ㆍㆍㆍ.

CPU 교환

백업/복구 기능

자세한 사항은

로.

복구

GOT에서 로봇 데이터를 GOT의 CF 카드ㆍUSB 메모리에
백업하여, 필요에 따라 로봇 컨트롤러에 복구가 가능합니다.
로봇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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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제어반을 열지 않고 프로그램을
디버그 할 수 없는 거야?

수치 제어를 더욱 간편하게!

자세한 사항은

로.

GOT와 PC를 접속하면, GOT를 경
유하여 NC Configurator에서 프로
그램을 작성하거나 기동ㆍ조정 작업
을 할 수 있습니다. 제어반을 열거나
케이블을 연결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
래더 편집 기능

표시기에서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 거야?

PC가 없어도 간편하게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없는 거야?

현장에서 트러블의 원인 규명을
하는 방법은 없는 거야?

CNC의 파라미터는
더욱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거야?
CNC 모니터 기능

자세한 사항은

로.

CNC C70ㆍMELDAS C6/C64의 디바이스를 모니터ㆍ변경
할 수 있습니다.

원터치 래더 점프 기능

CNC 데이터 입출력 기능

로.

터치 스위치에 CNC C70의 시퀀스 프로그램명과 코일 번호
를 설정하여, 해당하는 코일의 래더 블록을 직접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알람 화면에서 간편하게 트러블에 대응할 수 있습
니다.

C70의 가공 프로그램을
더욱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거야?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로.

CNC C70ㆍMELDAS C6/C64의 시퀀스 프로그램을 회로도
(래더 형식)에서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수치 제어 장치

기동에서 보수까지 모든 분야에!

자세한 사항은

래더 모니터 기능

자세한 사항은

로.

CNC C70의 시퀀스 프로그램을 회로도(래더 형식)에서 편
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하고자 하는 부분을 터치하면
래더 입력 윈도우 표시.

터치 스위치에 설정된 코일의
래더 블록 표시.

로.

GOT의 CF 카드ㆍUSB 메모리에서 CNC C70에 또는 CNC
C70에서 GOT의 CF 카드ㆍUSB 메모리에 가공 프로그램이
나 파라미터 등의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
터의 삭제도 가능합니다.
래더 기호 : b접점→a접점
디바이스 : M422→M200으로 변경.

원터치로 래더 모니터
또는 래더 편집 화면으로 점프

만일의 트러블 발생 시!

곧바로 C70을
복구시키는 방법은 없는 거야?

CF
카드 등

백업해 두면ㆍㆍㆍ.

CPU 교환

백업/복구 기능

디바이스값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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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모니터 기능

자세한 사항은

으로.

CNC C70ㆍMELDAS C6/C64의 모니터ㆍ파라미터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로.

CNC C70의 가공 프로그램이나 파라미터 등의 데이터를
GOT의 CF 카드ㆍUSB 메모리에 백업하여, 필요에 따라
CNC C70에 일괄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복구

가공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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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분야에!

비전 시스템을 더욱 자유롭게 구축!

비전 파라미터는 표시기에서
변경할 수 없는 거야?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샘플 화면
위치결정ㆍ검사ㆍ문자 읽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샘플
작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샘플 작화 데이터는
MELFANSweb에서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치결정 계측 화면]

[검사 실행 화면]

[ID 코드 읽기 화면]

In-Sight EZ에서 검출한 워크의 위치ㆍ자세
및 검출의 성공/실패를 표시합니다. 또한, 워
크 검출한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In-Sight EZ에서의 워크의 검사 결과를 표시
합니다. 또한, 워크 검출한 값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In-Sight EZ에서의 ID 코드 읽기 결과를 표시
합니다. 또한, 읽기 모드(읽기/대조 및 대조 시
의 문자열 변경)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전 시스템

IN -SIGH T EZ
시스템ㆍ설비를 설계하는 분야에!

비전용 모니터와 장치용
모니터…하나로 불가능한 거야?

In-Sight EZ의 처리 결과를 GOT에서 표시
GOT에서는 In-Sight EZ 그리고 PLC와 Ethernet으로 접속
하여, GOT에서 In-Sight EZ의 처리 결과를 표시하거나 파
라미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GT16의 경우에는
Ethernet 포트를 표준으로 내장하고 있으므로 시스템 구축
도 간편합니다.

라인 현황의 모니터 실행 시!

현장에서 비전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취급하는 방법은 없는 거야?

In-Sight EZ의 비전 애플리케이션을 GOT에서 표시
COGNEX의 VisionView VGA와 GOT를 접속하여 In-Sight
EZ의 비전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PLC
등의 접속 기기를 모니터하면서 필요에 따라 비전 애플리케
이션 화면으로 전환하여 라이브 이미지를 표시하거나 터치
조작에 의해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In-Sight EZ의 처리 결과

파라미터 변경

In-Sight EZ의 이미지 표시
RGB 입력 기능

PC 리모트 조작 기능(시리얼)
GOT와 DataMan으로 직접 데이터 통신하는
경우, RS-232로 접속됩니다.(Ethernet은
접속할 수 없습니다.)

COGNEX사의 다른 제품은
접속할 수 없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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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COGNEX사 제품과 접속

RGB 입력 모듈이 필요합니다.

GOT와 DataMan으로 직접 데이터 통신하는 경우,
RS-232로 접속됩니다.(Ethernet은 접속할 수 없습니다.)

GOT는 In-Sight 비전 시스템이나 DataMan 바코드 리더와
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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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4개 모델로 라인 업을 확장시킨 GOT1000.
인치형

인치형

인치형

인치형

인치형

인치형 핸디

Ethernet 등 다양한 통신/기능을
올인원.

(고휘도ㆍ넓은 시야각)
AC 타입

(고휘도ㆍ넓은 시야각)
DC 타입

해상도:800×600 표시색:65536색
멀티 미디어ㆍ비디오/RGB 대응

(고휘도ㆍ넓은 시야각)
AC 타입

멀티미디어 비디오 RGB

네트워크

버스

시리얼

(고휘도ㆍ넓은 시야각)
DC 타입

해상도:1024×768 표시색:65536색
멀티 미디어ㆍ비디오/RGB 대응

AC 타입

DC 타입

해상도:640×480 표시색:4096색

AC 타입

DC 타입

해상도:640×480 표시색:16색

(고휘도ㆍ넓은 시야각)

(고휘도ㆍ넓은 시야각)
DC 타입

해상도:640×480 표시색:65536색
멀티 미디어ㆍ비디오/RGB 대응

인치형

AC 타입

해상도:800×600 표시색:65536색
멀티 미디어ㆍ비디오/RGB 대응

(고휘도ㆍ넓은 시야각)
DC 타입

해상도:800×600 표시색:65536색
멀티 미디어ㆍ비디오/RGB 대응

인치형

AC 타입

AC 타입

DC 타입

해상도:640×480 표시색:16색

DC 타입

해상도:640×480 표시색:65536색
멀티 미디어ㆍ비디오/RGB 대응

인치형

DC 타입

해상도:640×480 표시색:65536색

인치형

(고휘도ㆍ넓은 시야각)
해상도:640×480 표시색:65536색

인치형

네트워크는 물론 단독 장치로도
폭넓은 활용 범위.
(고휘도ㆍ넓은 시야각)
AC 타입

DC 타입

해상도:640×480 표시색:65536색

(고휘도ㆍ넓은 시야각)
AC 타입

AC 타입

해상도:640×480 표시색:256색

(고휘도ㆍ넓은 시야각)

멀티미디어 비디오 RGB

네트워크

버스

시리얼

AC 타입

(고휘도ㆍ넓은 시야각)
DC 타입

해상도:1024×768 표시색:65536색

AC 타입

DC 타입

해상도:640×480 표시색:65536색

(고휘도ㆍ넓은 시야각)
DC 타입

해상도:800×600 표시색:65536색

AC 타입

(고휘도ㆍ넓은 시야각)
DC 타입

해상도:800×600 표시색:65536색

AC 타입

DC 타입

해상도:640×480 표시색:16색

AC 타입

인치형

단독 장치로 기본 기능에 충실.

버스

인치형

Ethernet 탑재
STAND ALONE

DC 타입

네트워크

DC 타입

해상도:320×240 표시색:4096색

인치형 핸디

인치형

멀티미디어 비디오 RGB

DC 타입

해상도:320×240 표시색:65536색

DC 타입

해상도:640×480 표시색:16색

시리얼

핸디

DC 타입

버스 접속

DC 타입

해상도:320×240 표시색:256색

DC 타입

핸디

버스 접속

해상도:320×240 표시색:모노크롬16단계조절

DC 타입

해상도:320×240 표시색:256색

이더넷

DC 타입

해상도:320×240 표시색:모노크롬16단계조절

인치형

인치형

시리얼

AC 타입 DC 타입

해상도:640×480 표시색:256색

인치형

AC 타입 DC 타입

해상도:640×480 표시색:256색

인치형

표시기의 기능성을 함축.

(높은 콘트라스트)
DC24V 타입

멀티미디어 비디오 RGB

네트워크

버스

시리얼

※: GT10 기능의 자세한 내용은「GT10(P48, 49)」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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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320×240
표시색:256색

DC24V 타입

해상도:320×240
표시색:모노크롬(흰색/파랑) 16단계조절

DC24V 타입

해상도:320×240
표시색:256색

DC24V 타입

해상도:320×240
표시색:모노크롬(흰색/파랑) 16단계조절

블랙

DC24V 타입

접속

블랙

DC24V 타입

접속

블랙

DC24V 타입

접속

블랙

DC24V 타입

접속

블랙

DC5V 타입

접속

해상도:288×96
표시색:모노크롬(흰색/검정)
(3색 LED 흰색/분홍/빨강)

해상도:160×64
표시색:모노크롬(흰색/검정)
(3색 LED 흰색/분홍/빨강)

GT16□□-VNB□ㆍGT1655-VTBDㆍGT1665HS-VTBDㆍGT1030 높은 콘트라스트 제품(GT1030-H□□□□)은
작화 소프트웨어 GT Works2/GT Designer2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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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산 현장에서, 기능으로, 크기로, 편리성으로, 최적의 GOT.
Ethernet 등 다양한 통신/기능을 올인원
※GT16 핸디는 P.24로.

완전 통합 모델로 대형 모델에도 유용

옵션

●사용자 메모리 용량 15MB(GT16□□-VNB□는 11MB)
●USB 호스트＆USB 디바이스 탑재
●EthernetㆍRS-422/485ㆍRS-232 인터페이스 기본 내장
●멀티미디어 모듈ㆍ비디오/RGB 모듈에 대응
●아날로그 터치 패널 채택

멀티미디어 비디오/RGB
모듈
모듈
CF 카드(연장)
모듈

음성 출력
모듈

프린터
모듈
외부 입출력
모듈

USB 디바이스

●사용자 메모리 용량 6MB
●USB 디바이스 탑재
●EthernetㆍRS-422/485ㆍRS-232
인터페이스 기본 내장
●아날로그 터치 패널 채택

GT16□□-VNB□,
GT1665는 제외.

확장 모듈

인체 감지 센서

CF 카드

통신 모듈이나
옵션 모듈 장착.

GT1695/
GT1685만.

CF 카드

단독 타입으로 기본 기능 충실.
※GT11 핸디는 P.25로.

RS-232ㆍ버스

●사용자 메모리 용량 3MB
●USB 디바이스 탑재
●RS-232 인터페이스 기본 내장
●접속 방식에 맞추어 RS-422/485
인터페이스 기본 내장 또는
버스 인터페이스 기본 내장 제품 선택

USB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 호스트&USB 디바이스

네트워크에서 단독 타입까지 폭넓은 활용 범위.

옵션
●사용자 메모리 용량 9MB(GT15□□-VNB□는 5MB)
●USB 디바이스 탑재
●RS-232 인터페이스 기본 내장
●비디오/RGB 모듈에 대응

USB 디바이스

멀티미디어 비디오/RGB
모듈
모듈
CF 카드(연장)
모듈

음성 출력
모듈

CF 카드

프린터
모듈

표시기로서의 기능을 군살없이 함축.

외부 입출력
모듈

GT1585V/GT1575V만.
※GT10 기능의 자세한 내용은
「GT10(P48, 49」을 참조하십시오.

확장 모듈

인체 감지 센서

통신 모듈이나
옵션 모듈 장착.

GT1595/
GT1585(V)만.

CF 카드

●사용자 메모리 용량 3MB
●USB 디바이스 탑재
●RS-422/485ㆍRS-232 인터페이스 기본 내장

●사용자 메모리 용량 1.5MB(GT1030)/512kB(GT1020)
●상태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3색 LED 백라이트
●RS-422/485 또는 RS-232 인터페이스 기본 내장
DC5V 타입은 RS-422만.

RS-422/485 또는 RS-232
USB 디바이스
USB 디바이스
각 하드웨어의 자세한 사항은 「사양(P.54~)」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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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 기능, 성능을 그대로 사용자의 손 안에!
VGA의 대화면에 65,536색의 선명한 색상!
초경량 보디에 GT16의 최신 기능을 응축!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간편한 조작성 추구!
Ethernet 표준 탑재로 장거리 통신!
●사용자 메모리 용량 15MB
●USB 호스트＆USB 디바이스 탑재
●EthernetㆍRS-422/485ㆍRS-232 인터페이스 기본 내장
●각종 모니터, 래더 편집 등 GT16의 최신 기능 탑재

잡고 있는 손의 각도 변경 가능 인간 공학 디자인
인간 공학(에르고노믹스)에 근거한 설계

각종 스위치 탑재

많은 외부 접속 인터페이스 표준 탑재

●LED 부착 조작 스위치(6점)
●비상 정지 스위치
●키 부착 셀렉터 스위치
●3 포지션 데드 맨 스위치

●USB 호스트＆디바이스
●CF 카드 인터페이스
●RS-422/485ㆍRS-232 인터페이스(전환식)
●Ethernet 인터페이스

고해상도 핸디 GOT

옵션
비상 정지
스위치 가이드 커버

인치형
Ethernet 접속 시의 시스템 구성 예

외부 접속
케이블

Ethernet 접속과 병행하여,
RS-422/485 또는 RS-232로
FX, Q PLC 등에 직접 접속 가능

비상 정지 회로
조작 표시용 I/O 출력 등

커넥터 변환 박스
GT16H-CNB-42S

GT16 핸디 GOT
내장 Ethernet
인터페이스

DC24V 전원

DC24V 전원

외부 접속 케이블
GT16H-C□-42P
허브

●Ethernet 접속으로
총연장 100m까지 통신 가능
●커넥터 변환 박스-GOT 간의
접속 거리 최대 10m
●FA 기기를 최대 4종류 접속 가능

커넥터 변환 박스
GT16H-CNB-42S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간편한 5.7인치형 조작 박스
GT11 핸디가 CC-Link로 연결됩니다.
Q 시리즈 PLC
마스터국

CC-Link 인터페이스 모듈
GT11H(S)-CCL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키 부착 셀렉터 스위치

비상 정지 스위치

케이블 GT11H-C□-32P
□:30(3m), 50(5m), 80(8m)

CF 카드 인터페이스
USB 인터페이스 기본 내장

그립 스위치

떨어짐 방지용 핸드 스트랩
조작 스위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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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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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나 패널 컨트롤러가 GOT1000 안에. GOT의 다양한 기능을 이 소프트웨어에 응축.
GOT1000 대응 HMI 소프트웨어

GT SoftGOT1000이란
PC나 패널 컨트롤러상에서 GOT의 기능을 실현하는 HMI 소프트웨어, 이것이 GT SoftGOT1000입니다.
미쓰비시 PLC 등의 다양한 기기와 접속하여 GOT1000 시리즈와 동일한 모니터가 가능합니다.
특히 GOT의 프로젝트 데이터를 그대로 유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GOT의 특징에 추가하여 PCㆍ패널 컨트롤러의 장점을 살린, 원 랭크의 편리함을 실감 나게 보여줍니다.
USB 포트용
라이센스 키

GT SoftGOT1000 Version3은 GT Works3에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용 시는 별도 라이센스 키의 장착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연계하여 고도의 시스템 구축

다양한 기기와 접속 가능

사용자가 작성한 어플리케이션에서 GT SoftGOT1000의 내부 디
바이스에 대한 읽기/쓰기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로거 등의 사용자
어플리케이션과의 데이터 연계에 의해 고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GT SoftGOT1000 모니터 화면의 터치 스위치에서 다른 어
플리케이션을 기동할 수 있습니다.

GT SoftGOT1000은 미쓰비시 PLCㆍ타사 PLCㆍMODBUS®/TCP
슬레이브 기기
와 접속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제조회사ㆍ기종의 자세한 사항은「접속 가능 기종 일람(P.69)」을 참조하십시오.

RFIDㆍ바코드 리더와 접속하여 수치ㆍ아스키 입력을 할 수 있습니
다.
주변기기의 동작이 확인된 기기에 대해서는 MELFANSweb로 확인하십시오.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환경〉
에 봉봉된

사무실의 PC에서 생산 현장 감시
SoftGOT-GOT 링크 기능으로 현장 GOT와의 연계 강화
Down time 단축에 공헌

현장 GOT의 프로젝트 데이터 활용

GT SoftGOT1000을 사용하여 사무실의 PC에서 생산 현장을 감시
함으로써, 트러블 발생 시에도 곧바로 정보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
응할 수 있습니다.

GT SoftGOT1000의 프로젝트 데이터로 현장 GOT의 프로젝트
데이터를 그대로 유용할 수 있어 설계 비용이 대폭 절감됩니다.

라인 1용 모니터 라인 2용 모니터
사무실

PC

공장

PC

현장 GOT의 화면을 GT SoftGOT1000으로 모니터

GT SoftGOT1000과 GOT의 동시 조작 방지

GT SoftGOT1000과 GOT를 Ethernet으로 접속하여 GOT의 프로
젝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GT SoftGOT1000에서 접속 기기를 모니
터할 수 있습니다.

입력 오브젝트(터치 스위치, 수치 입력 등)를 GT SoftGOT1000나
GOT의 조작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만 조작할 수 있게 합니다.
조작권이 없는 경우, 상대방에 조작권이 있는지를 대화상자에서 통
지하여 조작권을 확보할 때까지 입력할 수 없게 배타 제어합니다.

GOT가 멀티 채널로 접속되어 있을 때는 CH1만 모니터 가능. GOT와 QCPU/LCPU 간
은 버스 접속, CPU 직접 접속, 계산기 링크 접속 및 Ethernet 접속으로 접속.
GOT와 OMRON PLC 간은 Ethernet 접속으로 접속.

현장

사무실

GT SoftGOT1000
에서 현장 GOT의
화면을 모니터

프로젝트 데이터

현장

조작권
확보 중
대화 상자로 통지

모니터

라인 3용 모니터 라인 4용 모니터

라인 1

라인 2

라인 3

GOT

라인 4

MELSEC 계장과 연계하여 계장 분야에 적용 가능
계장 제어의 설계ㆍ보수 업무 전용 엔지니어링 환경 PX Developer의
모니터 툴과 GT SoftGOT1000을 연계하여 계장 감시 시스템을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입력 조작 가능

QCPU/LCPU
OMRON PLC

팝업 표시

입력 조작 불가능

GT SoftGOT1000 Commander

PX Developer 페이스 플레이트 등

PX Developer 모니터 툴바

루프 제어 태그의 감시ㆍ조작이나 튜닝을 실행
합니다.
(표시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GT SoftGOT1000을 기동하
거나 베이스 화면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GT SoftGOT1000 터치 스위치/오브젝트

GT SoftGOT1000 베이스 화면

클릭 시에 PX Developer 모니터 툴의 각종 화면
을 표시합니다.(표시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화면＆맨 뒤의 화면 표시 기능으로 데스크
톱을 그래픽 감시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GT SoftGOT1000 Commander를 사용하면 SoftGOT-GOT 링크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 대의 GT SoftGOT1000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쉽게 SoftGOT-GOT 링크 기능을 활용할 수 있
습니다.

관리

GT SoftGOT1000(1호기) :
GOT(국번1)와 통신

관리

GT SoftGOT1000(2호기) :
GOT(국번2)와 통신

〈GT SoftGOT1000 Commander에서 가능한 기능〉
ㆍEthernet상의 GOT를 검색하여 GT SoftGOT1000에서 기동(GT16만)
ㆍGT SoftGOT1000의 기동/종료
ㆍGT SoftGOT1000의 모니터 상태(온라인/오프 라인)의 확인ㆍ변경
ㆍ맨앞면에 표시되는 GT SoftGOT1000의 호기 지정

GT SoftGOT1000
(1호기)에서 GOT(국번1)
의 접속 기기를 모니터

GT SoftGOT1000
(2호기)에서 GOT(국번2)
의 접속 기기를 모니터

보안 연계
PX Developer 모니터 툴의 모드 변경(엔지니어 모드/작업자 모드/잠금 모드)에 맞추어
GT SoftGOT1000의 보안 레벨이 변경됩니다. 보안이 필요한 조작에 대해서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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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국번1)

GOT(국번2)

「접속 가능 기종 일람(P.71)」 「기종별 기능 일람(P.72~)」 「사용 시 유의 사항(동작 환경)(P.87)」을 참조하십시오.

27

더욱 쾌적하게! 더욱 간편하게! 여기에 편리함까지 더한 작화 소프트웨어.
GOT1000용 화면 작성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
원클릭으로 동작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GOT와의 통신

작화 작업 시간
절감!
「간단」기능에
더욱 충실!

프로젝트에 맞추어 OS를 자동 선택
하여 GOT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툴바
풀 컬러 아이콘으로 가능한 기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워크 트리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전체 파악 및 화면 새로

부품 선택도 간편하여, 깨끗한 화면

만들기ㆍ추가ㆍ삭제도 간편합니다!

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속성 시트

대화상자
알기 쉬운 표시로 간편하게 설정할

선택된 오브젝트나 도형의 설정 내
용을 트리에서 표시하여, 대화상자
를 열지 않고도 색상이나 디바이스
등을 속성 시트상에서 설정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오브젝트나 도형을 복수로 선
택하여 색상이나 문자 크기를 일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에디터＜화면 작성 영역＞
효과적으로 작화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가득!

새로운 기능의 추가로,
작화 효율 대폭 향상!

템퍼러리 영역

「템플릿」에서

사용하지 않는 오브젝트를 일시적으

작화 작업 시간 절감!

로 임시 저장함으로써, 자유롭게 화면

「화면 미리 보기」에서

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간이 시뮬레이션!

MELSOFT iQ Works로 설계 효율 향상

「디바이스명 표시」에서

관련 툴
자세한 사항은

MELSOFT Navigator에서의 파라미터

GT Works3에는 데이터 전송 툴이나

일괄 설정이나 시스템 라벨에 대응합니다.

GT Converter2 등 다양한 툴이 동봉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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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설정 내용 확인!

GT Works3 카탈로그
＜L(名) 08157＞을
참조하십시오.

「도움말기능」에서
알고자 하는 정보를 즉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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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준비한 GOT1000의 다양한 기능.
유용성이란 사용하는 입장에 따라 제각각. 설계에 관계되는 분이라면 최첨단의 생산기술을 표시기로 실현하고 싶어 하실 것이고,
보전에 관계되는 분이라면 안정적인 설비 가동이 지원되는 표시기를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현장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만족을ㆍㆍㆍGOT1000은 이를 위하여 기능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갑니다.

설계자

정보 공유 등 새로운 과제는 늘어만 가는데...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만일의 사태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표시기를 이용하여 설계 능률 향상.

각종 인터페이스 및 기능 내장.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기능을 제공.

보전 작업을 지원

Design
[설계자]

비디오/RGB 기능
문서 표시 기능
멀티 채널 기능

USB 마우스/키보드 접속
PC 리모트 조작 기능(Ethernet)
PC 리모트 조작 기능(시리얼)
관련 툴 다운로드 소개
사양
외형 치수
접속 가능 기종 일람
기종별 기능 일람
기기 일람

관련 제품
보증

백라이트 휘도 조정
색상으로 통지하는 전면 LED

파일 전송 기능(FTP 클라이언트)
게이트웨이 기능
MES 인터페이스 기능
코멘트 그룹
언어 전환 기능
확장 레시피 기능
스크립트 기능
각종 윈도우 화면

USB 인터페이스 전면 배치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Maintenance
[보전 작업자]

로깅 기능/히스토리컬 트랜드 그래프/
히스토리컬 데이터 리스트 표시
로그 뷰어 기능
작업자 인증 기능
조작 로그 기능
백업/복구 기능
확장 알람 기능
래더 모니터 기능
SFC 모니터 기능
래더 편집 기능
모션 SFC 모니터 기능
시스템 모니터 기능
네트워크 모니터 기능
인텔리전트 모듈 모니터 기능
MELSEC-L 트러블 슈팅 기능

계장

사용 시의 유의 사항

Setup
[기동/운용]

메인터넌스 시기 통지 기능
링크 기능

MELSEC 계장

작화ㆍ연산ㆍ통신 삼위일체의 고속 응답

보전 작업자

기동/운용을 지원

멀티 미디어 기능

기동/운용

설계자를 지원

Q 모션 모니터 기능
서보 앰프 모니터 기능
CNC 모니터 기능/
CNC 데이터 입출력 기능
A 리스트 편집/FX 리스트 편집

관련 툴
다운로드
사양
외형 치수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이 마크가 기재되어 있는 기능은 GT16 또는 GT15 모델에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기능은 GT16·GT15·GT11 모델에 대응합니다.
※: GT10 기능의 자세한 내용은「GT10(P48, 49)」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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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자재의 동영상 활용 및 다양한 기기와의 접속으로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GOT의 매력.

고화질의 동영상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원인 파악

Design
[설계자]

현장에서 필요한 문서를 GOT상에서 열람

멀티미디어 기능

●페이지를 전환하거나 스크롤ㆍ확대ㆍ축소할 수 있어 여러 페이
지에 걸쳐 있는 문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문서 표시 기능<특허 출원 중>

이상 발생 전후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표현＜이벤트 전후 녹화＞

장시간 녹화도 가능(장시간 모드)

●장치에 이상 발생(=이벤트 트리거 디바이스：ON) 전후 각각
120초 이내(합계 최장 240초간)의 영상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약 2일분의 녹화가 가능합니다.

●GT Works3에 동봉된 문서 컨버터를 사용하면 표시하고자 하는
문서를 설정하여 JPEG 파일로 CF 카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대응 파일 형식：. doc, xls, ppt, pdf, jpg, bmp

설계자

●시스템의 이상 발생 시 GOT상에 체크 시트나 매뉴얼이 표시되
도록 하면, 복구 방법 확인이 가능하므로 Down time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음성이 포함된 영상 녹화

●녹화 크기는 QVGA(320×240), frame rate는 15fps.

입력 영상 표시

이상 발생

이벤트 트리거 디바이스：ON

고화질의 영상 녹화(표준 모드)

●
●비디오 카메라로부터의 입력 영상을 전용 화면은 물론 사용자 작
성 화면에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용자 작성
화면에서 입력 영상을 표시하고, 이상 시나 재생 시의 경우에만
전용 멀티미디어 화면으로 전환하여 녹화 영상을 표시할 수 있습
니다.

기동/운용

120초후

120초전

CF 카드
장착

●녹화 크기와 frame rate
ㆍVGA(640×480) 시 최대 15fps
ㆍQVGA(320×240) 시 최대 30fps

문서 데이터를
문서 컨버터로 변환하여
CF 카드에 저장

동영상 파일 재생

문서를 GOT에 표시

트러블에 대응하는 문서를 표시하여 Down time 단축.

이상 발생 전후의 동영상을 확인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

GOT에서 녹화한 동영상
파일을 PC에서 재생!

●현장에서 녹화한 동영상 파일은 멀티미디어 모듈의 CF 카드에
저장되므로, 곧바로 GO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F 카드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은 멀티미디어 모듈의 Ethernet
인터페이스 경유로 PC에 송신하여 PC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동영상
파일

사무실

현장
동영상
파일

현장의 GOT에서
곧바로 재생!

옵션 기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옵션 기기 선정(P.83)」을 참조하십시오.

문서 표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MELFANSweb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트러블슈팅 문서 표시 데이터(P.53)」를 참조하십시오.

접속된 복수의 FA 기기의 정보를 GOT 1대로 집중 관리
GOT1000 시리즈는 PLC, 마이컴 등 다양한 기기와 접속할 수
있으며, 대응 제조회사ㆍ기종에 대해 향후에도 꾸준히 확충할
예정입니다.

멀티 채널 기능

●빨리 감거나 천천히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 지시의 동영상 매뉴얼로 표시.
●PC에서 편집한 동영상 파일을 GOT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범용 포맷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시판 소프트웨어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는 파일 포맷＞ ㆍ3GP ㆍMP4

●동영상 컨텐츠 제작 툴을 사용하면, Microsoft® Excel에서 동영
상 컨텐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컨텐츠 제작 툴은 GT Works3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MELFANSweb 홈 페이지에서도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용 멀티미디어 화면에서 녹화ㆍ재생할
수 있어, 작화 작업 시간 대폭 절감 가능!
GT16□□-VNB□, GT1655, GT16 핸디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PC에 동영상 파일을 송신하는 경우, 멀티미디어 데이터 연계 툴과 멀티미디어
데이터 연계 FTP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멀티미디어 모듈, 비디오 입력 모듈, RGB 입력 모듈, 비디오/RGB 입력 모듈,
RGB 출력 모듈 중에서 1개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주변기기의 동작이 확인된 기기에 대해서는 MELFANSweb 홈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MitsubishiElectric.co.jp/melfansweb】
멀티미디어 데이터 연계 툴과 멀티미디어 데이터 연계 FTP 서비스는 GT Works3에
동봉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전용 소프트웨어입니다.
MELFANSweb 홈 페이지에서도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화질 65536색의 섬세한 표현력

비디오/RGB 기능

●PC의 화상을 GOT의 모니터 화면과 동시에 표시할 수 있으며,
GT16M-R2 사용 시 RGB 입력을 2ch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변기기에도 대응.

자세한 사항은 「GOT Solution2 FA Link(P.18~)」을 참조하십시오.

●최대 4대의 비디오 카메라ㆍ검
사 장치로부터의 입력 영상을
세밀하게 65536색으로 동시에
4개의 윈도우 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JPEG 파일로 저장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GOT 화면을 디스플레이에 표시 <RGB 출력>
●시판되고 있는 디스플레이와 접속하여, GOT의 화면을 보다 더
크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GT16□□-VNB□, GT1655, GT16 핸디는 미대응.
GT16은 비디오 입력 모듈, RGB 입력 모듈, 비디오/RGB 입력 모듈, RGB 출력 모듈,
멀티 미디어 모듈은 1개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GT15는 GT1585V, GT1575V만. 비디오 입력 모듈, RGB 입력 모듈, 비디오/RGB
입력 모듈, RGB 출력 모듈은 1개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동작이 확인된 주변기기에 대해서는 MELFANSweb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MitsubishiElectric.co.jp/melfansweb】

동작이 확인된 기기는 MELFANSweb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MitsubishiElectric.co.jp/melfansweb】

대표적인 사용 예

GT16라면 통신 모듈없이 멀티 채널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제조회사가 다른 PLC를 Ethernet으로 접속

PLC 간의 데이터를 쉽게 교신 가능

제조회사가 다른 PLC

MELSEC

타사 PLC A

타사 PLC B

타사 PLC C

MELSEC-Q

본체 Ethernet I/F를 사용하여 최대 4종류의
다른 PLC를 Ethernet으로 접속 가능

타사 PLC A

PLC 간의 데이터를 용이하게 교신 가능

온도 조절기

인버터

다른 FA 기기와도 동시 통신 가능

기능 버전 A의 GT1695ㆍGT1685를 사용하여 Ethernet 접속 시 10BASE-T 대응 기기에 접속하는 경우, 스위칭 허브를 사용하여 10Mbps/100Mbps 혼재형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십시오.
멀티 채널 기능은 접속 형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채널수나 기능이 다릅니다. 「사용 시 유의 사항(P.83~)」을 참조하십시오.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표시 크기를 변경하거나 클립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제조회사ㆍ기종의 자세한 사항은 「접속 가능 기종 일람(P.67~)」을 참조하십시오.

사양
외형 치수

카메라ㆍ검사 장치와의 호환성 강화 <비디오 입력>

●마이컴 접속(Ethernet)에서 QnA 호환 3E 프레임에 대응합니
다.

ㆍ범용 MODBUS® 기기 ㆍ외부 기기(조작 패널, 스위치, 램프 등) ㆍ2차원 코드 리더, 바코드 리더 ㆍRFID 리더, IC카드 리더
ㆍ스피커 ㆍ비디오 카메라 ㆍ디스플레이(RGB 출력) ㆍPC(RGB 입력) ㆍ시리얼 프린터 ㆍPictBridge 대응 프린터 ㆍ비전 센서

PC 화상을 GOT에 표시 <RGB 입력>

옵션 기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옵션 기기 선정(P.83)」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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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기기 간의 디바이스 전송이 간편해 집니다. GT Works3에
서 전송 소스ㆍ전송 상대 디바이스와 트리거를 설정하기만 하면
전송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데이터 전송 기능)

●온도 조절기, 서보 앰프, 인버터와의 접속에서는 모니터 화면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샘플 작화 데이터」를 MELFANSweb에
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툴
다운로드

옵션 기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옵션 기기 선정(P.83)」을 참조하십시오.

●1대의 GOT에서 최대 4채널의 FA 기기(PLC, 서보, 인버터, 온도
조절기 등)를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계장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ㆍQuickTime 7 Pro ㆍ동영상 컨텐츠 제작 툴

보전 작업자

●고화질의 영상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옵션 기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옵션 기기 선정(P.83)」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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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라인의 가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상위 정보 시스템으로 전송. 탁월한 정보 공유로 생산성 향상.

Design
[설계자]

사무실에 있으면서 장치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상 발생을 캐치

현장의 GOT 화면을 PC 화면에서 모니터

GOT의 CF 카드 내의 데이터를 직접 확인ㆍ편집(FTP 서버 기능)

SoftGOT-GOT 링크 기능
사무실

현장

프로젝트 데이터

●입력 오브젝트(터치 스위치, 수치 입력 등)에 대해 GT SoftGOT
1000이나 GOT의 조작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만 조작이 가능합
니다.

모니터

USB 마우스/키보드 접속

●상위 PC(클라이언트)에서 GOT(서버)를 모니터하여, GOT가 모
니터하고 있는 접속 기기의 디바이스를 간접적으로 읽고 쓸 수
있습니다.

GOT

●서버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제조회사가 다른 접속 기기를 모니터
하는 경우에도 MX Component만으로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수집 데이터는 MX Sheet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도 Excel상에서 간단
하게 데이터를 표시ㆍ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Visual C++, Visual Basic 등으로 프
로그래밍하여, 자유롭게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QCPU/LCPU
OMRON PLC

원격지에 있는 PC를 현장의 GOT에서 조작

데이터베이스 연계 기능으로 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

MES 인터페이스 기능

PC 화면

마우스/키보드 조작

USB 마우스
USB 허브

USB 키보드

GT16 핸디는 미대응.

GOT의 터치 조작으로 PC 조작 가능

GT16□□-VNB□,
별도로 라이센스(GT16-PCRAKEY)가 필요합니다.

PC에 저장되어 있는 장치
에 관한 매뉴얼 등의 파일
이나 브라우저를 열람하거
나 엔지니어링 툴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파일 전송 기능(FTP 클라이언트)
●간단한 설정만으로 GOT의 CF 카드ㆍUSB 메모리* 내의 리소스
데이터 등의 파일(알람 로그 파일ㆍ하드카피 등)을 GOT에서 PC
에 송신할 수 있습니다.

PC 화면

사무실

로깅
파일 등

알람 로그 파일
하드카피 등
CF 카드
등

현장

터치

대응 WindowsOS

GT16□□-VNB□, GT1655, GT16 핸디는 미대응.
GT15 시리즈는 GT1585V, GT1575V만 대응.
옵션 기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옵션 기기 선정(P.83)」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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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FTP 클라이언트)

GOT(FTP 클라이언트)

USB 메모리는 GT16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는 FTP 서버는 Microsoft사의 IIS(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의 FTP 서버입니다.

GOT의 리소스 데이터를 PC에서 활용하는 경우에 편리
합니다.

MELSEC

MELSEC

옵션 기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옵션 기기 선정(P.83)」을 참조하십시오.

DB 연계 기능(태그 기능/트리거 버퍼링 기능/트리거 감시 기능/
SQL문 송신 기능〈추출/복수 추출, 갱신, 삽입〉/연산 처리 기능/
프로그램 실행 기능/DB 버퍼링 기능)
SNTP 시간 동기 기능
리소스 데이터 송신 기능
진단 기능
DB 서버 기능(ODBC 접속 기능/접속 설정 기능/로그 출력 기능)
사용 가능 데이터베이스*1

래

MES 인터페이스 기능을 사용하면…
게이트웨이 컨버터나 데이터 베이스로의
송신에 프로그램 불필요. 비용 최소화!

MES 데이터베이스
서버

MES 데이터베이스
서버

MES 어플리케이션

MES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Oracle® 등)

데이터베이스(Oracle® 등)

사무실

SQL문

ㆍSELECT(추출/복수 추출)
ㆍUPDATE(갱신)
ㆍINSERT(삽입)

상위 정보계 통신 처리
데이터 처리(연산 처리ㆍ로깅 등)
(MX Component)

게이트웨이(서버 기능)

MES 어플리케이션
＋
데이터 베이스

MES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벤트 발신
(SQL문)

게이트웨이 PC

GOT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 현장에 있어서의 관리ㆍ생산 제어 시스템으로, 품질, 생산량, 납기,
비용 등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 실행 시스템」을 말합니다.

현장

생산 지시 요구나
생산 실적 등을 송신

GOT
MES 인터페이스 기능

메이커가 다른 경우에도
GOT에서 일괄 데이터 송신

A사 PLC

MELSEC

온도 조절기

GT16 핸디는 미대응
MES 인터페이스 기능의 응답 성능에 대해서는 MELFANSweb 홈 페이지에서
테크니컬 뉴스 No.GOT-D-0012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MitsubishiElectric.co.jp/melfansweb】
http://www.MitsubishiElectric.co.jp/e-factory/
미쓰비시전기 e-F@ctory에서는 생산 정보와 MES(제조 실행 시스템)를 연결하여 공장
의 생산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최적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e-F@ctory의 홈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CF 카드
등

B사 PLC

32bit판 OS만 대응.
종

PC 리모트 조작 기능
시리얼 통신(RS-232)

A사 PLC

●디바이스와의 통신은, GT Designer2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지정
하기만 하면,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도 데이터 베이스와 간단
하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MES 데이터 베이스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PC나 번거로운 프로그램이 불필요합니다.

RGB 입력

(GOT에 PC 화면 표시)

인터넷

사양
외형 치수

PC
(FTP 서버 )
PC 화면

메일 서버

서버

관련 툴
다운로드

PC 리모트 조작 기능(시리얼)

GOT와 접속된 PLC나 온도 조절기 등의 데이터를 서버
PC의 데이터베이스에 GOT에서 직접 SQL문으로 송신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PC의 도입이나 메인터넌스에
비용이 들어감.

GOT에서 PC에 파일 송신

●RGB 입력 사용 시 GOT의 터치 조작(터치한 좌표 등의 정보를
GOT 내부 디바이스에 저장하여 PC에 송신)으로 GOT에 표시되
어 있는 PC 화면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계장

USB 마우스

키보드로 아스키나
수치 입력 가능

작은 스위치 등을 조작하거나 많은 문자를 입력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현장

MES 인터페이스 기능 일람

사무실

PC 화면

USB 키보드

●클라이언트 기능을 사용하여 GOT(클라이언트)가 접속되어 있는
제조회사와 다른 제조회사의 PLC CPU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전면의 USB 인터페이스에 USB 마우스/키보드를 접속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PC 화면 표시

USB 허브

사무실

●GOT(클라이언트)에서 GOT(서버)가 모니터하고 있는 접속 기기
의 디바이스를 간접적으로 읽고 쓸 수 있습니다.

●Ethernet으로 접속된 원격지에 있는 PC를 GOT에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현장

마우스로 터치 조작 가능

상위
PC
(클라이언트)

GOT에서 다른 GOT를 모니터(클라이언트 기능)

PC 리모트 조작 기능(Ethernet)

●전면의 USB 인터페이스에 USB 마우스/키보드를 접속하여, 사용
자 작성 화면에서 마우스로 스위치를 터치 조작하거나 키보드로
아스키ㆍ수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알람 이력 표시 기능에 의한 알람 발생/복구 시에 메일로 PC나
휴대전화에 정보를 송신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데이터 수집(서버 기능)

자세한 사항은 「GT SoftGOT1000(P.27)」을 참조하십시오.

전면 USB 인터페이스에 마우스/키보드 접속

메일 송신 기능

보전 작업자

GOT가 멀티 채널로 접속되어 있을 때는 CH1만 모니터가 가능. GOT와 QCPU/LCPU
간은 버스 접속, CPU 직접 접속, 계산기 링크 접속, Ethernet 접속으로 접속. GOT와
OMRON PLC 간은 Ethernet 접속으로 접속.

게이트웨이 기능은 사무실에서 생산 현장에 대한
리모트 감시, 리모트 메인터넌스를 지원합니다.

기동/운용

●GT SoftGOT1000 Commander를 사용하면 SoftGOTGOT 링
크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 대의 GT SoftGOT1000을 효과적
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쉽게 SoftGOT-GOT 링크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GOT의 CF 카드 내의 파일(알람, 레시피, 하드카피 등)
을 직접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설계자

●GT SoftGOT1000과 GOT를 Ethernet으로 접속하면, GOT의
프로젝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GT SoftGOT1000에서 접속 기기
를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기능

GT SoftGOT1000
에서 현장 GOT의
화면을 모니터

옵션 기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옵션 기기 선정(P.83)」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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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작성 효율 대폭 향상.

Design
[설계자]

방대한 코멘트 입력도 분담 작업으로 간편

복잡한 레시피 데이터를 간단 작성
이제 라인 마다의 프로젝트 데이터 관리는 불필요합니다.

코멘트 그룹

확장 레시피 기능

코멘트 그룹 사용 예

라인별로 나누어 코멘트 그룹을 작성
라인A
코멘트

라인C
코멘트

라인B
코멘트

재료의 배합 조건이나 가공 조건 등의 데이터(디바이스값)를 GOT에서 기억하여, 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PLC 등에 쓰기ㆍ읽기하는 기능입니다.

별도로
편집

풍부한 설정수ㆍ유연한 레시피 데이터 작성 가능

●디바이스는 비트ㆍ워드를 함께 사용하거나 랜덤 디바이스를 설정
할 수 있으므로, 연속 디바이스로 집약할 필요가 없으며 디바이스
점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설정수
최대 2048설정/
1프로젝트
확장 레시피 설정2048
확장 레시피 설정2：시츄
확장 레시피 설정1：카레
디바이스

＜대응 오브젝트＞●명판으로 코멘트 그룹을 사용한 터치 스위치ㆍ램프
표시
●코멘트 그룹을 사용한 코멘트 표시

라인A
이상

라인C
이상

라인B
이상

디바이스 코멘트

레코드1
비프 카레

레코드2
포크 카레

레코드 3
치킨 카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표시되는 코멘트 그룹을 디바이스로 전환
“1”로 지정된 경우 “2”로 지정된 경우 “3”으로 지정된 경우

디바이스 블록
최대 2048블록/
1설정

보전 작업자

●확장 레시피 파일은 CSV 파일 또는 Unicode 텍스트 파일로 변환
1
할 수 있으며 PC에서 손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확장 레시피 설정

기동/운용

●디바이스 블록은 연속된 워드 디바이스, 랜덤 워드 디바이스 1점,
비트 디바이스 1점을 1블록으로 하여 최대 2048블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맞추어 코멘트 문자열의 문자 크기를 자동 조정하여
표시합니다.

설계자

●CSV/Unicode 텍스트 형식의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른
파일도 각각의 코멘트 그룹으로 가져올 수 있으므로, 코멘트 입
력 작업을 여러 사람이 분담하여 작성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
니다.

확장 레시피 파일은 바이너리 형식의 파일입니다. GT Works3 또는 GOT 본체 유틸리
티 또는 외부 제어 트리거 디바이스로 CSV 파일 또는 Unicode 텍스트 파일로 변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환 후 디바이스값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수가 251을 초과
하는 확장 레시피를 CSV/Unicode 텍스트 파일에 내보내기 한 경우, 텍스트 문자 편집
기 또는 Microsoft® Excel2007을 사용하여 표시하십시오.

양파
감자
당근

레코드
(최대 2000레코드/1설정)

디바이스 점수
(최대 32767점/1설정)

레시피 데이터를 GOT 본체에서 간단하게 관리
언어 전환(영어, 한국어, 일
본어 등) 시 표시되는 문자
열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도
오브젝트의 영역 내에 자동
조정하여 표시합니다.

간단한 언어 전환 화면 작성

Q25HCPU

QX41

QX10

POWER

Q61P

MODE
RUN
ERR
USER
BAT
BOOT

PULL

USB

PULL

QX41

QJ71BR11
RUN
T.PASS
SD
ERR

MNG
D.LINK
RD
ERR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QJ71BR11
RUN
T.PASS
SD
ERR

MNG
D.LINK
RD
ERR

Q25HCPU
Q61P

QX41

QX10

POWER
MODE
RUN
ERR
USER
BAT
BOOT

PULL

USB

PULL

QX41

QJ71BR11
RUN
T.PASS
SD
ERR

MNG
D.LINK
RD
ERR

QJ71BR11
RUN
T.PASS
SD
ERR

MNG
D.LINK
RD
ERR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Q25HCPU
Q61P

QX41

QX10

POWER
MODE
RUN
ERR
USER
BAT
BOOT

PULL

USB

PULL

QX41

QJ71BR11
RUN
T.PASS
SD
ERR

MNG
D.LINK
RD
ERR

QJ71BR11
RUN
T.PASS
SD
ERR

MNG
D.LINK
RD
ERR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확장 레시피 정보 화면

작업 효율ㆍ사용자 정의 기능 강화

열No.
코멘트No.

●프로젝트/화면 단위로 제어문이나 파일 조작 함수, 문자열 조작
함수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크립트(GT16/GT15만)
전환

전환

D10=1일 때
일본어를 표시

D10=2일 때
영어를 표시

언어 전환
디바이스
D10의 경우

표시되는 언어 전환
문자 크기 자동 조정
스트로크 글꼴, 태국어는 GT16/GT15만 사용 가능

터치 스위치ㆍ램프ㆍ코멘트 표시
히스토리컬 데이터 리스트 표시
ㆍ알람 이력 기능ㆍ
사용자 알람 기능
ㆍ확장 알람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로 GOT를 표시하거나 제어하여
컨트롤러의 부하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는 에디터의 입력 보조를 사용하면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오버랩 윈도우

대화상자 윈도우

GT16에서는 5화면, 기타 모델에서는
2화면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버랩 윈도우

도형 터치 스위치 코멘트
(예) 사용자 조작 확인용으로 사용
(예) 타이틀 바를 숨기기 하여 화면을 분할한 것처럼 활용(GT16)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언어 전환 디바이스로 표시할 열No.를 지정

D10=3일 때
한국어를 표시

●오브젝트 단위로 작화 함수나 표시 제어 함수를 설정할 수 있으
며, 색ㆍ표시 위치 등을 변경하거나 도형 작화 등 오브젝트 기능
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오버랩 윈도우나 대화상자 윈도우를 사용하여 각종 화면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사양
외형 치수

언어 전환 시 편리!

각종 윈도우 화면
관련 툴
다운로드

프로젝트 스크립트/화면 스크립트

●언어 전환 기능과 연동하여 시스템 알람이나 유틸리티 화면의
표시 언어를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태국어

자유로운 설계 기능으로 효과적인 화면 작성

스크립트 기능

*：코멘트 그룹의 자세한 사항은 「코멘트 그룹(P.36)」을 참조하십시오.

터치 스위치ㆍ램프ㆍ코멘트 표시의 언어 전환 시 스트로크 글
꼴을 사용하면, 오브젝트의 크기에 맞추어 1dot 단위로 문자
크기를 자동 조정하여 GOT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화면 작성
시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정하는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장 레시피 레코드 일람 화면

열 마다 일본어/영어/한국어의 코멘트를 작성

●GOT 기동 시 표시되는 코멘트 그룹의 열No.를 지정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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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 실행

계장

●열 마다의 코멘트는 언어에 관계없이 용도에 맞게 자유롭게 작
성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를 선택하여 레시피 실행

●GOT 본체에서 CSV/Unicode 텍스트 파일을 바이너리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GT Works3이 없어도 PC에서 편집한 데이
터를 GOT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영어/일본어의 화면으로 전환하는 경우

●코멘트 그룹에서 열 마다 언어별로 코멘트를 작성하기만 하면,
언어를 전환하는 화면이 간단하게 작성됩니다.

언어 전환

레시피 파일을 선택

알람도 언어별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언어가 달라도 쉽게 대
응할 수 있습니다.

언어 전환 기능

일본어

●레시피 조작 화면을 작성하지 않아도, GOT 본체의 유틸리티로
간단하게 레시피를 쓰거나 읽을 수 있습니다.

키 윈도우
수치 입력용 텐 키, 아스키 입력용 키 윈도우 작성 불필요.
아스키 입력 시는 문자에 맞게 키 윈도우를 전환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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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y＆Beauty.
정확한 조작을 위해 기본 성능에 충실.

Setup
[기동/운용]

GOT의 응답성 대폭 향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를 기능화하여
작업 시간 단축.

Setup
[기동/운용]

제어반을 열지 않고 편리하게 데이터 전송
GT16/GT15의 응답 성능 기준

작화ㆍ연산ㆍ통신 삼위일체의 고속 응답

[MELSEC Q 시리즈 사용]

2011년 3월 현재

USB 인터페이스 전면 배치

버스 접속

GOT1000 시리즈에서는 작화ㆍ연산ㆍ통신 모두에 대해 고속화를 실현.

USB 디바이스(Mini-B)

USB 호스트(Type-A)(GT16만)

●PC와 접속하여 제어반을 열지 않고 OSㆍ프
로젝트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FA 트랜스페어
런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 메모리를 장착하여 OS나 프로젝트 데이
터, 리소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CPU 직접 접속

모니터나 조작 시의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고속 작화

MELSECNET/H 접속
(트랜전트)

●많은 부품이 중첩된 복잡한 화면이나 정밀한 사진 데이터도 65536색으로 선명하게 작화합니다.
●GT16은 작화 속도를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USB 마우스/키보드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
도 가능합니다.

GOT와 PC를 접속하는 USB 케이블은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
십시오. 자세한 사항은「기기 일람(P.76~)」을 참조하십시오.

CC-Link Ver.2(ID 접속)
(트랜전트)

CC-Link IE 컨트롤러
네트워크 접속(트랜전트)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접속(트랜전트)

●고속 연산을 실현하는 프로세서를 내장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USB 메모리의 사용 예>

Ethernet 접속

백업

PLC CPU

복구

시퀀스 프로그램
파일 레지스터

기동/운용

고속 연산

설계자

계산기 링크 접속

FX 직접 접속
【FX3UC-32MT】

고속 통신

보전 작업자

높다

●미쓰비시 PLC는 물론, 타사 PLC와의 접속에 대해서도 고속 통신이 가능합니다.

응답 성능

USB 보호 커버 장착 시(기본 내장)
모니터 화면：워드 디바이스 약 250점

고객의 모든 환경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니 양해 바랍니다.

대응 제조회사ㆍ기종의 자세한 사항은 「접속 가능 기종 일람(P.67~)」을 참조하십시오.

주위의 상황에 맞추어 간편하게 휘도 조정

●스크립트 기능이나 상태 감시 기능을 사용하여 조건에 맞게 휘도
를 자동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백라이트 소등 및 손상 상태를 GOT 전면 LED의 색상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전원 공급 시

주황/녹색 점멸

백라이트 손상 시

주황 점등

화면 보호 시

소등

전원 차단 시

●GOT와 PC를 접속 후 GOT를 경유하여, FA 기기를 프로그램하
거나 기동ㆍ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툴

●제어반을 열거나 케이블을 새로 접속하는 등의 번거로운 작업이
불필요합니다.(USB 인터페이스 사용 시)

【POWER LED：색상별 메시지】
녹색 점등

●대상 소프트웨어*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색상으로 통지하는 전면 LED

백라이트 휘도 조정
●사용 환경(주ㆍ야 등)이나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사용자 화면을
보면서 백라이트의 휘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프로그램이나 파라미터를 간단하게 현장에서 바로 수정

일목요연 백라이트 상태 표시

●GOT와 PLC 간이 USBㆍRS-232에 추가하여 Ethernet 접속 시
라도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X Works2, MX Component/MX Sheet만 대응)
로깅 설정 툴

메인터넌스 시기 통지 기능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버전은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GOT1000
시리즈 접속 매뉴얼(미쓰비시전기 기기 접속편) GT Works3 대응」을 참조하십시오.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사용 시의 각 소프트웨어의 액세스 범위는 각 소프트웨어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백라이트의 전원 공급 시간을 자동으로 카운트 하여 메인터넌스
시기를 통지할 수 있어 시스템의 예방 보전에 도움이 됩니다.

버스 접속/CPU 직접 접속/계산기 링크 접속/Ethernet 접속
미쓰비시 PLC

〈관리 대상〉백라이트, 표시부, 터치 스위치,
내장 플래시 메모리

옵션 기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옵션 기기 선정(P.83)」을 참조하십시오.

모뎀 접속
Ethernet
프로그래밍 및
셋업 소프트웨어용
PC

미쓰비시 인버터

MELSECNET/H
Ethernet 등

RS-422 접속
미쓰비시 서보 앰프

멀리 떨어져 있는 PLC에도 간편하게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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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버스 접속
CPU 직접 접속
Ethernet 접속

사양
외형 치수

휘도 조정용 터치 스위치는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알람
발생

관련 툴
다운로드

백라이트의 메인터넌스 시기가 가까워졌습니다.

계장

계획적인 소모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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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기능 제공으로 안심하고 사용 가능.
[보전 작업자]

각종 데이터의 수집에서 시간별
파일 저장까지 순조롭게 실행

패스워드에 의한 보안 기능

로깅 기능/히스토리컬 트렌드 그래프
히스토리컬 데이터 리스트 표시

작업자 인증 기능
그래프로 표시

히스토리컬 트렌드 그래프

●온도 조절기의 온도 등의 데이터를 GOT 본체에서 수집함으로써,
PLC의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PLC
Q25HCPU

QX10

QX41

POWER
MODE
RUN
ERR
USER
BAT
BOOT

USB

PULL

QJ71BR11
RUN
T.PASS
SD
ERR

MNG
D.LINK
RD
ERR

●스크롤이나 시간 지정으
로 필요한 데이터를 간단
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J71BR11
RUN
T.PASS
SD
ERR

MNG
D.LINK
RD
ERR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수치로 표시
온도 조절기

●로깅 기능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리스트로 표시
합니다.
●시간을 지정하고, 그 시
간의 히스토리컬 트렌드
그래프를 표시할 수 있습
니다.

PLC나 온도 조절기의
디바이스 데이터를
버퍼링 영역에 수집

CF 카드의 데이터(CSV 또는
Unicode 텍스트 파일)를
PC에서 데이터 분석

로그인 OK

FUJIWARA씨가 다운로드 중

FUJIWARA씨가 다운로드 중

제품 A 나사 조임 토크 설정
토크 1

화면이 표시되고,
조작 가능!

제품 A 나사 조임 토크 설정

토크 3

토크 1

토크 2

토크 2

ID 카드
ID 태그
RFID 리더

GT16 핸디는 미대응.

토크 3
작업자 변경

FUJIWARA씨는
「토크 3」의 설정값
조작 불가능!

방법②

ID 카드나
태그로 로그인

히스토리컬 데이터 리스트 표시

CF 카드

방법②를 병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인증 기기의
고장 시에도 안심.

작업자 정보는
GOT 작업자 관리 정보 변환 툴,
GOT 본체에서등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별로 표시되는 화면이나 조작할 수
있는 터치 스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CF 카드 등

GOT 작업자 관리 정보 변환 툴은
GT Works3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MELFANSweb 홈 페이지에서도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 마다 조작ㆍ표시 레벨(권한)을 설정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작 로그 기능과 조합하여 사용하면, 누가ㆍ언제ㆍ
무엇을ㆍ어떻게 조작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작 로그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옵션 기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옵션 기기 선정(P.83)」을 참조하십시오.

오조작 요인 지정ㆍ분석에 활용

LCPUㆍ고속 데이터 로거 모듈의
로깅 데이터를 GOT에서 표시

●디바이스값이나 GOT의 동작 상태를 변경하는 조작 중에서 대상
이 되는 조작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작 로그 기능

로그 뷰어 기능

●작업자가 실행한 조작 내용을 시간별로 기록하여,「언제ㆍ무엇
을ㆍ어떻게」조작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어반을 열지 않고 로깅 데이터 추출 가능

●LCPUㆍ고속 데이터 로거 모듈에서 수집된 로깅 데이터를 GOT
에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GOT의 전면 USB 인터페이스에 장착한 USB 메모리에 LCPUㆍ
고속 데이터 로거 모듈의 로깅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 의해 제어반 내에 있는 LCPUㆍ고속 데이터 로거 모듈
의 CF 카드/SD 카드를 분리하지 않고 쉽게 로깅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습니다.

<표시할 수 있는 데이터> 데이터 로깅(히스토리컬 표시)

●2개의 커서(멀티 커서)를 표시하여, 데이터의 변경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로깅 데이터를 시간 또는 인덱스 번호로 검색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GOT의 전면 USB 인터페이스와 PC를 접속하여 GX LogViewer
에서 LCPU의 로깅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로깅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로깅 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는 조작>
터치 스위치 조작, 수치 입력 조작, 보안 레벨 변경, 화면 전환 등

●기록한 로그 데이터는 CF 카드에 파일로 저장되므로, GOT 본체
나 PC(CSV 또는 Unicode 텍스트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 인증 기능과 조합하여 사용하면,「누가」조작하였는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 인증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계장

PC 없이 로깅 데이터 표시

제품 A 나사 조임 토크 설정
토크 1

트러블 발생

더욱 자세하게

토크 2

GOT 본체에서
로그 확인

파랑 커서

조작 로그를 기록

로깅 데이터를
USB 메모리/
CF 카드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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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PU

예)「2008/11/14 16:43:10」에 「FUJIWARA」
씨가 화면 No.「BASE_2」 - 「토크 1 설정값」
의 수치를 입력하여 「D100」을 「10」에서
「100」으로 변경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현장에 PC가 없어도 GOT에서 로깅 데이터를 확인하여
트러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로깅
데이터

로그 상세 확인.

사양
외형 치수

조작 로그 파일을 참조하여, 그 자리에서 원인 구명.
옵션 기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옵션 기기 선정(P.83)」을 참조하십시오.

로깅
데이터

로그 개요 확인.

관련 툴
다운로드

GOT에서 표시
GX LogViewer에서
로깅 데이터 열람ㆍ분석.

빨강 커서

보전 작업자

버퍼링 영역
(GOT상의 메모리)

방법①

작업자명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

기동/운용

PULL

QX41

●어느 특정 화면을 전환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하는 등, 트리거에
의해 강제적인 로그아웃이 가능합니다.
설계자

●로깅 기능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시간별 그래프
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전 시에도 내장 SRAM에 로깅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GT16 전용)
Q61P

●기동 시나 화면 전환 시 2가지 방법으로 작업자 인증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고속 데이터 로거 모듈

41

충실한 보수 작업 지원 기능으로 Down time 단축!
[보전 작업자]

중요한 시퀀스 프로그램을 백업할 수 있어
만일의 경우에도 안심

백업/복구 기능
백업/복구로 트러블 발생 시도 안심

●필요에 따라 PLC CPUㆍ모션 콘트롤러에 일괄로 복구할 수 있
습니다.

미리 백업해 두면, PLC CPU의 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교환 및
복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32767점의 디바이스를 알람 감시 대상으로 하여, 최대 255
개의 알람 감시 설정으로 나누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람 감시 대상

백업 데이터 변환 툴은 GT Works3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MELFANSweb 홈 페이지에서도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시스템의 방대한 알람 정보를 일괄 표시하거나 장치별 등
으로 나누어 알기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알람 감시 대상
최대 32767점

활용 예②

●정전 시에도 내장 SRAM에 알람 로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
다.(GT16 전용)

〈사용 가능한 접속 형식〉버스 접속, CPU 직접 접속, 계산기 링크 접속,
Ethernet 접속

트러블 발생 시나 PLC CPU의 프로그램 갱신 시, 기술자가 현지에
가지 않고도 시퀀스 프로그램 등의 데이터를 확인하여 분석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공장

사무실

CF
카드

CPU 교환

시퀀스
프로그램
등

시퀀스
프로그램
등

복구

CF
카드

데이터 교신

② 분석ㆍ수정

백업①
CF
카드

●4단계로 나누어 표시함으로써, 알람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 알람
발생 상황(어디서, 어떠한)의 정리ㆍ파악이 용이해져 효과적으로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인별 알람

알람
발생

4스텝 사용 예

상계층 알람
장치별 알람

중계층 알람

라인A 정지

네트워크 No.1
국번3

람

그 룹
반송
반송
반송
반송
반송
가공
가공
가공
가공
가공

레 벨
중급
중급
중급
중급
상급
상급
하급
하급
하급
하급

반송 G의 알람을 표시
그룹별

반송 G의 중급 알람을 표시

그룹ㆍ 레벨별
함께 사용
레벨별

하급 알람을 표시

장치 A 이상

내용은

●시간을 지정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료 차단
복구는

시간 지정으로 간단 검색

재료 보충

●히스토리컬 트렌드 그래프와 연계하면, 그래프상에서 이상이 예
상되는 시간을 지정하여 이 때의 알람 발생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장

네트워크 No.1
국번2

알

트러블 슈팅

상세 화면

●터치 스위치를 사용한 수동 백업 이외에 트리거 디바이스 또는
요일ㆍ시간의 지정에 의해 자동 백업할 수 있습니다.

팝업 표시

최대 255개

●각 알람을 그룹ㆍ레벨별로 나누어 특정 알람만을 표시할 수 있
습니다.

어디서

●Ethernet상의 복수 기기를 일괄로 백업할 수 있습니다. 백업 대
상 접속 기기는 국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발생 중인 알람만 표시

●알람의 발생 상황을 스텝 by 스텝으로 4단계로 나누어 알기 쉽게
작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중〉

PLC CPU 교환 시 등은 시스템 구성이나 접속 형태에 따라 복구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 백업도 가능

장치 B의 감시 설정

그룹ㆍ레벨 별 표시

범용 알람

복수 기기를 일괄로 백업

이력 파일 저장

4스텝으로 통지

알람의 내용

현장에 PC가 없어도, GX Developer의 조작 방법을 몰라도, PLC CPU 프로그램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알람 표시 설정
발생 중 또는 복구
완료된 알람을 표시

많은 알람도 빠르게 이해ㆍ대응

복구③
CF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시퀀스
프로그램을 백업 데이터 변환 툴로
변환 후 GX Developer에서 편집 가능.

알람 감시 설정
장치 A의 감시 설정

보전 작업자

백업해 두면ㆍㆍㆍ

감시 범위 확대로 대규모 시스템에도 안심

기동/운용

활용 예①

확장 알람 기능

설계자

●PLC CPUㆍ모션 콘트롤러의 프로그램이나 파라미터 등의 데이
터를 GOT의 CF 카드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알람이 빈발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대응으로 Down time 단축
〈대상 데이터〉프로그램, 파라미터, 디바이스 코멘트, 디바이스 초기값
데이터, 파일 레지스터 등
〈대상 기종〉MELSEC-Q 시리즈(Q12PRH/Q25PRHCPU 제외),
L 시리즈, FX 시리즈,
모션 컨트롤러 Q 시리즈(SV13/SV22 전용), CNC C70
로봇 컨트롤러(CRn-D700, CRnQ-700)

작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시 화면

매주 금요일 17：30에 백업

금요일 17：30

●확인하기 쉬운 색상과 팝업 기능으로 인식 능력이 향상됩니다.

백업

표시 대상 상태
발생 중인 알람만 표시하거나 모든 상태를 전환하여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코멘트 표시색

패스워드로 보안 강화
네트워크 No.1
국번1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백업/복구 시에 패스워드 인증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괄로 백업

백업/복구용 패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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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워드 입력

JPEG 화상 표시도 가능
상세 표시
사용자 알람/시스템 알람이 팝업되므로 알람을 빠뜨리지
않고 설정할 수 있으며 배경색 지정도 가능합니다.

시스템 알람 기능 강화

알람 발생 요인 확인(유틸리티 기능)

●PLC/GOT/네트워크 중에서 감시 대상을 미리 지정하여 지정된
알람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알람 발생 상황을 시간별로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알람 발생 횟수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복구

상세 표시는 윈도우 화면에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양
외형 치수

백업하는 접속 기기를
복수 선택 가능

옵션 기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옵션 기기 선정(P.83)」을 참조하십시오.

커서 표시색
커서의 표시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람 내용을 정확
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화면 디자인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백업

<특허 취득 완료>

정렬 표시
일시/레벨/그룹/알람 상태/발생 횟수/Down time 순으로
정렬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세 표시

관련 툴
다운로드

알람 상태(발생ㆍ복구ㆍ확인)나 레벨ㆍ그룹별로 코멘트
표시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흐름 표시
표시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긴 코멘트도
터치 조작없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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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기기와의 탁월한 친화력으로 더욱 편리해지는 유지보수 작업.
[보전 작업자]

터치 조작으로 고장 요인을 빠르게 규명.
더욱 진화된 래더 모니터 기능!

PC 불필요! 또한 간단!
GOT에서 래더 프로그램 수정

래더 모니터 기능

래더 편집 기능
XGA/SVGA/VGA 모델에 대응합니다.
QS 시리즈는 Q/L/QnA 래더 모니터 기능 중에서 모니
터만 가능합니다. 디바이스값을 변경하는 등의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미쓰비시 PLC Q/QS/L/QnA/A/FX 시리즈, CNC C70,
MELDAS C6/C64의 시퀀스 프로그램을 래더 화면으로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터치 스위치에 PLC 프로그램명과 코일 번호를 설정하여 해당하
는 코일의 래더 블록을 직접 표시할 수 있습니다.

5.7인치형을 제외한 XGA/SVGA/VGA 모델에 대응.
QnPHCPU/QnPRHCPU는 미대응.

설계자

FX3GCPU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원터치 래더 점프 기능으로 고장 요인을 규명(Q/L/QnA, CNC C70 래더 모니터 시)

미쓰비시 PLC Q 시리즈(Q 모드), CNC C70의 시퀀
스 프로그램을 래더 형식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GOT에서 간편하게 래더 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터치 스위치 설정 대화상자의 「확장」→「래더 모니터」를 선
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의 검색/바꾸기도 가능하므로, 편집하고자 하는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수정할 내용이 다수 있는 경우 일괄로 수정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동/운용

터치 스위치에 설정된 코일의
래더 블록 표시

●래더 프로그램의 편집하고자 하는 부분(접점이나 세로선 부분
등)을 터치하기만 하면, 래더 기호ㆍ디바이스를 입력하거나 변
경/삭제할 수 있으며, 세로선ㆍ가로선을 삽입/삭제하거나 열ㆍ
행을 삽입/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테이트먼트ㆍ노트 편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편집한 내용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원터치로 래더 모니터 화면으로 점프

편집하고자 하는 부분을 터치 하면,
래더 입력 윈도우가 표시됨.

보전 작업자

PLC의 국번ㆍ호기ㆍ목적 디바이스
와 래더 검색 모드(코일 검색 또는 요
인 검색)ㆍ프로그램 파일명 설정
【프로그램명：AUTO-L1, 네트워크
No：2, 국번：3, M100 설정 예】

M200의 a접점으로 변경!

넓은 모니터 화면ㆍ편리한 기능으로 보수 작업도 효과적!
●접속된 PLC 이외에도 다른 국 PLCㆍ멀티 CPUㆍCPU 내의 복
수 프로그램ㆍ로컬 디바이스 모니터 가능합니다.
●복수 접속 기기의 프로그램ㆍ코멘트를 CF 카드에 저장할 수 있
으므로, PC 읽기를 하지 않고도 전환하면서 래더를 표시할 수 있
습니다.
(Q/L/QnA 래더 모니터 시)
●디바이스값이나 타이머(T)/카운터(C)의 설정 변경 가능합니다.
●알람 이력과 함께 사용하면, 알람 발생 요인이 되는 접점을 쉽게
검색 가능합니다. <요인 검색>

〈Y10을 포함한 래더 블록 표시〉
ST1 이상
M10

이상 표시 등
표시

〈코일 M20의 래더 블록 표시〉
LS 이상
M31

ST2 이상
래더 기호：b접점→a접점
디바이스：M422→M200으로 변경.

공기 압력 이상

M32
ST2 이상
M20

ON 되어 있는 A접점
(M20)을 터치(코일
검색 기능)

터치

유압 이상
M33

유압 이상(M33)이
ON되어 있으므로,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

XGA/SVGA/VGA 모델에 대응.

모션 SFC 모니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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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변경 탭

미쓰비시 모션 컨트롤러(Q 시리즈)의
모션 SFC 프로그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터치하면 표시 블록이 전환됩니
다.

터치하면 표시 블록이 전환됩니
다.

스텝

활성 상태일 때 반전 표시합니다.
터치하면 Zoom 윈도우나 해당
블록의 SFC 그림을 표시합니다.
활성 스텝에 맞추어 SFC 그림을
자동으로 스크롤합니다.

Zoom 윈도우

●상세 프로그램 윈도우에서 연산 제어 스텝ㆍ트랜지션 프로그램
과 현재값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이행 조건

터치하면 이행 조건 비트 디바이
스를 ON/OFF 하는 윈도우를 표
시합니다.

옵션 기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옵션 기기 선정(P.83)」을 참조하십시오.

●프로그램 일괄 모니터나 활성 스텝 리스트 등의 일람 표시 기능
으로 전체의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SFC 그림

●프로그램은 GOT의 CF 카드에 저장되므로, 다시 읽어들이는 시
간이 절약됩니다.

스텝/트랜지션

상세 프로그램 윈도우

활성 상태일 때 반전 표시됩니다.
터치하면 상세 프로그램 윈도우
가 표시되는데, 활성 스텝에 맞추
어 SFC도 역시 자동으로 스크롤
됩니다.
SFC 그림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프로그램ㆍ코멘트는 GOT의 CF 카드에 저장합니다.
한번이라도 프로그램을 읽은 뒤에는 다시 읽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블록 전환 탭

사양
외형 치수

●디바이스 테스트를 SFC 그림이나 블록 리스트로 간편하게 실행
할 수 있습니다.

●원터치 래더 점프 기능에도 대응하므로, 고장 요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툴
다운로드

●SFC 그림이나 Zoom 윈도우나를 터치하여 디바이스를 지정하
고, 해당 디바이스를 사용하하는 다른 시퀀스 프로그램을 래더
모니터 기능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값 표시나 검색ㆍ디바이스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PLC 진단으로 CPU 상태를 파악

모션 SFC 프로그램을 GOT에서 모니터
모델에 대응.

●블록 리스트나 활성 스텝의 이동에 맞추어 SFC 그림이 자동으로
스크롤됩니다.

●GOT에 직접 접속된 PLC 이외에도 같은 네트워크상의 다른 국
PLCㆍ멀티 CPUㆍCPU 내의 복수의 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
습니다.

옵션 기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옵션 기기 선정(P.83)」을 참조하십시오.

SFC 프로그램을 GOT에서 모니터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해진 트러블 슈팅

MELSAP-L)을 SFC 그림 형식으로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편집한 프로그램은 GOT에서 RUN 중 쓰기가 가능하므로, 가동
중에 장치를 멈추지 않고 래더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CPU 동작 상태나 현재의 에러를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옵션 기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옵션 기기 선정(P.83)」을 참조하십시오.

미쓰비시 PLC Q/L 시리즈의 SFC 프로그램(MELSAP3,

넓은 액세스 범위와 편리한 기능으로, 보수 작업도 효율적!

●GOT에서 리모트로 PLC를 STOP/RUN 할 수 있습니다.
정지의 원인이나 인터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예기치 않은 트러블에도 긴급 대응 가능.

●XGA 모델에서의 래더 표시 행수가 증가하여 더욱 편리해 졌습
니다.

SFC 모니터 기능

「RUN」 중에 PLC 쓰기 가능

계장

●터치하기만 하면, 접점이나 코일 검색 가능합니다.
(Q/L/QnA 래더 모니터 시) <터치 검색>

터치 검색 경고등 점등(Y10) 요인 검색 예

옵션 기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옵션 기기 선정(P.83)」을 참조하십시오.

45

충실한 보수 작업 지원 기능으로 Down time 단축!
[보전 작업자]

PLC 디바이스 모니터/변경

시스템 모니터 기능
●PLC, 모션 컨트롤러, CNC, 로봇 컨트롤러의 디바이스를 모니터
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T)/카운터(C)의 현재값,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버퍼메모리(BM)를 모니터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Q 모션 컨트롤러 조정

간편한 서보 앰프 기동ㆍ조정

네트워크 모니터 기능

Q 모션 모니터 기능

서보 앰프 모니터 기능

●CC-Link IE 컨트롤러 네트워크,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MELSECNET/H, MELSECNET/10, MELSECNETII의 네트워크
회선 상태를 전용 화면에서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동일 베이스상의 Q 모션 컨트롤러를 최대 3대까지 모니터하거
나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펄스열 출력에 의한 시스템의 경우, GOT를 서보 앰프와 시리얼
로 접속하여 서보 앰프를 셋업ㆍ모니터ㆍ알람ㆍ진단ㆍ파라미터
설정ㆍ테스트 운전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회선 모니터, 자국 정보, 다른 국 정보 등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
습니다.

●다른 국에 액세스도 가능합니다.

설계자

QSCPU는 모니터만 가능합니다. 디바이스값 변경 등은 할 수 없습니다.

MELSECNET의 회선 상태 확인

서보 앰프의 기종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서보 앰프 모니터 기능이 다릅니다.

＜대응 기종＞
Q172D/Q173DCPU(-S1)
Q172H/Q173HCPU

Q170MCPU
Q172(N)/Q173(N)CPU

기동/운용

Q 모션 컨트롤러 CPU의 본체 OS가 SV13/SV22일 때만 대응합니다. Q 모션 컨트롤
러 CPUㆍ서보 앰프의 기종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Q 모션 모니터 기능의 내용이 다
릅니다.

보전 작업자

버퍼메모리값이나 I/O 정보를 확인하기 쉽게 표시

인텔리전트 모듈 모니터 기능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QD75MH 등)의 버퍼 메모리값이나 입출
력 모듈의 ON/OFF 상태를 모니터하거나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
습니다.

●LCPU 내장 I/O 기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D65PD2, LD77MH16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XGA/SVGA/VGA 모델에 대응.

MELSEC-L 트러블 슈팅 기능
●LCPU 전용 보전용 화면을 탑재하고 있어, 새로 작화하지 않아도
PC 없이 CPU 상태ㆍ에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 화면에서 터치하기만 하면, 인텔리전트 모듈 모니터 등의
각종 기능 화면으로 점프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
니다.

전용 표시기가 불필요하므로 공간 및 비용 절감

CNC 모니터 기능/CNC 데이터 입출력 기능
CNC 모니터 기능
●CNC(C70, C6/C64)와 접속 시 위치를 표시하고 알람 등을 모니
터하거나 공구 보정용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CNC 데이터 입출력 기능
●CNC C70의 가공 프로그램이나 파라미터를 복사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 변경 시 편리

A 리스트 편집/FX 리스트 편집
●MELSEC-A 시리즈, FX 시리즈의 시퀀스 프로그램을 리스트
(명령어) 형식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계장

●QCPU(Q 모드), QSCPU 사용 시는 PLC 진단 기능으로 CPU의
동작 상태나 현재 발생 중인 에러를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MELSEC-L 시리즈의 메인터넌스도 간편하게

●주변기기가 없어도 현장에서 일부의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GT16/GT15에서는 래더 모니터 기능과 함께 사용하면, 프로그
램을 확인하면서 시퀀스 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관련 툴
다운로드

XGA/SVGA 모델에 대응.
옵션 기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옵션 기기 선정(P.83)」을 참조하십시오.

46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A 리스트 편집

사양
외형 치수

FX 리스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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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업을 확대하여 더욱 선택의 폭이 넓어진 GT10.

소형, 중형 화면 크기에 충실

소프트웨어 공통 기능

GOT 멀티 드롭 접속

GT10은 5.7인치형과 4.7인치형의 폭넓은 화면을 라인 업하여 자유자재로 화면을 레이아웃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4.5형과 3.7인치형의 와이드 화면 타입에는 화이트 프레임 타입이 추가되었습니다.

시리얼 멀티 드롭 접속 모듈 GT01-RS4-M을 사용하면,
GOT1000를 총연장 500m, 최대 16대까지 접속할 수 있습니다.

미쓰비시 PLC
MELSEC 시리즈
FX, A, QnA, Q

사용할 수 있는 OS 프리 인스톨 ●오리지널 기동 화면 표시
글꼴 바리에이션 ●세계 언어 표시와 코멘트 전환 기능
알람 기능 및 윈도우 기능 ●화면 보호 기능으로 에너지 절약 운전
기능 및 멀티 액션 스위치로 시퀀스 프로그램 부하 절감

기타 주요 기능

●QVGA320×240도트
●매트릭스식 터치 패널

도형 작화

◎직선, 연속 직선, 직사각형, 다각형, 모깎기 사각, 원, 타원, 원호,
타원호, 부채꼴, 타원 부채꼴 ◎눈금 표시 ◎채우기 ◎화상(BMP/DXF)

오브젝트

◎코멘트 등록(기본 코멘트/코멘트 그룹) ◎부품 등록◎데이터 연산 기능
◎오프셋 기능 ◎보안 기능 ◎램프 표시 ◎터치 스위치 ◎수치 표시/입력
◎아스키 표시/입력 ◎시계 기능(GT1050, GT1055, GT1040, GT1045,
GT1030 : 시계 내장, GT1020 : PLC의 시계 참조) ◎코멘트 표시
◎알람 리스트/알람 이력 ◎부품 표시 ◎패널 미터
◎트렌드 그래프/꺾은선 그래프/막대 그래프/통계 막대 그래프/
통계 원 그래프◎상태 감시 기능 ◎레시피 기능(4000점) ◎타임 액션 기능

미쓰비시 인버터ㆍAC 서보에 대한 접속

●터치 스위치 최소 단위 16×16도트
●터치 스위치 최대값 50/화면
블랙 프레임 타입

화이트 프레임 타입

미쓰비시 인버터ㆍ미쓰비시 AC 서보에 RS-485로 직접 연결하여,
파라미터 설정 등을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전 작업자

◎화면(베이스 : 최대 1024화면/윈도우:최대 512화면)
◎글꼴(표준(6×8도트 : 고딕, 16도트 : 고딕,
12도트 고딕[GT1020 제외])/고품위/TrueType/Windows)
◎화면 전환 기능, 화면 호출, 언어 전환 기능, 패스워드, 시스템 정보,
접속 기기 설정, 기동 로고

대응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버전은 해당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GT16/GT15/GT11도 GOT 멀티 드롭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인치형

화이트 프레임 타입

공통

기동/운용

●터치 스위치 최소 단위 16×16도트
●터치 스위치 최대값 50/화면

블랙 프레임 타입

설계자

●곧바로
●다양한
●다양한
●레시피

인치형
●QVGA320×240도트
●매트릭스식 터치 패널

상위 기종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각종 편이 기능을 콤팩
트 타입의 GT10에 응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GT Works3의 시뮬레이터 기능에 대응

인치형

●288×96도트
●매트릭스식 터치 패널

●160×64도트

●터치 스위치 최소 단위 16×16도트
●터치 스위치 최대값 50/화면

인치형

●아날로그식 터치 패널

모니터링
운전 지령

모니터링
파라미터 조정

●터치 스위치 최소 단위 2×2도트
●터치 스위치 최대값 50/화면

실제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작화 화면을 디버그할 수 있습니다.

클릭!
PC에서

높은 콘트라스트 제품
신판매!

편하게
디버그

GX Works2의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면
시퀀스 프로그램도 함께
디버그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버전은 해당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F900 시리즈와의 높은 호환성으로 패널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도 설치 가능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320도트

「PC를 현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출장지에 홀가분하게 가고 싶다」,「원격지에 있는 고객의 화면을 변경해야 한다」,
「여러 대의 GOT에 같은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싶다」 등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GT10은 옵션 메모리나 메모리 로더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기본 OS도 탑재할 수 있어, 새로운 기능으로 GOT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240도트

240도트

320도트

데이터 전송 기능으로 보다 편리하고 자유롭게!

GT10-50FMB형 메모리 보드
●양쪽 모두 QVGA320×240도트

GOT를 경유하여 PC와
PLC를 접속

●최신의 데이터가 들어
있는 메모리 보드를 장착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데이터 읽기, 쓰기
●기동 시 2점누름 기능으로 자동 쓰기도 가능

관련 툴
다운로드

GT1050/GT1055는
F940GOT와 같은 5.7
인치형, QVGA320×
240도트 액정으로 호환
이 가능합니다.

GOT와 PC를 접속하면, GOT를 경유하여 FA 기기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기동ㆍ조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계장

GT Works3 Ver.1.22Y 이후에 대응.
F940GOT에서 GT1050/GT1055로 대체하거나, F930GOT에서 GT1030으로 대체하는 경우.

기본 OS, 통신 드라이버
프로젝트 데이터
읽기, 쓰기

사양
외형 치수

GT1030은 F930GOT와 같은 크기로 슬림 타입.
표시 도트를 세밀화하여 해상도도 향상시켰습니다.
F930 대비 1.44배

GT10-LDR형 메모리 로더
해상도

●70mm×110mm의 콤팩트 설계
(GOT 전송용 케이블도 내부에 수납)
●기본 OS, 통신 드라이버, 프로젝트
데이터 쓰기 가능

288도트
240도트

FX/Q/L/QnACPU 직접 접속
Q/L/QnACPU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접속 등

80도트
96도트

배

●프로젝트 데이터, 리소스 데이터
읽기 가능
●스위치 방식으로 간단 조작
(쓰기 금지 스위치를 내장하여 읽기 오류 방지)
●전원 불필요
(GOT 또는 PC에서 전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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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데스크에서

출장지에서

고객에게
양산 설비에 복사
PC
(GT Works3)

기본 OS, 통신 드라이버
프로젝트 데이터,
리소스 데이터

기본 OS, 통신 드라이버
프로젝트 데이터,
리소스 데이터

읽기, 쓰기

읽기, 쓰기

USB 케이블(1m) 동봉

현장에서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FA 트랜스페어런트

배

RS-232 전송 케이블(0.2m) 내장

기본 OS, 통신 드라이버는 쓰기만, 리소스 데이터는 읽기만

리소스 데이터는 읽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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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Platform 대응 컨트롤러를 대표하여
GOT1000이 모든 제어를 표현.

MELSEC가 계장 분야를 선도.
전용 시스템에서 PLC로!

■integrated Q(통합 Q)

미쓰비시 FA 통합 플랫폼

장치 계장에서 플랜트 계장까지 폭넓은 용도에 적용되고 있는「MELSEC 계장」.
그 감시 인터페이스로 GOT1000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미쓰비시 FA 기기 간에서만 가능하던 탁월한 고성능 계장 감시 시스템을 간편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improved Quality(고품질)
■intelligent＆Quick(고기능＆고속)
■innovation＆Quest(혁신＆탐구)

PLC, 모션 컨트롤러, CNC, 로봇 컨트롤러, C 언어 컨트롤러를
종래에 각각의 컨트롤러에 접속되어 있던 다른 모니터 장치를 GOT1000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로봇

CNC

C 언어 컨트롤러

①PX Developer에서 GOT 계장 화면 자동 생성
PX Developer에서 정의한 태그 등의 정보에서 GOT용 계장 관련 화면이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작화 작업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 생성된 화면은 GT Works3에서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GT Works3의 시뮬레이터 기능과 GX Simulator를 사용하여 실제 기기가 없어도 PC에서 프로그램과 화면 데이터의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운용

iQ Platform 대응 컨트롤러 1대로 통합.

MELSEC 계장과 GOT1000(GT16/GT15)의 연계에 의한 효과.

설계자

고속 제어와 편리성을 추구하는「iQ Platform 대응 컨트롤러」와 「GOT1000」이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선도합니다.

모션 컨트롤러

계장

「iQ Platform」 차세대 통합 플랫폼

생산 현장을 최적화하는

PLC

더욱 간편해진 계장 시스템 구축..
GOT1000은 계장 제어와도 유연하게 연계!

소프트웨어의 대응 버전 및 상세한 기능 설명은「PX Developer 오퍼레이팅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자동 생성 가능 화면 예】
보전 작업자

제어판

튜닝 화면

경보 일람 화면

트렌드 화면

②GOT1000＆GT SoftGOT1000의 데이터 활용
GT Works3와 PX Developer만 사용하여 현장(GOT1000)과 감시실(GT SoftGOT1000)의 계장 감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화면 데이터를 유용하면 감시 화면을 더욱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iQ Platform 대응 컨트롤러

현장

감시실

감시실에서는

계장

현장에서는

①엔지니어링 비용 절감
작화 소프트웨어 「GT Designer2」에서
각 컨트롤러의 모니터 화면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IP67f에 대응하여 내환경성이 뛰어나므로 각종 현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GT SoftGOT1000상의 터치 스위치에서 PX Developer 모니터 툴
의 페이스 플레이트나 경보 일람 등의 화면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VESA 마운트 대응 어댑터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GOT의 화면 데이터를 그대로 유용할 수 있으므로
감시실용 화면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예비품 비용 절감
③계장 부품 라이브러리

③보수 작업에도 위력 발휘
로봇 샘플 작화 데이터

전동식 밸브

다이어그램식 3방향 밸브

피스톤식 밸브

펌프

④프로세스/이중화 CPU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GOT1000만의
다양한 기능
프로세스/이중화 CPU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GOT1000의 풍부하고 편리한 기능이 계장 시스템의
보수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작 로그 기능
●작업자 인증 기능

CNC 모니터 기능

제어 루프

유량계

●백업/복구 기능 등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GOT1000에는 「Q 모션 모니터 기능」ㆍ「CNC 모니터
기능」 등과 같은 편리한 보전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트러블 발생 시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GT16/GT15만)

계장의 부품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였습
니다.
따라서 계장 그래픽 화면을 쉽게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계장의 부품 라이브
러리는 MELFANSweb 홈 페이지[표시
기 GOT]에서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양
외형 치수

각 컨트롤러에 접속되어 있던 다른 모니터 장치를
1대의 GOT1000에 집약하면
예비품 비용도 크게 줄어듭니다.

관련 툴
다운로드

상세한 기능 설명은「GT SoftGOT1000(P.26)」을 참조하십시오.

GOT 본체에 따라 접속할 수 있는 기종이나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접속 가능 기종 일람(P.67~)」, 「기종별 기능 일람(P.72~)」,
「사용 시 유의 사항(P.83~)」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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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툴을 제공하여 조작 편의성 향상.

각종 뉴스, 무료 툴, 기술 지원ㆍㆍㆍ보지 않으면 손해 보는 정보로 가득!

관련 툴 & 다운로드 소개
GOT의 모든 것이 여기에,

각종 FA 기기를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는 샘플 작화 데이터 제공

제품 정보, FA 용어집, 스쿨 정보 등 미쓰비시 FA의 모든 정보를 총망라한 Web 사이트「MELFANSweb」.
모든 FA 기기 사용자를 지원합니다. GOT에 관한 새로운 정보도 수시로 게재합니다.

GOT 탑 페이지

FA 기기 접속용 샘플 작화 데이터

독자적인 화면 디자인

부품 라이브러리

각사 온도 조절기의 페이스 플레이트 및 인버터, 서보 앰프의 파라미
터 설정 등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작화 샘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화 소프트웨어에 가져오기만 하면,
원하는 화면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

■서보 앰프：MR-J3-A

간단한 설정만으로 곧바로
온도 조절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설정, 모니터 진단 화면〉

●대표적인 리얼 부품이나 메탈 부품, 플라스틱 부품 충실.
표현이 다양한 화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능 내장 부품이나 배관 부품의 9색 전개 등 용도에 맞춘 부품도 충실.
분야에 맞는 각종 화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리얼 2 부품〉

〈배관 부품〉

설계자

GOT1000 시리즈를 시작으로, 미쓰비시전기의 표시기에 관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GOT에서 테스트 운전을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GT Works3 소개 코너

■인버터：
FREQROL-A700 시리즈
운전 지령이나 파라미터 설정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동/운용

GT Works3의 기능 소개, 업데이트판, FAQ 등 최신 정보
게재 중!
권장 기능을 소개하는 동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봇：MELFA-SQ 시리즈
PLC와 로봇의 멀티 CPU 간 공유 메모리
를 이용하여 GOT에서 로봇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메탈 키스위치〉
이미지상의 부품은 부품 라이브러리 중 일부입니다.

〈플라스틱 부품〉

보전 작업자

부품은 수시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보수 작업에 적합한 동영상 매뉴얼 제공

동영상 샘플 데이터
■MELSEC-Q 시리즈
전력계측모듈 QE81WH
에너지 계측 관리 시스템용 샘플
화면입니다.

■디지털 센서
PLC, GOT, 디지털 센서를 접속하여
센서의 설정값이나 출력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GT16에서 재생할 수 있는 동영상 샘플 데이터(3 GP파일)를 제
공합니다. GT16의 멀티미디어 모듈에 장착한 CF 카드에 저장하
기만 하면 GOT에서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GOT 백라이트 분리 순서
●GOT 정기 점검 순서
●PLC 배터리 교환 순서
●PC CPU 설치 순서
예) GOT 정기 점검 순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제공

Down time을 단축시켜 주는 화면 작성 기능

권장 자료

트러블 슈팅 문서 표시 데이터
●문서 표시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템플릿 화면과
트러블 슈팅 문서를 제공합니다.

GOT 기종 선정 시스템
GOT와 접속하고자 하는 MELSEC PLC와 GOT의 기종, 대수, 옵션,
접속 방식 등을 선택하면, 선택된 내용에 맞는 시스템 구성도나 기기 리스트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GOT 제품 검색

<문서 표시 기능을 설정한 화면과 트러블 슈팅 문서 표시 예>

GOT의 사양ㆍ형명에서 제품을 검색하여 제품의 상세 정
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 기종을 비교하여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GOT의 기종을 자유롭게 선정
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이나 외형도, CAD 데이터도 다운
로드할 수 있습니다.
문서 표시 기능으로
트러블 슈팅 문서를 GOT에서 표시

GOT1000의 편리한 기능을 곧바로 사용 가능

파트 라이브러리 북

GOT 본체에서 옵션까지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CAD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D-CAD 데이터(DXF 포맷)
●3D-CAD 데이터(IGES/STEP 포맷)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예)CC-Link 네트워크 모니터

제품 CAD 데이터

사양
외형 치수

확장 알람이나 오브젝트 스크립트 등의 편리한 작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기능도 간단한 설정만으로 곧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깅＋
히스토리컬 트렌드
●리포트 기능
●래더 모니터 기능
●문서 표시
●백업/복구 기능
●CC-Link 네트
워크 모니터
●파일 조작 함수
●디바이스 모니터

모터 제어 소개

시스템 설계에 필수품인 CAD 데이터 제공

각 기능의 샘플 작화 데이터

●확장 알람
●중첩
●확장 레시피
●かな한자 변환
●오브젝트 스크립트
(내부 변수, 속성,
자유 작화, 화면
제어, 연산 기능)
●언어 전환
●레시피

도입 가이드
(GT Works3 대응판)

관련 툴
다운로드

트러블 슈팅하고자 하는 기기의
스위치를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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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 작화 소프트웨어의 도입 가이드나 GOT의 활용 방법, 부품
라이브러리 북 등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를 풍부하게 준비.

계장

GOT에서 미쓰비시 FA 기기를 트러블 슈팅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데이터는 현재 일본어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용 중인 PC의 OS 및 사용 언어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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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양
전원부 사양
사 양

항

목

일반 사양
항

사 양

목
표시부
표시부 이외

사용 주위 온도

0~50℃
0~55℃
-20~60℃

보존 주위 온도
사용 주위 습도
보존 주위 습도
JIS B 3502,
61131-2에
적합

내진동

인가 횟수

편진폭
3.5mm

X, Y, Z
각 방향 10회

1.75mm
방향 각 3회)

그을음, 부식성 가스, 가연성 가스가 없고, 전도성 먼지가 심하지 않으며, 직사 광선을 받지 않을 것(저장 시도 동일)

2000m 이하
제어반 내
Ⅱ 이하

직사 광선이 노출되는 장소나 고온, 분진, 습기 또는 진동이 많은 곳에
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일본 외 규격ㆍ선급 규격의 대응 상황에 대해서는 MELFANSweb 홈 페이지
【http：//www.MitsubishiElectric.co.jp/melfansweb】에서 확인하십시오.

소비 전력

백라이트
소등 시

64W 이하

46W 이하

38W 이하

32W 이하

39W 이하
30W 이하

26A 이하
(4ms, 최대 부하 시)

돌입 전류
허용 순간 정전 시간
노이즈 내량
내전압

DC24V(＋25%, －20%)

DC24V(＋10%, －15%)

60W 이하

40W 이하

38W 이하

16W 이하

11.6W 이하

30W 이하

26W 이하

27W 이하

14W 이하

8.2W 이하

67A 이하
(1ms, 최대 부하 시)

30 이하
(2ms, 최대 부하 시)

12A 이하
(75ms, 최대 부하 시)

12A 이하
(55ms, 최대 부하 시)

20ms 이내(AC100V 이상)

10ms 이내

5ms 이내

노이즈 전압 1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노이즈 전압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노이즈 전압 10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30~10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전원 단자 일괄⇔어스 간 AC1500V 1분간

절연 저항
적합 전선 크기
적합 압착 단자

전원 단자 일괄⇔어스 간 DC500V 1분간
전원 단자 일괄⇔어스 간 DC500V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0.75~2[mm2]
M3 나사용 압착 단자 RAV1.25-3, V2-S3.3, V2-N3A, FV2-N3A

적합 고정 토크
(단자대 단자 나사)

0.5~0.8[Nㆍm]

기동/운용

2 이하
자체 냉각
D종 접지(100Ω 이하), 접지 불가능 시는 제어반에 접속

AC100~240V(＋10%, －15%)
입력 전원 전압
입력 주파수
50/60Hz±5%
입력 최대 피상 전력 150VA(최대 부하 시) 110VA(최대 부하 시) 100VA(최대 부하 시)

설계자

내충격
사용 분위기
사용 표고
설치 장소
초과 전압 카테고리
오염도
냉각 방법
접지

10~90%RH,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10~90%RH,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주파수
가속도
5~9Hz
단속적인 진동이
있는 경우
9~150Hz
9.8m/s 2
5~9Hz
연속적인 진동이
있는 경우
9~150Hz
4.9m/s 2
JIS B 3502 IEC 61131-2에 적합(147m/s 2, XYZ 3

멀티 미디어 모듈(GT16M-MMR), MELSECNET/H 통신 모듈(GT15
-J71LP23-25, GT15-J71BR13), CC-Link 통신 모듈(GT15-J61
BT13)상에 확장 모듈을 장착하는 경우, 일반 사양의 사용 주위 온도
는 왼쪽에 기재한 최대 온도보다 5℃ 낮게 하여 사용하십시오.
GOT는 표고 0m의 대기압 이상으로 가압한 환경에서 사용하거나 보
관하지 마십시오. 사용하면 이상 동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어반을 가압하면 기압에 의해 표면의 시트가 떠올라 터치 패널을
누르기가 어려워지거나 시트가 벗겨질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기기가 공중 배전망에서 구내의 기계 장치에 이를 때까지 어느
배전부에 접속되어 있다고 가정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카테고리Ⅱ는 고정 설비에서 전원이 공급되는 기기 등에 적용됩니다.
정격 300V까지의 기기의 내서지 전압은 2500V입니다.
해당 기기가 사용되고 있는 환경에서의 도전성 물질의 발생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오염도 2는 비도전성의 오염 밖에 발생하지 않
음을 나타냅니다. 조건에 따라서 응결에 의해 일시적인 도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GT1665HS는 0~40℃입니다.
GT1665HS는 제외합니다.

각부의 명칭

성능 사양
사 양
항

성능 사양
사 양

종류
화면 크기
해상도
표시 크기

표시부

15인치형
XGA:1024×768[도트]
304.1(W)×228.1(H)[mm]

표시 문자수

16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64자×48행(전각)
12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85자×64행(전각)

표시색
시야각
액정 단독 휘도
휘도 조정

좌우 각 75도, 상50도, 하60도
450[cd/m2]

수명

백
라이트

TFT 컬러 액정(고휘도, 넓은 시야각)
TFT 컬러 액정
12.1인치형
10.4인치형
SVGA:800×600[도트] SVGA:800×600[도트]
SVGA:640×480[도트]
246(W)×184.5(H)[mm]
211(W)×158(H)[mm]
16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50자×37행(전각)
16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40자×30행(전각)
12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66자×50행(전각)
12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53자×40행(전각)
65536색
4096색
16색
좌우 각 80도, 상60도, 하80도
좌우 각45도, 상30도, 하20도
상하 좌우 각 88도
470[cd/m2]
400[cd/m2]
450[cd/m2]
200[cd/m2]
8단계 조정
4단계 조정

약 52,000시간
(사용 주위 온도 25℃)

약 43,000시간
(사용 주위 온도 25℃)

수명

C드라이브

수명(쓰기 횟수)
내장 시계 정밀도
배터리

백업 대상
수명

1[m]
상하좌우 각각 70도
0~4[초]
사람의 체온과 그 주위 기온과의 온도차:4℃ 이상
내장 플래시 메모리 15MB
(프로젝트 데이터 저장용, OS 저장용)

내장
인터페
이스

내장 플래시 메모리 15MB
(프로젝트 데이터 저장용, OS 저장용)

수명

냉음극관(교환 가능) 백라이트 손상 검출 기능 내장 LED(교환 불가능) 백라이트 손상 검출 기능 내장
백라이트 OFF/화면 보호 시간 설정 가능
백라이트 OFF/화면 보호 시간 설정 가능
약 50,000시간 이상 약 40,000시간 이상 약 70,000시간 이상
수명
(사용 주위 온도가 25℃일 때 표시 휘도가 50%가 되는 시간)
방식
아날로그 저항막 방식
터치
최소 2×2[도트](1키당)
키 크기
패널
동시 누름 점수
동시 누름 불가능 (1점만 터치 가능)
수명
100만회 이상(조작 0.98[N] 이하)
없음
검출 거리
없음
인체 감지 검출 범위
센서
없음
검출 지연 시간
없음
검출 온도
내장 플래시 메모리 15MB 내장 플래시 메모리 11MB
내장 플래시 메모리 15MB
C드라이브
(프로젝트 데이터 저장용, OS 저장용) (프로젝트 데이터 저장용, OS 저장용)
(프로젝트 데이터 저장용, OS 저장용)
메모리
수명(쓰기 횟수)
10만회
내장 시계 정밀도
-3.61~2.16초/일(사용 주위 온도 25℃) 3.47~8.38초/일(사용 주위 온도 25℃)
3.47~8.38초/일(사용 주위 온도 25℃)
GT15-BAT형 리튬 배터리
GT11-BAT형 리튬 배터리 GT15-BAT형 리튬 배터리
배터리 백업 대상
시계 데이터, 메인터넌스 시기 통지용 데이터, 시스템 로그 데이터, SRAM 사용자 영역(500KB)
약 5년(사용 주위 온도:25℃)
수명

RS422/485

RS-422/485, 1ch 전송 속도:115200/57600/38400/19200/9600/4800bps
커넥터 모양:14핀(수(오목)) 용도:접속 기기 통신용
데이터 전송 방식:100BASE-TX, 10BASE-T, 1ch
커넥터 모양:RJ-45(모듈러 잭)
용도:접속 기기 통신용, 게이트웨이 기능, PC 접속용
(프로젝트 데이터 읽기/쓰기, OS 인스톨,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MES 인터페이스 기능)

Ethernet
내장
인터페
이스

USB

옵션 기능 보드
확장 모듈
부저 출력
보호 구조
외형 치수(USB 보호 커버 제외) 397(W)×296(H)×61[D][mm] 316(W)×242(H)×52[D][mm]
패널 컷 치수
383.5(W)×282.5(H)[mm] 302(W)×228(H)[mm]
5.0[kg]
2.7[kg]
중량(장착 부속 제외)

GT Works3 Version 1.30G 이후

303(W)×214(H)×49[D][mm]
289(W)×200(H)[mm]
2.1[kg]

CF 카드
옵션 기능 보드
확장 모듈
부저 출력

2.3[kg]

241(W)×190(H)×52[D][mm]
227(W)×176(H)[mm]
1.7[kg]

GT Works3 Version 1.30G 이후
(GT Works2/GT Designer2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GT Works3
Version 1.30G 이후

보호 구조
외형 치수
패널 컷 치수
중량(장착 부속 제외)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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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 방식:100BASE-TX, 10BASE-T,
1ch 커넥터 모양:각형 42핀(수(볼록))
용도:접속 기기 통신용,
게이트웨이 기능, PC 접속용
(프로젝트 데이터 읽기/
쓰기, OS 인스톨,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USB(Full Speed 12MBps), 호스트 1ch
USB(Full Speed 12MBps), 호스트 1ch 커넥터 모양:TYPE A
커넥터 모양:TYPE A
용도:USB 마우스/키보드 접속, USB 메모리 데이터 전송, 저장용 용도:USB 메모리 데이터 전송, 저장용
FAT16
포맷 시:최대 2GB,
FAT16 포맷 시:최대 2GB, FAT32 포맷 시:최대 32GB
FAT32 포맷 시:최대 32GB
USB(Full Speed 12MBps), 디바이스 1ch 커넥터 모양:TYPE Mini-B 용도:PC 접속용
(프로젝트 데이터 읽기/쓰기, OS 인스톨,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데이터 전송 방식:100BASE-TX, 10BASE-T, 1ch
커넥터 모양:RJ-45(모듈러 잭)
용도:접속 기기 통신용, 게이트웨이 기능용, PC 접속용
(프로젝트 데이터 읽기/쓰기, OS 인스톨,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MES 인터페이스 기능)

콤팩트 플래시 슬롯 1ch 커넥터 모양:TYPEⅠ 용도:데이터 전송, 데이터 저장용, GOT 기동용
FAT16 포맷 시:최대 2GB, FAT32 포맷 시:최대 32GB
옵션 기능 보드 장착용 1ch
통신 모듈/옵션 모듈 장착용 2ch
통신 모듈/옵션 모듈 장착용 1ch
단음색(음길이 조정 가능)
정면부:IP67f

241(W)×190(H)×52[D][mm]
227(W)×176(H)[mm]
1.7[kg]
1.8[kg]
GT Works3 Version 1.30G 이후

IP65f
(외부 접속 케이블 장착 시)
167(W)×135(H)×60[D][mm] 201(W)×230(H)×97[D][mm]
153(W)×121(H)[mm]
1.0[kg]
1.2[kg](본체만)

제어반 내부:IP2X

GT Works3 Version 1.30G 이후
(GT Works2/GT Designer2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비디오/RGB 인터페이스
(GT16□□-VNB□, GT1655는 제외)
옵션 기능 보드
인터페이스
인체 감지 센서
GT1695,
GT1685 전용
POWER LED

CF 카드 액세스 LED
CF 카드 액세스 스위치
종단 저항 설정용
딥 스위치
(커버 내측)

표시부
터치 키

USB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USB 인터페이스
(호스트)
RS-232 인터페이스
Ethernet 인터페이스

RS-422/485
인터페이스
전원 단자
그림은 GT1695입니다.

핸디
인터페이스
내환경 커버
USB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USB 인터페이스
(호스트)

비상 정지
스위치
표시부
터치 키
POWER
LED
조작
스위치(6점)

리셋 스위치
S.MODE
(OS 인스톨 스위치)
키 내장 선택 스위치
CF 카드 인터페이스
CF 카드 액세스 LED
CF 카드 액세스 스위치
벽걸이용 훅
핸드 스트랩
그립 스위치
외부 인터페이스
뒷면 내환경 커버
RS-232 인터페이스
RS-422/485 인터페이스
종단 저항 설정용 딥 스위치
배터리
(커버 내측)

액정 패널은 특성으로 휘점(항시 점등하는 점)과 흑점(점등하지 않는 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액정 패널에는 매우 많은 표시 소자가 있으므로 휘점ㆍ흑점을 100% 발생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표시색에 따라서는 깜박거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휘점ㆍ흑점은 제품의 불량 또는 고장이 아니므로 양해 바랍니다.
액정 패널에는 계조 반전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표시색에 따라서는 기재되어 있는 시야각
내에서도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GOT의 화면 보호/백라이트 OFF 기능을 사용하여 표시부의 손상을 방지하거나 백라이트의 수명
을 늘릴 수 있습니다.
표시부는 아날로그 저항막 방식입니다. 표시부를 동시에 2점 이상 터치한 경우, 누른 위치의 중심
부근에 스위치가 있으면 그 스위치가 동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시부를 동시에 2점 이상 누르
지 마십시오.
메모리는 ROM이므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아도 새 데이터를 덮어쓸 수 있습니다.
USB 보호 커버 장착 시, 커버의 △마크가 있는 곳을 확실히 밀어넣으면 IP67f에 대응합니다.
(USB 케이블 또는 USB 메모리를 접속하는 경우의 USB 인터페이스는 IP2X(JEM1030)입니다.)
다만 고객의 모든 환경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장시간 기름, 약품 또는 오일 미스트가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
니다.
복수의 확장 모듈, 지문 인증 모듈, 바코드 리더, RFID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경우, 확장 모듈, 지
문 인증 모듈, 바코드 리더, RFID 컨트롤러가 사용하는 전류의 합을 GOT가 공급 가능한 전류값
이내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장 모듈, 지문 인증 모듈, 바코드 리더, RFID 컨트롤러가 사용하는 전류값, GOT가 공급 가능한
전류값에 대해서는「사용 시 유의 사항(P.83~)」을 참조하십시오.
GT1695/GT1685의 기능 버전A는 10BASE-T에 대응합니다.
고객의 모든 환경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페이스 보호 커버, 뒷면 보호 커버를 제거한 경
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GT1665HS는 제외)
ㆍ재질：폴리아세탈 수지 ㆍ끝 부분 반지름：0.8mm 이상

스타일러스 펜 사용 시는 10만회 이상(조작 0.98[N] 이하)이 됩니다. 터치 패널은 구조
상 소모품이므로, 상기의 횟수 이하의 경우에도 사용 방법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 주위 온도가 25℃ 이외일 때는 오차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량이 2GB를 초과하는 USB 메모리, CF 카드는 다음 버전의 OS가 인스톨되어 있는
GT16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BootOS의 버전：05.09.00AF 이후 ㆍ기본 기능 OS의 버전：05.09.00 이후
이것보다 이전 버전의 OS에서는 용량이 2GB를 초과하는 USB 메모리, CF 카드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OS가 쓰이지 않은 경우, Version1.15R 이후의 GT Designer3에서 OS를 쓰
십시오.
GT Designer2 Version □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콤팩트 플래시 슬롯 1ch
커넥터 모양:TYPEⅠ 용도:데이터 전송, 데이터 저장용, GOT 기동용 FAT16 포맷 시:최대 2GB, FAT32 포맷 시:최대 32GB
옵션 기능 보드 장착용 1ch
통신 모듈/옵션 모듈 장착용 1ch
단음색(음길이 조정 가능)
정면부:IP67f
제어반 내부:IP2X

RS-232, RS422/485 각 1ch
(사용 시는 어느 1ch를 선택)
전송 속도:115200/57600/
38400/19200/9600/4800bps
RS-422/485, 1ch 전송 속도:115200/57600/38400/19200/9600/4800bps 커넥터 모양:각형 42핀(수(볼록))
용도:접속 기기 통신용
커넥터 모양:14핀(수(오목)) 용도:접속 기기 통신용

RS-232, 1ch 전송 속도:115200/57600/38400/19200/9600/4800bps
커넥터 모양:D서브 9핀(수(볼록)) 용도:접속 기기 통신용, PC 접속용
(프로젝트 데이터 읽기/쓰기, OS 인스톨,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CF 카드 인터페이스
배터리 홀더

사양
외형 치수

USB(Full Speed 12MBps), 디바이스 1ch 커넥터 모양:TYPE Mini-B
용도:PC 접속용
(프로젝트 데이터 읽기/쓰기, OS 인스톨,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약 43,000시간
약 52,000시간
약 50,000시간
약 41,000시간
(사용 주위 온도 25℃) (사용 주위 온도 25℃) (사용 주위 온도 25℃) (사용 주위 온도 25℃)

백
라이트

RS-232, 1ch 전송 속도:115200/57600/38400/19200/9600/4800bps
커넥터 모양:D서브 9핀(수(볼록)) 용도:접속 기기 통신용, PC 접속용
(프로젝트 데이터 읽기/쓰기, OS 인스톨,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USB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표시색
시야각
액정 단독 휘도
휘도 조정

RS-232

USB(Full Speed 12MBps), 호스트 1ch 커넥터 모양:TYPE A
용도:USB 마우스/키보드 접속, USB 메모리 데이터 전송, 저장용 FAT16 포맷 시:최대 2GB, FAT32 포맷 시:최대 32GB

CF 카드

표시부

TFT 컬러 액정(고휘도, 넓은 시야각)
5.7인치형
6.5인치형
SVGA:800×600[도트]
VGA:640×480[도트]
171(W)×128(H)[mm]
115(W)×86(H)[mm] 132.5(W)×99.4(H)[mm]
16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40자×30행(전각)
12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53자×40행(전각)
65536색
16색
65536색
좌우 각 80도, 상80도, 하60도 좌우 각 45도, 상하 각 20도
좌우 각 80도
좌우 각 80도, 상60도, 하80도
2
2
2
600[cd/m ]
200[cd/m ]
350[cd/m ]
550[cd/m2]
8단계 조정
4단계 조정
8단계 조정

관련 툴
다운로드

Ethernet

내장 플래시 메모리 11MB
(프로젝트 데이터 저장용, OS 저장용)

10만회
3.47~8.38초/일(사용 주위 온도:25℃)
GT15-BAT형 리튬 배터리
시계 데이터, 메인터넌스 시기 통지용 데이터, 시스템 로그 데이터, SRAM 사용자 영역(500KB)
약 5년(사용 주위 온도:25℃)

RS-232

RS422/485

약 43,000시간
(사용 주위 온도 25℃)

표시 문자수

TFT 컬러 액정(고휘도, 넓은 시야각)
TFT 컬러 액정
8.4인치형

S.MODE
(OS 인스톨 스위치)

계장

방식
키 크기
동시 누름 점수
수명
검출 거리
인체 감지 검출 범위
센서
검출 지연 시간
검출 온도

약 52,000시간
(사용 주위 온도 25℃)

TFT 컬러 액정(고휘도, 넓은 시야각)
8.4인치형
SVGA:800×600[도트]
171(W)×128(H)[mm]
16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50자×37행(전각)
12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66자×50행(전각)
65536색
좌우 각 80도, 상80도, 하60도
400[cd/m2]
8단계 조정

냉음극관(교환 가능) 백라이트 손상 검출 기능 내장
백라이트 OFF/화면 보호 시간 설정 가능
약 50,000시간 이상
(사용 주위 온도가 25℃일 때 표시 휘도가 50%가 되는 시간)
아날로그 저항막 방식
최소 2×2[도트](1키당)
동시 누름 불가능 (1점만 터치 가능)
100만회 이상(조작 0.98[N] 이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터치
패널

메모리

종류
화면 크기
해상도
표시 크기

목

리셋 스위치
확장 인터페이스
(GT1655는 왼쪽 전용)

보전 작업자

항

목

55

사

양
전원부 사양
사 양

일반 사양
항
사용 주위 온도

0~50℃
0~55℃
-20~60℃

보존 주위 온도

JIS B 3502,
61131-2에
적합

X, Y, Z
각 방향 10회

직사 광선이 노출되는 장소나 고온, 분진, 습기 또는 진동이 많은 곳에
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2 이하
자체 냉각
D종 접지(100Ω 이하), 접지 불가능 시는 제어반에 접속

일본 외 규격ㆍ선급 규격의 대응 상황에 대해서는 MELFANSweb 홈 페이지
【http：//www.MitsubishiElectric.co.jp/melfansweb】에서 확인하십시오.

목

AC100~240V(＋10%, －15%)
50/60Hz±5%
110VA(최대 부하 시)

입력 전원 전압
입력 주파수
입력 최대 피상 전력

41W 이하
18W 이하
17W 이하
(1710mA/DC24V)
(750mA/DC24V)
(710mA/DC24V)
30W 이하
13W 이하
백라이트
30W 이하
28W 이하
28W 이하
소등 시
(1250mA/DC24V)
(540mA/DC24V)
115A 이하
60A 이하
50A 이하
45A 이하
40A 이하
돌입 전류
(4ms, 최대 부하 시) (4ms, 최대 부하 시) (4ms, 최대 부하 시)
(1ms, 최대 부하 시)
(1ms, 최대 부하 시)
허용 순간 정전 시간
20ms 이내(AC100V 이상)
10ms 이내
노이즈 전압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노이즈 내량
노이즈 전압 1500Vp-p, 노이즈폭 1μs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내전압
전원 단자 일괄⇔어스 간 AC500V 1분간
전원 단자 일괄⇔어스 간 AC1500V 1분간
절연 저항
전원 단자 일괄⇔어스 간 DC500V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적합 전선 크기
0.75~2[mm2]
적합 압착 단자
M3 나사용 압착 단자 RAV1.25-3, V2-S3. 3, V2-N3A, FV2-N3A
적합 고정 토크
0.5~0.8[Nㆍm]
(단자대 단자 나사)
56W 이하

41W 이하

목

각부의 명칭

항

16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
:64자×48행(전각)
12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
:85자×64행(전각)

VGA:640×480[도트]
211(W)×158(H)[mm]

16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50자×37행(전각)
12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66자×50행(전각)

256색

GT1585V
좌우 각 60도, 상40도, 하50도
GT1585
좌우 각 65도, 상45도, 하55도

좌우 각 75도
상50도, 하60도

171(W)×128(H)[mm]

16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40자×30행(전각)
12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53자×40행(전각)

65536색

표시부

TFT 컬러 액정
TFT 컬러 액정(고휘도, 넓은 시야각)
8.4인치형

10.4인치형

XGA:1024×768[도트]
SVGA:800×600[도트]
304.1(W)×228.1(H)[mm] 246(W)×184.5(H)[mm]

표시색

시야각

TFT 컬러 액정

TFT 컬러 액정(고휘도, 넓은 시야각)
12.1인치형

15인치형

상하좌우 각 85도

16색

좌우 각 45도, 상30도, 하20도

65536색

16색

좌우 각 65도
상50도, 하60도

좌우 각 45도
상20도, 하20도

표시부

백
라이트

400[cd/m2]

동시 누름 점수
수명
검출
인체 감지 검출
센서
검출
검출

메모리

아날로그 저항막 방식

380[cd/m2]

150[cd/m2]

4단계 조정

8단계 조정

4단계 조정

약 41,000시간
(사용 주위 온도 25℃)

1900개/1화면(38행×50열)
최소 2×2[도트]
(1키당)

터치
패널

최소 16×16[도트]
(1키당)

최소 16×16[도트]
(1키당)(최하행만 16×8)

검출
인체 감지 검출
센서
검출
검출

2.8[kg]

좌우 각 80도
상80도, 하70도

좌우 각 70도
상70도, 하50도

4096색

모노크롬 16단계조절

좌우 각 55도
상65도, 하70도

좌우 각 45도
상20도, 하40도

16단계 조정

커넥터 모양:TYPEⅠ,

메모리

거리
범위
지연 시간
온도

C드라이브

수명(쓰기 횟수)
배터리

백업 대상
수명
RS-232

내장
인터페
이스

USB
CF 카드

용도:데이터 전송, 데이터 저장용, GOT 기동용 FAT16 포맷 시:최대 2GB, FAT32 포맷 시:최대 32GB
옵션 기능 보드 장착용 1ch
통신 모듈/옵션 모듈 장착용 2ch
단음색(음길이 조정 가능)
정면부:IP67f
제어반 내부:IP2X
303(W)×214(H)×49[D][mm]
241(W)×192(H)×52[D][mm]
289(W)×200(H)[mm]
227(W)×176(H)

옵션 기능 보드
확장 모듈
부저 출력
보호 구조
외형 치수(USB 보호 커버 제외)
패널 컷 치수

2.4[kg]

중량(장착 부속 제외)

2.3[kg]
GT Works3 Version 1.30G 이후

1.9[kg]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350[cd/m2]

400[cd/m2]

380[cd/m2]

220[cd/m2]

CF 카드 인터페이스
배터리 홀더
CF 카드 액세스 LED
CF 카드 액세스 스위치

전원 단자
인체 감지 센서
GT1595,
GT1585(V)
전용
POWER LED

비디오 /RGB
인터페이스
GT1585V
GT1575V 전용

표시부
터치 키

USB
인터페이스

8단계 조정
약 50,000시간
(사용 주위 온도 25℃)
냉음극관(교환 불가능) 백라이트 손상 검출 기능 내장 백라이트 OFF/화면 보호 시간 설정 가능
약 58,000시간 이상
약 75,000시간 이상
(사용 주위 온도가 25℃일 때 표시 휘도가 50%가 되는 시간)
매트릭스 저항막 방식
300개/1화면(15행×20열)
1200개/1화면(30행×40열)
최소 16×16[도트]
(1키당)
최대 2점
100만회 이상(조작 0.98[N] 이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내장 플래시 메모리 9MB
(프로젝트 데이터 저장용, OS 저장용)
10만회
GT15-BAT형 리튬 배터리(옵션)
시계 데이터, 메인터넌스 시기 통지용 데이터
약 5년(사용 주위 온도:25℃)
RS-232, 1ch 전송 속도:115200/57600/38400/19200/9600/4800bps
커넥터 모양:D서브 9핀(수(볼록)) 용도:접속 기기 통신용, PC 접속용(프로젝트 데이터 읽기/쓰기, OS 인스톨,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USB(Full Speed 12MBps), 디바이스1ch, 커넥터 모양:TYPE Mini-B
용도:PC 접속용(프로젝트 데이터 읽기/쓰기, OS 인스톨,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콤팩트 플래시 슬롯 1ch, 넥터 모양:TYPEⅠ 용도:데이터 전송, 데이터 저장용, GOT 기동용
FAT16 포맷 시:최대 2GB, FAT32 포맷 시:사용 불가능
옵션 기능 보드 장착용 1ch
통신 모듈/옵션 모듈 장착용 1ch
단음색(음길이 조정 가능)
정면부:IP67f
제어반 내부:IP2X
167(W)×135(H)×60[D][mm]
153(W)×121(H)[mm]
1.1[kg]
GT Works3 Version 1.30G 이후

RS-232 인터페이스
그림은 GT1585V-STBA입니다.

확장 모듈
인터페이스
옵션 기능 보드
인터페이스

CF 카드 액세스 LED
CF 카드 액세스 스위치
리셋 스위치

CF 카드
인터페이스

표시부
터치 키

POWER LED
USB
인터페이스
RS-232 인터페이스

전원 단자
배터리 홀더

액정 패널은 특성으로 휘점(항시 점등하는 점)과 흑점(점등하지 않는 점)이 발생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액정 패널에는 매우 많은 표시 소자가 있으므로 휘점ㆍ흑점을 100% 발
생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휘점ㆍ흑점은 제품의 불량 또는 고장이 아니므로 양해 바랍니다.
표시색에 따라서는 깜박거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액정 패널에는 계조 반전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표시색에 따라서는 기재되어 있는 시야각
내에서도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GOT의 화면 보호/백라이트 OFF 기능을 사용하여 표시부의 손상을 방지하거나 백라이트의 수명
을 늘릴 수 있습니다.
표시부는 아날로그 저항막 방식입니다. 표시부를 동시에 2점 이상 터치한 경우, 누른 위치의 중심
부근에 스위치가 있으면 그 스위치가 동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시부를 동시에 2점 이상 누르
지 마십시오.
메모리는 ROM이므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아도 새 데이터를 덮어쓸 수 있습니다.

USB 보호 커버 장착 시, IP67f에 대응합니다(USB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의 USB 인터
페이스는 IP2X입니다.). 다만 고객의 모든 환경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장시간 기름, 약품 또는 오일 미스트가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는 경우
가 있습니다.
복수의 확장 모듈, 지문 인증 모듈, 바코드 리더, RFID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경우, 확장
모듈, 바코드 리더, RFID 컨트롤러가 사용하는 전류의 합을 GOT가 공급 가능한 전류값
이내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장 모듈, 바코드 리더, RFID 컨트롤러가 사용하는 전류값, GOT가 공급 가능한 전류값
에 대해서는 「사용 시 유의 사항(P.83~ )」을 참조하십시오.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5.0[kg]

65536색

옵션 기능 보드
인터페이스

사양
외형 치수

콤팩트 플래시 슬롯 1ch,

16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20자×15행(전각)
12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26자×20행(전각)

확장 인터페이스

S.MODE
(OS 인스톨 스위치)
(GT1595 전용)

관련 툴
다운로드

중량(장착 부속 제외)

내장 플래시 메모리
5MB
(프로젝트 데이터
저장용, OS 저장용)

USB(Full Speed 12MBps), 디바이스1ch
커넥터 모양:TYPE Mini-B 용도:PC 접속용(프로젝트 데이터 읽기/쓰기, OS 인스톨,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부저 출력
보호 구조
외형 치수(USB 보호 커버 제외) 397(W)×296(H)×61[D][mm] 316(W)×242(H)×52[D][mm]
패널 컷 치수
383.5(W)×282.5(H)[mm] 302(W)×228(H)[mm]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내장 플래시 메모리
9MB
(프로젝트 데이터
저장용, OS 저장용)

RS-232, 1ch 전송 속도:115200/57600/38400/19200/9600/4800bps
커넥터 모양:D서브 9핀(수(볼록)) 용도:접속 기기 통신용, PC 접속용(프로젝트 데이터 읽기/쓰기, OS 인스톨,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USB
CF 카드
옵션 기능 보드
확장 모듈

내장 플래시 메모리 5MB
(프로젝트 데이터 저장용, OS 저장용)
10만회
GT15-BAT형 리튬 배터리(옵션)
시계 데이터, 메인터넌스 시기 통지용 데이터
약 5년(사용 주위 온도:25℃)

백업 대상
수명

키 크기

수명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내장 플래시 메모리 9MB
(프로젝트 데이터 저장용, OS 저장용)

수명

동시 누름 점수

최대 2점

1[m]
상하좌우 각각 70도
0~4[초]
사람의 체온과 그 주위 기온과의 온도차:4℃ 이상

C드라이브

수명

방식
터치 키수

100만회 이상(조작 0.98[N] 이하)
거리
범위
지연 시간
온도

표시색

휘도 조정

백
라이트

1200개/1화면(30행×40열)

동시 누름 불가능
(1점만 터치 가능)

RS-232
내장
인터페
이스

200[cd/m2]

약 40,000시간 이상
(사용 주위 온도가 25℃, 표시 휘도가 50%가 되는 시간)
매트릭스 저항막 방식

수명(쓰기 횟수)
배터리

380[cd/m2]

약 50,000시간
(사용 주위 온도 25℃)

약 50,000시간 이상

키 크기

16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
:40자×30행(전각)
12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
:53자×40행(전각)

리셋 스위치

계장

터치
패널

400[cd/m2]

냉음극관(교환 가능) 백라이트 손상 검출 기능 내장 백라이트 OFF/화면 보호 시간 설정 가능

방식
터치 키수

표시 문자수

콘트라스트 조정

8단계 조정
약 52,000시간
(사용 주위 온도 25℃)

수명

STN 컬러 액정
TFT 컬러 액정(고휘도, 넓은 시야각)
STN 모노크롬(흰색/검정) 액정
5.7인치형
VGA:640×480[도트]
QVGA:320×240[도트]
115(W)×86(H)[mm]

액정 단독 휘도
450[cd/m2]

휘도 조정
수명

종류
화면 크기
해상도
표시 크기

시야각

콘트라스트 조정
액정 단독 휘도

목

보전 작업자

표시 문자수

43W 이하
(1790mA/DC24V)
30W 이하
(1250mA/DC24V)
115A 이하
(1ms, 최대 부하 시)

사 양

사 양

종류
화면 크기
해상도
표시 크기

57W 이하
(2380mA/DC24V)
32W 이하
(1330mA/DC24V)
100A 이하
(4ms, 최대 부하 시)

39W 이하

소비 전력

성능 사양

성능 사양
항

DC24V(＋25%, －20%)

기동/운용

내충격
사용 분위기
사용 표고
설치 장소
초과 전압 카테고리
오염도
냉각 방법
접지

인가 횟수

항

설계자

10~90%RH,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10~90%RH,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편진폭
주파수
가속도
3.5mm
5~9Hz
단속적인 진동이
있는 경우
9~150Hz
9.8m/s 2
1.75mm
5~9Hz
연속적인 진동이
있는 경우
9~150Hz
4.9m/s 2
JIS B 3502 IEC 61131-2에 적합(147m/s 2, XYZ 3 방향 각 3회)
부식성 가스가 없을 것
2000m 이하
제어반 내
Ⅱ 이하

사용 주위 습도
보존 주위 습도

내진동

MELSECNET/H 통신 모듈(GT15-J71LP23-25, GT15-J71BR13),
CC-Link 통신 모듈(GT15-J61BT13)을 장착하는 경우, 일반 사양의
사용 주위 온도는 상기 최대 온도보다 5℃ 낮게 하여 사용하십시오.
STN 액정 타입은 습구 온도 39℃ 이하에서 사용하십시오.
MELSECNET/10 통신 모듈(GT15-75J71LP23-Z, GT1575J71BR13-Z), CC-Link 통신 모듈(GT15-75J61BT13-Z)을 사용
하는 경우, 내진동의 사양은 사용하는 통신 모듈의 매뉴얼을 참조하십
시오.(GOT 본체의 사양과 다릅니다.)
GOT는 표고 0m의 대기압 이상으로 가압한 환경에서 사용하거나 보
관하지 마십시오. 사용하면 이상 동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어반을 가압하면 기압에 의해 표면의 시트가 떠올라 터치 패널을
누르기가 어려워지거나 시트가 벗겨질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기기가 공중 배전망에서 구내의 기계 장치에 이를 때까지 어느
배전부에 접속되어 있다고 가정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카테고리Ⅱ는 고정 설비에서 전원이 공급되는 기기 등에 적용됩니다.
정격 300V까지의 기기의 내서지 전압은 2500V입니다.
해당 기기가 사용되고 있는 환경에서의 도전성 물질의 발생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오염도 2는 비도전성의 오염 밖에 발생하지 않
음을 나타냅니다. 조건에 따라서 응결에 의해 일시적인 도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사 양

목
표시부
표시부 이외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ㆍ재질：폴리아세탈 수지 ㆍ끝 부분 반지름：0.8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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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1595-XTB□는 스타일러스 펜 사용 시 10만회 이상(조작 0.98[N] 이하)이 됩니다.
터치 패널은 구조상 소모품이므로, 상기의 횟수 이하의 경우에도 사용 방법이나 사용 환
경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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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양
전원부 사양
항

일반 사양
항

사 양

목
표시부
표시부 이외

사용 주위 온도

0~50℃
0~55℃
-20~60℃

보존 주위 온도
사용 주위 습도
보존 주위 습도
JIS B 3502,
61131-2에
적합

내진동

인가 횟수

편진폭
3.5mm

X, Y, Z
각 방향 10회

1.75mm
방향 각 3회)

직사 광선이 노출되는 장소나 고온, 분진, 습기 또는 진동이 많은 곳에
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0.75~2[mm2]
M3 나사용 압착 단자 RAV1.25-3, V2-S3.3, V2-N3A, FV2-N3A
0.5~0.8[Nㆍm]

POWER LED

표시부
터치 키

170.9(W)×128.2(H)[mm]
16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40자×30행(전각)
12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53자×40행(전각)
256색
좌우 각45도, 상하 각20도
200[cd/m2]
4단계 조정

S.MODE
(OS 인스톨 스위치)

배터리 홀더
종단 저항 설정용
딥 스위치
(커버 내측)

약 52,000시간
(사용 주위 온도 25℃)

CF 카드 인터페이스
CF 카드 액세스 LED
CF 카드 액세스 스위치
USB 인터페이스

냉음극관(교환 가능), 1 CCFL light
수명
방식
키 크기
동시 누름 점수
수명

수명(쓰기 횟수)

약 50,000시간 이상

약 40,000시간 이상
(사용 주위 온도가 25℃일 때 표시 휘도가 50%가 되는 시간)
아날로그 저항막 방식
최소 2×2[도트](1키당)
동시 누름 불가능 (1점만 터치 가능)
100만회 이상(조작 0.98[N] 이하)
내장 플래시 메모리 6MB
(프로젝트 데이터 저장용, OS 저장용)
10만회

RS-232

RS-232, 1ch 전송 속도:115200/57600/38400/19200/9600/4800bps
커넥터 모양:D서브 9핀(수(볼록)) 용도:PLC 및 기타 FA 기기 통신용, PC 통신용

RS422/485

RS-422/485, 1ch 전송 속도:115200/57600/38400/19200/9600/4800bps
커넥터 모양:9핀(암(볼록)) 용도:PLC 및 기타 FA 기기 통신용

RS-232 인터페이스

데이터 전송 방식:100BASE-TX, 1ch
커넥터 모양:RJ-45(모듈러 잭)
용도:접속 기기 통신용

Ethernet

콤팩트 플래시 슬롯 1ch
커넥터 모양:TYPEⅠ 용도:데이터 전송, 데이터 저장용
단음색(음길이 조정 가능)
정면부:IP67f
241(W)×190(H)×58[D][mm]
227(W)×176(H)[mm]
1.7[kg]
GT Designer3 Version1.30G 이후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액정 패널은 특성으로 휘점(항시 점등하는 점)과 흑점(점등하지 않는 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액정 패널에는 매우 많은 표시 소자가 있으므로 휘점ㆍ흑점을 100% 발생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표시색에 따라서는 깜박거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휘점ㆍ흑점은 제품의 불량 또는 고장이 아니므로 양해 바랍니다.
액정 패널에는 계조 반전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표시색에 따라서는 기재되어 있는 시야각 내에서도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GOT의 화면 보호/백라이트 OFF 기능을 사용하여 표시부의 손상을 방지하거나 백라이트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표시부는 아날로그 저항막 방식입니다. 표시부를 동시에 2점 이상 터치한 경우, 누른 위치의 중심 부근에 스위치가 있으면 그 스위치가 동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시부를 동시에 2점 이상 누르지 마십시오.
메모리는 ROM이므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아도 새 데이터를 덮어쓸 수 있습니다.
고객의 모든 환경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장시간 기름, 약품 또는 오일 미스트가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기 버전으로 iQ Works가 지원됩니다.(GT12 제외)

사양
외형 치수

303(W)×214(H)×53[D][mm]
289(W)×200(H)[mm]
2.3[kg]

관련 툴
다운로드

USB(Full Speed 12MBps), 디바이스 1ch
커넥터 모양:TYPE Mini-B 용도:PC 접속용
(프로젝트 데이터 읽기/쓰기, OS 인스톨,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CF 카드

대응 소프트웨어 작화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 기능
패키지

전원 단자

계장

시계 데이터, 알람 이력, 레시피 데이터
약 5년(사용 주위 온도:25℃)

부저 출력
보호 구조
외형 치수(USB 보호 커버 제외)
패널 컷 치수
중량(장착 부속 제외)

Ethernet 인터페이스
RS-422/485 인터페이스

512KB
GT11-50BAT형 리튬 배터리

백업 대상
수명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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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단자 일괄⇔어스 간 AC1500V 1분간
전원 단자 일괄⇔어스 간 DC500V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절연 저항
적합 전선 크기
적합 압착 단자

보전 작업자

211.2(W)×158.4(H)[mm]

내장 SRAM

내장
인터페
이스

노이즈 전압 1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노이즈 내량

기동/운용

8.4인치형
640×480[도트]

표시색
시야각
액정 단독 휘도
휘도 조정

C드라이브

배터리

20ms 이내(AC100V 이상)

허용 순간 정전 시간

TFT 컬러 액정

수명

메모리

40A 이하
(4ms, 최대 부하 시)

돌입 전류

각부의 명칭

10.4인치형

표시 문자수

터치
패널

15W 이하

목

종류
화면 크기
해상도
표시 크기

백
라이트

백라이트
소등 시

적합 고정 토크
(단자대 단자 나사)

2 이하
자체 냉각
D종 접지(100Ω 이하), 접지 불가능 시는 제어반에 접속

사 양

표시부

18W 이하
소비 전력

내전압
일본 외 규격ㆍ선급 규격의 대응 상황에 대해서는 MELFANSweb 홈 페이지
【http：//www.MitsubishiElectric.co.jp/melfansweb】에서 확인하십시오.

성능 사양
항

AC100~240V(＋10%, －15%)
50/60Hz±5%
44VA(최대 부하 시)

입력 전원 전압
입력 주파수
입력 최대 피상 전력

설계자

내충격
사용 분위기
사용 표고
설치 장소
초과 전압 카테고리
오염도
냉각 방법
접지

10~90%RH,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10~90%RH,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주파수
가속도
5~9Hz
단속적인 진동이
있는 경우
9~150Hz
9.8m/s 2
5~9Hz
연속적인 진동이
있는 경우
9~150Hz
4.9m/s 2
JIS B 3502 IEC 61131-2에 적합(147m/s 2, XYZ 3
부식성 가스가 없을 것
2000m 이하
제어반 내
Ⅱ 이하

GOT는 표고 0m의 대기압 이상으로 가압한 환경에서 사용하거나 보
관하지 마십시오. 사용하면 이상 동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기기가 공중 배전망에서 구내의 기계 장치에 이를 때까지 어느
배전부에 접속되어 있다고 가정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카테고리Ⅱ는 고정 설비에서 전원이 공급되는 기기 등에 적용됩니다.
정격 300V까지의 기기의 내서지 전압은 2500V입니다.
해당 기기가 사용되고 있는 환경에서의 도전성 물질의 발생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오염도 2는 비도전성의 오염 밖에 발생하지 않
음을 나타냅니다. 조건에 따라서 응결에 의해 일시적인 도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사 양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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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양
전원부 사양
사 양
항

일반 사양
항

표시부

사용 주위 온도

0~50℃
0~55℃(가로 설치), 0~50℃(세로 설치)

표시부 이외

-20~60℃

보존 주위 온도
사용 주위 습도

10~90%RH,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보존 주위 습도

10~90%RH,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주파수
JIS B 3502, 단속적인 진동이
61131-2에 있는 경우
적합
연속적인 진동이
있는 경우

내진동

내충격

인가 횟수

편진폭

가속도

3.5mm

5~9Hz
9.8m/s 2

9~150Hz

X, Y, Z
각 방향 10회

1.75mm

5~9Hz
4.9m/s 2

9~150Hz

JIS B 3502 IEC 61131-2에 적합(147m/s 2, XYZ 3 방향 각 3회)

사용 분위기

그을음, 부식성 가스, 가연성 가스가 없고, 전도성 먼지가 심하지 않으며, 직사 광선을 받지 않을 것(저장 시도 동일)

사용 표고

2000m 이하

설치 장소

제어반 내

초과 전압 카테고리

Ⅱ 이하

오염도

2 이하

일본 외 규격ㆍ선급 규격의 대응 상황에 대해서는 MELFANSweb 홈 페이지
【http：//www.MitsubishiElectric.co.jp/melfansweb】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체 냉각
D종 접지(100Ω 이하), 접지 불가능 시는 제어반에 접속

접지

입력 전원 전압
입력 주파수
입력 최대 피상 전력

DC24V(＋10%, －15%) 리플 전압 200mV 이하

9.84W 이하
9.36W 이하
9.72W 이하
7.92W 이하
9.84W 이하
9.36W 이하
3.6W 이하
(410mA/DC24V) (390mA/DC24V) (405mA/DC24V) (330mA/DC24V) (410mA/DC24V) (390mA/DC24V)
(1500mA/DC24V)
백라이트 소등 시
4.32W 이하(180mA/DC24V)
5.04W 이하(210mA/DC24V)
4.32W 이하(180mA/DC24V)
2.9W 이하(120mA/DC24V)
15A 이하(2ms, 최대 부하 시)
26A 이하(4ms, 최대 부하 시)
15A 이하(26.4V) 2ms
돌입 전류
10ms 이내
허용 순간 정전 시간
5ms 이내
5ms 이내
노이즈 전압 10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전압 5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전압 10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내량
노이즈 주파수 30~10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노이즈 주파수 30~10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노이즈 주파수 25~6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내전압
전원 단자 일괄⇔어스 간 AC500V 1분간
전원 단자 일괄⇔어스 간 DC500V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절연 저항
0.14~1.5[mm2], AWG26~AWG16(단선),
1선
0.14~1.0[mm2], AWG26~AWG16(트위스트선),
배선
적합 전선 크기
0.25~0.5[mm2], AWG24~AWG20(절연 슬리브 부착 봉단자)
0.75~2[mm2]
2선 0.14~0.5[mm2], AWG26~AWG20(단선),
배선 0.14~0.2[mm2], AWG26~AWG24(트위스트선)
M3 나사용 압착 단자 RAV1.25-3, V2-N3A, FV2-N3A
적합 압착 단자
AI2.5-6BU, AI0.34-6TQ, AI0.5-6WH(Phoenixcontact)
적합 고정 토크
0.5~0.8[Nㆍm]
0.22~0.25[Nㆍm]
(단자대 단자 나사)
소비
전력

기동/운용

냉각 방법

직사 광선이 노출되는 장소나 고온, 분진, 습기 또는 진동이 많은 곳에
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목

설계자

STN 액정 타입은 습구 온도 39℃ 이하에서 사용하십시오.
GOT는 표고 0m의 대기압 이상으로 가압한 환경에서 사용하거
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사용하면 이상 동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기기가 공중 배전망에서 구내의 기계 장치에 이를 때까지
어느 배전부에 접속되어 있다고 가정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카테고리Ⅱ는 고정 설비에서 전원이 공급되는 기기 등에 적용됩
니다. 정격 300V까지의 기기의 내서지 전압은 2500V입니다.
해당 기기가 사용되고 있는 환경에서의 도전성 물질의 발생 정도
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오염도 2는 비도전성의 오염 밖에 발생
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조건에 따라서 응결에 의해 일시적인
도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GT115□HS는 0~40℃입니다.
GT115□HS는 제외됩니다.
DC5V타입은 접지가 불필요합니다.

사 양

목

GT115□HS는 제외됩니다.

성능 사양

성능 사양

표시부

목
종류
화면 크기
해상도
표시 크기
표시 문자수
표시색
시야각

콘트라스트 조정
액정 단독 휘도

항
STN 컬러 액정

STN 컬러 액정
STN 모노크롬(흰색/검정) 액정
STN 모노크롬(흰색/검정) 액정
5.7인치형
QVGA:320×240[도트]
115(W)×86(H)[mm](가로 표시 시)
115(W)×86(H)[mm](가로 표시 시)
115(W)×86(H)[mm]
16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20자×15행(전각), 12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26자×20행(전각)(가로 표시 시)
모노크롬(흰색/검정) 16단계조절
모노크롬(흰색/검정) 16단계조절
모노크롬(흰색/검정) 16단계조절
256색
256색
256색

ㆍ좌우 각 50도, 상50도, 하60도
(하드웨어 버전 A,B)
(가로 표시 시)
ㆍ좌우 각 55도, 상65도, 하70도
(하드웨어 버전 C 이후)
(가로 표시 시)

터치패널

배터리

백업 대상
수명

약 75,000시간 이상

220[cd/m2]

380[cd/m2]

220[cd/m2]

약 54,000시간 이상

수명

방식
터치 키수
터치패널 키 크기
동시 누름 점수
수명
사용자 메모리
메모리
수명(쓰기 횟수)
배터리

백업 대상
수명

RS422/485
내장
인터
페이스

RS-422/232 각 1ch(사용 시는 어느 1ch 선택)
전송 속도:115200/57600/38400
/19200/9600/4800bps
커넥터 모양:원형 32핀(수(볼록))
용도:접속 기기 통신용
RS-232, 1ch 전송 속도:115200/57600
/38400/19200/9600/4800bps
커넥터 모양:D서브 9핀(수(볼록))
용도:바코드 리더 접속용, PC 접속용
(프로젝트 데이터 읽기/쓰기,
OS 인스톨,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등)

RS-232, 1ch 전송 속도:115200/57600
/38400/19200/9600/4800bps
커넥터 모양:MINi-DIN6핀(암(오목))
용도:PC 접속용
(프로젝트 데이터 읽기/쓰기,
OS 인스톨,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등)

USB(Full Speed 12MBps), 디바이스1ch
커넥터 모양:TYPE Mini-B 용도:PC 접속용(프로젝트 데이터 읽기/쓰기, OS 인스톨,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콤팩트 플래시 슬롯 1ch 커넥터 모양:TYPEⅠ 용도:데이터 전송, 데이터 저장용 FAT16 포맷 시:최대 2GB, FAT32 포맷 시:사용 불가능
옵션 기능 보드 본체 내장
단음색(음길이 조정 가능)
정면부:IP67f 제어반 내부:IP2X
정면부:IP67f 제어반 내부:IP2X
정면부:IP65f (외부 접속 케이블 장착 시)
164(W)×135(H)×56[D][mm]
167(W)×135(H)×65[D][mm]
176(W)×220(H)×93[D][mm]
153(W)×121(H)[mm]
153(W)×121(H)[mm]
0.9kg(장착 부속 제외)
1.0kg(본체만)
0.7kg(장착 부속 제외)

260[cd/m2]

냉음극관(교환 불가능) 백라이트 손상 검출 기능 내장
백라이트 OFF/화면 보호 시간 설정 가능

RS-232

USB

RS-422/485, 1ch 전송 속도:115200/57600/38400/19200/9600/4800bps
커넥터 모양:D서브 9핀(암(오목))
용도:PLC 통신
종단 저항 :OPEN/110Ω/330Ω(종단 저항 전환 스위치로 전환)

RS-232, 1ch 전송 속도:115200/57600
/38400/19200/9600/4800bps
커넥터 모양:D서브 9핀(수(볼록))
용도：접속 기기 통신용, PC 접속용
(프로젝트 데이터 읽기/쓰기,
OS 인스톨,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등)

백
라이트

16단계 조정
150[cd/m2]
300[cd/m2]
약 50,000시간(사용 주위 온도 25℃로 콘트라스트가 1/5이 되는 시간)

380[cd/m2]

메모리 보드
부저 출력
보호 구조
외형 치수
패널 컷 치수
중량(장착 부속 제외)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리셋 스위치

CF 카드
인터페이스
POWER
LED
표시부
터치 키

USB 인터페이스

LED(교환 불필요)
백라이트 OFF/화면 보호 시간 설정 가능

약 75,000시간 이상
약 54,000시간 이상
(사용 주위 온도가 25℃일 때 표시 휘도가 50%가 되는 시간)
매트릭스 저항막 방식
최대 50개/1화면
최소 16×16[도트](1키당)
최대 2점
100만회 이상(조작 0.98[N] 이하)
내장 플래시 ROM, 프로젝트 데이터(3MB 이하), OS 저장용
10만회
GT11-50BAT형 리튬 배터리
시계 데이터, 알람 이력, 레시피 데이터, 타임 액션 설정값
교환 기준 약 5년(사용 주위 온도 25℃)
RS-422/485, 1ch
전송 속도:115200/57600/38400/19200/9600/4800bps
커넥터 모양:D서브 9핀(암(오목))
용도：PLC 통신
종단 저항 :OPEN/110Ω/330Ω(종단 저항 전환 스위치로 전환)
RS-232, 1ch 전송 속도:115200/57600/38400/19200/9600/4800bps
커넥터 모양:D서브 9핀(암(오목)) 용도:PLC 통신, 바코드 리더 접속, PC 통신
(프로젝트 데이터 읽기/쓰기, OS 인스톨,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RS-232 인터페이스
RS-422 인터페이스,
종단 저항 전환 스위치
(커버 내측)

GT115□-Q□BDQ, GT115□-Q□BDA에는 리셋 스위치가 없습니다.

핸디
인터페이스
보호 커버
USB
인터페이스

액정 패널은 특성으로 휘점(항시 점등하는 점)과 흑점(점등하지 않는 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액정 패널에는 매우 많은 표시 소자가 있으므로 휘점ㆍ흑점을 100% 발생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표시색에 따라서는 깜박거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휘점ㆍ흑점은 제품의 불량 또는 고장이 아니므로 양해 바랍니다.
장시간 같은 화면을 표시하면, 특성에 의해 잔상이나 얼룩이 발생하여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면 보호 기능을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GOT의 화면 보호/백라이트 OFF 기능을 사용하여 표시부의 손상을 방지하거나 백라이트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ROM이므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아도 새 데이터를 덮어쓸 수 있습니다.
고객의 모든 환경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니 양해 바랍니다. 인터페이스 보호 커버, 뒷면 보호 커버를 제거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시간 기름 또는 약품이 접촉되는 환경이나 오일 미스트가 가득찬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GOT 멀티 드롭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GOT 본체의 종단 저항 전환 스위치를 접속 형식에 맞추어 전환하십시오.

CF 카드 인터페이스
RS-232 인터페이스
비상 정지 스위치
벽걸이용 훅
넥 스트랩
설치용 훅

키 내장
선택 스위치

뒷면 보호 커버

표시부
터치 키
POWER
LED

배터리

조작 스위치(6점)
RS-422/232
인터페이스

USB(Full Speed 12MBps), 디바이스 1ch
커넥터 모양:Mini-B(리셉터클) 용도:PC 통신
(프로젝트 데이터 읽기/쓰기, OS 인스톨,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메모리 보드(GT10-50FMB) 장착용 1ch
단음색(장/단/없음 조정 가능)
IP67f 상당(전면부)
164(W)×135(H)×56[D][mm]
139(W)×112(H)×41[D][mm]
130(+1-0)(W)×103(+1-0)(H)[mm]
153(W)×121(H)[mm]
0.7[kg]
0.45[kg]
GT Works3 Version 1.30G 이후

버스 인터페이스
RS-232 인터페이스

핸드 스트랩
그립
스위치

메모리 보드
인터페이스

배터리
전원 단자

USB 인터페이스
종단 저항 전환 스위치
(커버 내측)
RS-232
인터페이스
RS-422
인터페이스

표시부
터치 키

배터리
메모리 보드
인터페이스
USB
인터페이스
표시부
터치 키

종단 저항 전환 스위치
(커버 내측)
전원 단자
RS-232
인터페이스
RS-422
인터페이스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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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cd/m2]

좌우 각 45도, 상20도,
하40도(가로 표시 시)

전원 단자

사양
외형 치수

부저 출력
보호 구조
외형 치수(USB 보호 커버 제외)
패널 컷 치수
중량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콘트라스트 조정
액정 단독 휘도
수명

256색

좌우 각 55도, 상65도, 좌우 각 45도, 상20도, 좌우 각 50도, 상40도,
하70도(가로 표시 시) 하40도(가로 표시 시) 하70도(가로 표시 시)

CF 카드 커버

배터리

관련 툴
다운로드

CF 카드
옵션 기능 보드

표시색
시야각

좌우 각 45도
상20도, 하40도

QCPU(Q 모드)/모션 컨트롤러 CPU(Q 시리즈), 1ch
또는 QnA/ACPU/모션 컨트롤러 CPU(A 시리즈), 1ch
용도:PLC 버스 접속

내장
인터페이스

USB

(하드웨어 버전 A,B)
ㆍ380[cd/m2]
(하드웨어 버전 C 이후)

8단계 조정
약 50,000시간(사용 주위 온도 25℃)
냉음극관(교환 불가능) 백라이트 손상 검출 기능 내장 백라이트 OFF/화면 보호 시간 설정 가능
약 54,000시간 이상
약 54,000시간 이상
약 75,000시간 이상
(사용 주위 온도가 25℃일 때 표시 휘도가 50%가 되는 시간)
매트릭스 저항막 방식
300개/1화면(15행×20열의 매트릭스 구조)
최소 16×16[도트](1키당)
최대 2점
100만회 이상(조작 0.98[N] 이하)
내장 플래시 메모리 3MB(프로젝트 데이터 저장용, OS 저장용)
10만회
내장 SRAM 512KB(배터리 백업)
GT11-50BAT형 리튬 배터리
시계 데이터, 알람 이력, 레시피 데이터, 타임 액션 설정값
교환 기준 약 5년(사용 주위 온도:25℃)

RS422/232

RS-232

ㆍ좌우 각 50도, 상50도, 하60도
(하드웨어 버전 A,B)
ㆍ좌우 각 55도, 상65도, 하70도
(하드웨어 버전 C 이후)

ㆍ350[cd/m2]

버스

RS422/485

좌우 각 45도, 상20도,
하40도(가로 표시 시)

16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20자×15행(전각),
12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26자×20행(전각)(가로 표시 시)
256색
모노크롬(흰색/파랑) 16단계조절
모노크롬(흰색/파랑) 16단계조절

CF 카드
액세스 스위치

CF 카드
액세스 LED

계장

메모리

방식
터치 키수
키 크기
동시 누름 점수
수명
C드라이브
수명(쓰기 횟수)
D드라이브

좌우 각 55도, 상65도,
하70도(가로 표시 시)

STN 컬러 액정
STN 컬러 액정
STN 모노크롬(흰색/파랑) 액정
STN 모노크롬(흰색/파랑) 액정
5.7인치형
4.7인치형
QVGA:320×240[도트]
115(W)×86(H)[mm](가로 표시 시)
96(W)×72(H)[mm](가로 표시 시)

표시 문자수
표시부

16단계 조정

휘도 조정
수명

수명

좌우 각 45도, 상20도,
하40도(가로 표시 시)

종류
화면 크기
해상도
표시 크기

STN 컬러 액정

ㆍ350[cd/m2]
(하드웨어 버전 A,B)
ㆍ380[cd/m2]
(하드웨어 버전 C 이후)

백
라이트

STN 모노크롬(흰색/검정) 액정

목

보전 작업자

항

각부의 명칭

사 양

사 양

GT Works3 Version 1.30G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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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양

외형 치수
GOT 본체

전원부 사양
사
항
입력
입력
입력
소비
전력
돌입
허용

외형 치수

각부의 명칭

양

(단위:mm)

목

전원 전압
주파수
최대 피상 전력
백라이트 소등 시
전류
순간 정전 시간

노이즈 내량

표시부
터치 키

0.22~0.25[Nㆍm]

직사 광선이 노출되는 장소나 고온, 분진, 습기 또는 진동이 많은 곳에
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전원 단자
RS-422 인터페이스

일본 외 규격ㆍ선급 규격의 대응 상황에 대해서는 MELFANSweb 홈 페이지
【http：//www.MitsubishiElectric.co.jp/melfansweb】에서 확인하십시오.

전원 단자
RS-422 인터페이스,
RS-232 인터페이스
전원 단자

기동/운용

적합 전선 1차 배선
크기
2차 배선
적합 압착 단자
적합 고정 토크
(단자대 단자 나사)

2.2W 이하(90mA/DC24V)
1.9W 이하(80mA/DC24V)
1.1W 이하(220mA/DC5V)
1.7W 이하(70mA/DC24V)
1.2W 이하(50mA/DC24V)
0.6W 이하(120mA/DC5V)
18A 이하(DC26.4V) 1ms
13A 이하(DC26.4V) 1ms
5ms 이내
노이즈 전압 1000Vp-p, 노이즈폭 1μs
노이즈 주파수 30~100Hz의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따름
전원 단자 일괄⇔어스 간 AC500V 1분간
전원 단자 일괄⇔어스 간 DC500V 절연 저항계에서 10MΩ 이상
0.14~1.5mm2, AWG26~AWG16(단선), 0.14~1.0mm2, AWG26~AWG16(트위스트 선), 0.25~0.5mm2,
AWG24~AWG20(절연 슬리브 부착 봉단자)
0.14~0.5mm2, AWG26~AWG20(단선), 0.14~0.2mm2, AWG26~AWG24(트위스트 선)
AI2.5-6BU, AI0.34-6TQ, AI0.5-6WH(PHOENIX CONTACT Inc.)

PC 접속용
인터페이스(RS-232)

설계자

내전압
절연 저항

DC5V(±5%) PLC에서 전원 공급

DC24V(＋10%, －15%) 리플 전압 200mV 이하

종단 저항 전환
스위치

보전 작업자

성능 사양
사 양
항

목

종류
화면 크기
해상도
표시 크기
표시 문자수
표시부

표시색
시야각
콘트라스트 조정
액정 단독 휘도
휘도 조정
수명

백라이트 색
기능
방식
터치 키수
키 크기

터치
패널

동시 누름 점수

STN 모노크롬(흰색/검정) 액정
4.5인치형
3.7인치형
160×64[도트](가로 표시 시)
288×96[도트](가로 표시 시)
109.42(W)×35.98(H)[mm](가로 표시 시)
86.4(W)×34.5(H)[mm](가로 표시 시)
16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36자×6행(반각), 18자×6행(전각)(가로 표시 시)
16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20자×4행(반각), 10자×4행(전각)(가로 표시 시)
12도트 표준 글꼴의 경우:48자×8행(반각), 24자×8행(전각)(가로 표시 시)
모노크롬(흰색/검정)
좌우 각 30도, 상20도, 하30도(가로 표시 시)
16단계 조정
300[cd/m2](흰색시)

300[cd/m2](흰색시)

약 50,000시간(사용 주위 온도:25℃로 콘트라스트가 1/5이 되는 시간)

불가능
(동시에 2점 이상을 터치한 경우, 누른 위치의 중심 부근의 스위치가 동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 2점

100만회 이상(조작 0.98[N] 이하)
내장 플래시 ROM
프로젝트 데이터(512KB 이하), OS, 알람 이력, 레시피 데이터, 타임 액션 설정값 저장용

내장 플래시 ROM
프로젝트 데이터(1.5 MB 이하), OS 저장용

수명(쓰기 횟수)
배터리

PLC
통신용

출력
구조
치수
컷 치수

대응 소프트웨어 패키지

RS-422, 1ch 전송 속도:115200/57600
/38400/19200/9600/4800bps
커넥터 모양:커넥터 단자대 9핀
용도:PLC 통신
RS-232, 1ch 전송 속도:115200/57600/38400/19200/9600/4800bps
커넥터 모양:미니 DIN 6핀(암(오목))
용도:PC 통신(프로젝트 데이터 읽기/쓰기, OS 인스톨,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단음색(장/단/없음 조정 가능)
IP67f 상당(전면부)

145(W)×76(H)×29.5[D][mm]
137(W)×66(H)[mm]
0.3kg(장착 부속 제외)
GT Works3 Version 1.30G 이후(GT Works2/GT Designer2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상

113(W)×74(H)×27[D][mm]
105(W)×66(H)[mm]
GT1020-LBDW:0.2kg(장착 부속 제외)
0.2kg(장착 부속 제외)
GT1020-LBLW:0.18kg(장착 부속 제외)
GT Works3 Version 1.30G 이후

액정 패널은 특성으로 휘점(항시 점등하는 점)과 흑점(점등하지 않는 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액정 패널에는 매우 많은 표시 소자가 있으므로 휘점ㆍ흑점을 100% 발생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표시색에 따라서는 깜박거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휘점ㆍ흑점은 제품의 불량 또는 고장이 아니므로 양해 바랍니다.
장시간 같은 화면을 표시하면, 특성에 의해 잔상이나 얼룩이 발생하여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면 보호 기능을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메모리는 ROM이므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아도 새 데이터를 덮어쓸 수 있습니다.
GOT 멀티 드롭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GOT 본체의 종단 저항 전환 스위치를 접속 형식에 맞추어 전환하십시오.
고객의 모든 환경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니 양해 바랍니다. 인터페이스 보호 커버, 뒷면 보호 커버를 제거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시간 기름 또는 약품이 접촉되는 환경이나 오일 미스트가 가득찬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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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232, 1ch 전송 속도:115200/57600
/38400/19200/9600/4800bps
커넥터 모양:커넥터 단자대 9핀
용도:PLC 통신

이상

패널면의 두께는 1~4mm
패널면의
두께는
5mm 이하

패널면의
두께는
5mm 이하

패널면의 두께는
1~4mm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중량

핸디

사양
외형 치수

부저
보호
외형
패널

GT1030-HBD/HWD, GT1030-HBDW/HWDW
GT1020-LBD/LWD, GT1020-LBDW/LWDW
RS-422/485, 1ch 전송 속도:115200/57600
RS-422/485, 1ch 전송 속도:115200/57600
/38400/19200/9600/4800bps
/38400/19200/9600/4800bps
커넥터 모양:커넥터 단자대 9핀
커넥터 모양:커넥터 단자대 9핀
용도:PLC 통신
용도:PLC 통신
RS-232, 1ch 전송 속도:115200/57600
종단 저항 :OPEN/110Ω/330Ω
종단 저항 :OPEN/110Ω/330Ω
/38400/19200/9600/4800bps
(종단 저항 전환 스위치로 전환)
(종단 저항 전환 스위치로 전환)
커넥터 모양:커넥터 단자대 9핀
용도:PLC 통신
GT1030-HBL/HWL, GT1030-HBLW/HWLW
GT1020-LBL/LWL, GT1020-LBLW/LWLW
RS-422, 1ch 전송 속도:115200/57600
/38400/19200/9600/4800bps
커넥터 모양:커넥터 단자대 9핀
용도:PLC 통신

PC
통신용

핸디

관련 툴
다운로드

내장
인터
페이스

백업 대상
수명

10만회
GT11-50BAT형 리튬 배터리
시계 데이터, 알람 이력, 레시피 데이터, 타임 액션 설정값
약 5년(사용 주위 온도:25℃)

계장

메모리

300[cd/m2](흰색시)

3색 LED(흰색, 분홍, 빨강)
3색 LED(흰색, 분홍, 빨강)
3색 LED(흰색, 분홍, 빨강)
3색 LED(흰색, 분홍, 빨강)
(교환 불필요)
(교환 불필요)
(교환 불필요)
(교환 불필요)
상태(점등/점멸/소등) 제어 가능, 화면 보호 시간 설정 가능, 시스템 정보에 의해 PLC에서 백라이트의 색상이나 상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저항막 방식
아날로그 저항막 방식
최대 50개/1화면
최소 2×2[도트](1키당)
최소 16×16[도트](1키당)

수명
사용자 메모리

300[cd/m2](흰색시)

8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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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치수
패널 컷 치수
GOT 장착 시

(단위：mm)

화면 크기

(단위:mm)

GOT 본체의 종류

버스 접속 케이블

15인치형

케이블 형명

케이블 길이(L)

그림6

그림1

외형 치수

12.1인치형

케이블 약 Φ10

케이블 약 Φ8.0

그림1

패널컷

그림1

10.4인치형

페라이트 코어 약 Φ35×40
수축 튜브색:녹색

페라이트 코어 약 Φ35×40
수축 튜브색:적색

그림2
그림3

8.4인치형

그림4

5.7인치형

그림2

그림7

그림5

A985GOT(-V)와 같은 치수입니다.
A975/970GOT(-B)와 같은 치수입니다.
F940GOT와 같은 치수입니다.
GOT1040, GOT1030, GOT1020에서는 +1
0 됩니다.

케이블 약 Φ8.0

케이블 약 Φ8.0

그림6

PLC측

그림7
그림8+그림9

PLC측

페라이트 코어 약 Φ35×40
수축 튜브색:녹색

GOT측

페라이트 코어 약 Φ35×40
수축 튜브색:녹색

그림8
그림9
그림10

●장착, 분리 시 주의 사항

종 류

그림3

그림8

GT15-C□EXSS-1은 (GT15-EXCNB＋GT15-C□BS)로 구성되는 세트 제품입
니다.(그림 A 참조)

CF 카드 연장 모듈(제어반 장착 모듈) 장착 시

【그림 A】

페라이트 코어 약 Φ32×16
수축 튜브색:녹색

PLC측

FG선

케이블 약 Φ17.0

PLC측

GOT측

케이블 약 Φ9.0

GOT측
그림9

그림4

GOT900 시리즈와의 호환에 대해서는 「종래품과의 호환에 대해서(P.83)」를 참조하십시오.

FG선

케이블 약 Φ8.0

GT15-EXCNB(그림 8)

GT15-C□BS(그림 9)
케이블 약 Φ9.0 페라이트 코어 약 Φ35×40
수축 튜브색:청색

페라이트 코어 약 Φ35×40
수축 튜브색:녹색

GOT를 장착하는 경우, 【그림 A】와 같이 다른 기기와 떨어뜨려 설치해야 합니다. GOT에 장착하는 접속 케이블의 종류에 따라서는 기재된 치수 이상
의 거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커넥터의 치수나 케이블 휨 반지름을 고려하여 설계하십시오.

그림5

보전 작업자

제품 장착 간격

기동/운용

CF 카드 연장 모듈을 제어반에 설치하는 경우, 확장 모듈의 케이블이나 GOT의 CF 카드 인터페이스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십시오. 또한, CF 카드 연장 모듈과 GOT는 25mm 이상 떼어 놓으십시오.
장착 위치에 대해서는「GT16 본체 취급 설명서(하드웨어 상세편)」또는「GT15 본체 취급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그림10

(단위：mm)

항

측

설계자

4.7인치형
4.5인치형
3.7인치형

케이블 약 Φ8.0

케이블 약 Φ8.0

목

GOT 전용
버스 접속 모듈 장착 시
시리얼 통신 모듈 접속 시
RS-422 변환 모듈 장착 시
Ethernet 통신 모듈 장착 시
CC-Link 통신 모듈(GT15-J61BT13) 장착 시
MELSECNET/H 통신 모듈(동축) 장착 시
MELSECNET/H 통신 모듈(광) 장착 시
CC-Link IE 컨트롤러 네트워크 통신 모듈 장착 시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통신 모듈 장착 시
프린터 모듈 장착 시
멀티 미디어 모듈 장착 시
비디오 입력 모듈 장착 시
RGB 입력 모듈 장착 시
비디오/RGB 입력 모듈 장착 시
RGB 출력 모듈 장착 시
CF 카드 모듈 장착 시
CF 카드 연장 모듈 장착 시
음성 출력 모듈 장착 시
외부 입출력 모듈 장착 시

50 이상(20 이상)

61 이상

50 이상(20 이상) 50 이상(24 이상) 50 이상(33 이상) 50 이상(43 이상)

50 이상
49 이상

50 이상(20 이상)
50 이상(20 이상) 50 이상(39 이상) 50 이상(48 이상)

58 이상

50 이상(20 이상)
50 이상(25 이상) 50 이상(35 이상)
50 이상(32 이상) 50 이상(42 이상)

50 이상(20 이상)
50 이상(23 이상)

50 이상(20 이상)

50 이상(23 이상)
50 이상(20 이상)
50 이상(23 이상)
61 이상

70 이상

80 이상

50 이상(20 이상)

61 이상

7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1 이상

50 이상(20 이상)
50 이상(20 이상)

50 이상(20 이상)

50 이상

50 이상(21 이상)

49 이상

53 이상

50 이상(37 이상)

50 이상(42 이상)
50 이상(23 이상) 50 이상(28 이상)

50 이상(20 이상)

50 이상(23 이상) 50 이상(28 이상)
50 이상(20 이상)

61 이상

RS-422 케이블

79 이상
57 이상

케이블 형명

케이블 길이(L)

57 이상

58 이상

50 이상

50 이상(20 이상)
50 이상(20 이상)
50 이상(20 이상)
50 이상(20 이상)

그림11

그림18

그림12

그림19

그림13

그림20

그림14

그림21

그림15

그림22

외형 치수

그림13
그림14
그림15
그림16
그림17

50 이상(20 이상) 50 이상(49 이상)

63 이상

68 이상

97 이상

그림18

50 이상(20 이상)

50 이상
50 이상(29 이상)

GOT측

50 이상
80 이상(20 이상)

50 이상(20 이상)

50 이상(24 이상) 50 이상(29 이상)

58 이상

50 이상(20 이상)

50 이상(20 이상)
100 이상

50 이상(20 이상)

100 이상

RS-232 케이블
케이블 형명

케이블 길이(L)

외형 치수

계장

(CF 카드 미사용 시)
(CF 카드 사용 시)

페라이트 코어 약 Φ35×40
수축 튜브색:녹색

그림12

75 이상

50 이상(20 이상)

68 이상

측

그림11

50 이상(29 이상)

50 이상(20 이상)
50 이상(20 이상) 50 이상(49 이상)

측

(단위:mm)

64 이상

50 이상(20 이상)
75 이상
61 이상

80 이상
50 이상(25 이상)

페라이트 코어 약 Φ35×40
수축 튜브색:녹색

50 이상(24 이상)

50 이상(30 이상) 50 이상(35 이상)

50 이상(23 이상)

모션 컨트롤러 CPU측

58 이상

50 이상(20 이상)

50 이상(25 이상)

50 이상(20 이상)

49 이상

50 이상(20 이상)
50 이상(20 이상)

57 이상
57 이상
50 이상(29 이상)

50 이상(20 이상)

50 이상(20 이상)

50 이상(20 이상)
50 이상(20 이상) 50 이상(39 이상)

50 이상(20 이상)
64 이상
79 이상

50 이상(21 이상)
50 이상(35 이상) 50 이상(40 이상)

50 이상(20 이상)
50 이상(20 이상)

그림19

50 이상(20 이상)

그림20

100 이상(20 이상)

그림21

사용하는 케이블에 따라 다르므로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그림22

표 안의 수치는 참고값입니다.
동축 케이블 3C-2V(JIS C 3501)를 사용한 경우의 값입니다.

RS-485 단자대 변환 모듈

사용하는 케이블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하는 케이블의 휨 반지름이 기재된 값보다 큰 경우 그 치수에 맞추어 주십시오.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CF 카드 사용 시 이상의 치수가 필요합니다.

케이블 형명

케이블 길이(L)

외형 치수
그림23

GOT 본체

【그림A】

CF 카드 CF 카드
미사용 시 사용 시
50 이상 80 이상
(20 이상) (20 이상)

80 이상
(20 이상)

100 이상

약

100 이상
(20 이상)

(단위:mm)

다른 기기나
제어반

GOT 본체
50 이상
(20 이상)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 (20 이상)

50 이상
(20 이상)

50 이상
100 이상
(20 이상) (20 이상 )
50 이상

80 이상
(20 이상 )

판두께 2~4mm

RS-232/USB 변환 어댑터 사용 시는 50 이상
PC 접속 케이블 사용 시 또는 GOT 여러 대 접속 시 PC용 RS-232 인터페이스를 사용
하는 경우 80 이상.
RS-232/USB 변환 어댑터 사용 시 RS-232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50 이상.
USB 케이블, 메모리 보드 사용 시는 80 이상.

그림16

그림23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80 이상
(20 이상)

그림16

사양
외형 치수

약

세로 설치의 경우, 50 이상(20 이상)
세로 설치의 경우, 80 이상(20 이상)

50 이상
(20 이상)

관련 툴
다운로드

(단위:mm)

방사 노이즈를 발생하는 기기(콘택터 등)나 발열 기기가 주위에 없는 경우에는 ( ) 안의 치수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모듈 본체의 주위 온도는 55℃ 이하가 되도록 하십시오.
또한, 사용하는 모듈이나 케이블에 따라서는 케이블 인출선이 상기 A치수(GT10의 경우, D치수) 이상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64

65

외형 치수

접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GOT1000 시리즈 핸드북」 및 「GOT1000 시리즈 접속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접속 가능 기종 일람
(단위:mm)

통신 모듈ㆍ옵션 모듈

그림1

GOT 본체

GOT 본체

그림2

그림3

미쓰비시 PLC/모션 콘트롤러/안전 콘트롤러/C 언어 콘트롤러

GOT 본체

접속 형식
CC-Link(G4 경유)

계산기 링크

CPU 직접 접속

CC-Link(G4 경유)

Ethernet

CC-Link(ID)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CC-Link IE 컨트롤러
네트워크

MELSECNET/H

MELSECNET/10

그림5

MELSECA 시리즈
(AnSCPU
타입)

설계자

GOT 본체

그림9

설치 구멍

계산기 링크

그림4

그림8

CPU 직접 접속

MELSEC
Q시리즈
(Q 모드)

그림7

형 명

그림6

그림4

이중화 시스템
(기본 베이스)

버스 접속
모듈에서

베이스
모듈에서

커넥터 장착 시

이중화 시스템
(증설 베이스)

커넥터 장착 시

기동/운용

그림6
그림6
그림7
그림8
그림9
그림10
그림11
그림12
그림13
그림14
그림15
그림16
그림17

시리즈

버스 접속

CC-Link(G4 경유)

계산기 링크

CPU 직접 접속

CC-Link(G4 경유)

Ethernet

CC-Link(ID)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GOT 본체

그림5

CC-Link IE 컨트롤러
네트워크

GOT 본체

MELSECNET/10

그림4

형 명

MELSECNET/H

QnA/ACPU/모션 컨트롤러 CPU
(A 시리즈)용 버스 접속 모듈 슬림형 모델
RS-232 시리얼 통신 모듈
(D-Sub9핀(수(볼록)))
시리얼 통신 RS-422/485 시리얼 통신 모듈
모듈
(D-Sub9핀(암(오목)))
RS-422/485 시리얼 통신 모듈
(단자대)
RS-422 RS-232→RS-422 변환 모듈(9핀)
변환 모듈 RS-232→RS-422 변환 모듈(25핀)
버스 연장 커넥터 박스
버스 커넥터 변환 박스
광 루프 모듈
MELSECNET/H
통신 모듈
동축 버스 모듈
CC-Link IE 컨트롤러 네트워크 통신 모듈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통신 모듈
CC-Link 통신 모듈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모듈
Ethernet 통신 모듈
시리얼 멀티 드롭 접속 모듈
커넥터 변환 어댑터
CC-Link 인터페이스 모듈

시리즈

계산기 링크

그림1
그림2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3
그림3
그림3

QCPU(Q 모드)/모션 컨트롤러 CPU
(Q 시리즈)용 버스 접속 모듈 표준 모델
QnA/ACPU/모션 컨트롤러 CPU
버스 접속 (A 시리즈)용 버스 접속 모듈 표준 모델
모듈
QCPU(Q 모드)/모션 컨트롤러 CPU
(Q 시리즈)용 버스 접속 모듈 슬림형 모델

CPU 직접 접속

외형 치수

버스 접속

형 명

풍부한 라인 업에 대응.

접속 형식

●통신 모듈ㆍ버스 연장 커넥터 박스
품 명

GOT1000 시리즈에서는 미쓰비시 PLC는 물론 각종 FA 기기와 접속할 수 있습니다.

MELSECA 시리즈
GOT 본체

그림10

GOT 본체

그림11

GOT 본체

그림12

외형 치수
그림18
그림19
그림20
그림21
그림20
그림21
그림20
그림21
그림22
그림22
그림23
그림24
그림25
그림26
그림26
그림27
그림28

비디오 입력 모듈
RGB 입력 모듈
비디오/RGB 입력 모듈
RGB 출력 모듈
CF 카드 모듈
CF 카드 연장 모듈
음성 출력 모듈
외부 입출력 모듈
핸디 GOT용 커넥터 변환 박스

F형 커넥터 장착 시

GOT 본체

그림13

그림16

GOT 본체

그림14

그림17

모션
컨트롤러
CPU
(Q 시리즈)

그림15

GOT 본체

그림18
(설치 피치)

형 명

품 명
프린터 모듈
멀티 미디어 모듈

MELSEC-QS 시리즈
MELSECQ 시리즈
(A 모드)
MELSECL 시리즈
MELSECWS 시리즈
C 언어 컨트롤러

형 명

GOT 본체

그림19

GOT 본체

그림20

GOT 본체

그림21

GOT 종류

모션
컨트롤러
CPU
(A 시리즈)
(소형 타입)

MELSECQnA 시리즈
(QnACPU 타입)

계장

●GOT 본체 계수

100 이상 X 치수

모션
컨트롤러
CPU
(A 시리즈)
(대형 타입)

(설치 피치)

형명에 따라 커넥터 모양 등이 다릅니다.
각 통신 모듈의 A~D 치수

GOT 장착 시의 X 치수

보전 작업자

●옵션 모듈

Y(본체 계수)
MELSECQnA 시리즈
(QnASCPU
타입)
그림은 GT16M-V4R1입니다.

단단단

MELSECFX 시리즈

그림은 GT15V-75V4R1입니다.

(단위:mm)
기타 기기

GOT 본체

그림22

GOT 본체

그림23

제어반측

GOT측

MELSEC
●통신 모듈ㆍ옵션 모듈의 옵션 계수

형 명

그림24
(단위:mm)

●X 치수의 계산식

1단 장착=Y(본체 계수)
2단 장착=Y(본체 계수)+Z(옵션 계수)
3단 장착=Y(본체 계수)+Z(옵션 계수)+Z(옵션 계수)+Z(옵션 계수)
각 통신 모듈의 A 치수

그림25

GOT 본체

그림26

그림27

그림28
4-Φ3.5 구멍

87+1.0(개구부)

4-Φ5±0.5 구멍

GOT 장착 시의 X치수
●GT16의 경우
●GT15의 경우

15인치형
12.1인치형
10.4인치형
8.4인치형, 5.7인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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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치형, 10.4인치형
12.1인치형
8.4인치형, 5.7인치형

패널 컷
단위：mm

4-R 이하
(개구부)

61+1.0(개구부)
패널 컷

GT16, GT15만 대응합니다. (GT16 핸디는 Ethernet 접속만 대응)
GOT를 여러 대 접속하는 경우, GOT1000 시리즈, GOT-A900 시리즈, GOT800 시리즈, A77GOT는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MELSECNET/H를 NET/10 모드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리모트 I/O 네트워크에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CC-Link(ID):CC-Link(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로 접속합니다.
CC-Link(G4 경유):AJ65BT-G4-S3, AJ65BT-R2N 경유로 CC-Link 시스템과 접속합니다.
QnACPU에 A 시리즈용 계산기 링크 모듈, Ethernet 모듈을 사용한 경우, AnACPU를 모니터하는 경우의 디바이스
범위 중에서 AnACPU에 존재하는 디바이스와 같은 이름만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의 디바이스는 모니터할
수 없습니다.
ㆍQnACPU에서 새로 추가된 디바이스 ㆍ래치 릴레이(L) 및 스텝 릴레이(S)
(QnACPU의 경우 래치 릴레이(L) 및 스텝 릴레이(S)는 내부 릴레이(M)와 다른 별도의 디바이스지만, 어느 하나를 지정해도 내부 릴레이에 대해서 액세스합니다.)
ㆍ파일 레지스터(R)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형 명

멀티 CPU 구성 시는 CPU 기능 버전 B 이후를 사용하십시오.
버스 연장 커넥터 박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설 베이스에 장착하십시오.(기본 베이스에는 장착할 수 없습니다)
CPU,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은 기능 버전 B 이후를 사용하십시오.
Q4ARCPU 이중화 시스템의 경우, 마지막 단의 이중화용 증설 베이스 A68RB(버전 B 이후)에 GOT를 버스 접속하십
시오.
A2SCPU, A2SHCPU, A1SHCPU, A1SJHCPU, A0J2HCPU, A171SHCPU, A172SHCPU의 계산기 링크 접속은 계산
기링크 모듈의 소프트웨어 버전 U 이후를 사용하십시오.
또한, A0J2-C214-S1(A0J2HCPU 전용 계산기 링크 모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NCPU(S1), A2SCPU, A0J2HCPU, A2CCPU를 모니터하는 경우, 아래의 소프트웨어 버전 이후만 쓸 수 있습니다.
이전의 버전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ㆍAnNCPU(S1)
:링크 가능 버전 L 이후, 링크 불가능 버전 H 이후
ㆍA2SCPU
:버전 H 이후
ㆍA0J2HCPU(링크 가능/불가능 버전):버전 E 이후
ㆍA0J2HCPU-DC24 :버전 B 이후
ㆍA2CCPU
:버전 H 이후
증설 베이스가 접속되어 있는 경우, 버스로 접속할 수 없습니다.
SV13, SV22, SV43 사용 시, 아래의 본체 OS 버전이 인스톨되어 있는 모션 컨트롤러를 사용하십시오.
SW6RN-SV13Q□:00H 이후(Q172CPU, Q173CPU와 버스 접속, CPU 직접 접속 시는 00E 이후)
SW6RN-SV22Q□:00H 이후(Q172CPU, Q173CPU와 버스 접속, CPU 직접 접속 시는 00E 이후)
SW6RN-SV43Q□:00B 이후
CPU 모듈상의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PU에 액세스하는 경우, 멀티 CPU 시스템에서 QCPU의 RS-232를 경유하여 액세스하십시오.
아래와 같은 제조 번호의 본체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Q172CPU 제조 번호 K******* 이후, Q173CPU 제조 번호 J******* 이후
아래와 같은 제조 번호의 본체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Q172CPU 제조 번호 N******* 이후, Q173CPU 제조 번호 M******* 이후
증설 베이스 사용 시는 A168B를 사용하십시오.
GOT 멀티 드롭 접속에 대응합니다. 각 GOT의 디바이스 점수가 커지면, 화면상의 디바이스 갱신 주기가 늦어지는 경
우가 있습니다.(GOT 1대당 250점, 합계 점수 750점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GT11 핸디는 GOT 멀티 드롭 접속에 대응합니다.
멀티 CPU의 QCPU 경유(RS-232)로 액세스하십시오.
L6ADP-R2가 필요합니다.
Q12DCCPU-V의 시리얼 No. 상위 5자리가 12042 이후인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멀티 CPU에서 다른 호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C24 시리얼 포트를 사용하십시오.
PLC CPU부만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사양
외형 치수

MELSECA 시리즈
(AnCPU 타입)

GOT 본체

관련 툴
다운로드

NET/H
리모트 I/O국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헤드 모듈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Ethernet 어댑터 모듈

Z(옵션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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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GOT1000 시리즈 핸드북」 및 「GOT1000 시리즈 접속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접속 가능 기종 일람

GOT1000 시리즈에서는 미쓰비시 PLC는 물론 각종 FA 기기와 접속할 수 있습니다.

미쓰비시 PLC와 접속 시 사용 가능 모듈
●계산기 링크 접속 시

●MELSECNET/H 접속 시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계산기 링크 모듈

CPU 시리즈

형 명

MELSECNET/H 모듈

CPU 시리즈

광 루프

동축 버스

타사 PLC/모션 컨트롤러/안전 컨트롤러

MELSEC-Q 시리즈(Q 모드)
MELSEC-QS 시리즈

MELSEC-Q 시리즈
(Q 모드)
모션 컨트롤러 CPU
(Q 시리즈)
MELSECNET/H 리모트 I/O국

형

제조회사

C 언어 컨트롤러
모듈러 커넥터
모듈러 커넥터

명

계산기 링크 접속

최대 115.2Kbps의 RS-232 통신이나 Ethernet으로 각사 PLC와 접속할 수 있습니다.

CPU 직접 접속 Ethernet

형

제조회사

접속

명

계산기 링크 접속

CPU 직접 접속 Ethernet
접속

CPU,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은 기능 버전 B 이후를 사용하십시오.

●MELSECNET/10 접속 시

MELSEC-L 시리즈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헤드 모듈

CPU 시리즈

시리즈

MELSECNET/H(NET/10 모드), MELSECNET/10 모듈
광 루프

동축 버스

MELSEC-Q 시리즈(A 모드)
MELSEC-Q 시리즈(Q 모드)
MELSEC-QS 시리즈
OMRON

타입

C 언어 컨트롤러
시리즈
(디지털 CPU)

설계자

MELSEC-QnA 시리즈
MELSEC-Q 시리즈(A 모드)
MELSEC-A 시리즈
모션 컨트롤러 CPU(A 시리즈)

MELSEC-QnA 시리즈

CPU,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은 기능 버전 B 이후를 사용하십시오.

시리즈

●CC-Link IE 컨트롤러 네트워크 접속 시

(아날로그 CPU)

CC-Link IE 컨트롤러 네트워크 통신 모듈

KEYENCE
시리즈
시리즈

확장 모드의 경우는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12052 이후를 사용하십시오.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접속 시
MELSEC-A 시리즈
모션 컨트롤러 CPU
(A 시리즈)

시리즈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통신 모듈

KOYO

●CC-Link(ID) 접속 시
RS-485로는 통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A0J2-C214-S1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QnACPU에 A 시리즈용 계산기 링크를
사용한 경우, AnACPU를 모니터하는 경우의 디바이스 범위
중에서 AnACPU에 존재하는 디바이스와 같은 이름만 모니
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디바이스는 모니터할 수 없
습니다.
ㆍQnACPU에서 새로 추가된 디바이스
ㆍ래치 릴레이(L) 및 스텝 릴레이(S)
(QnACPU의 경우 래치 릴레이(L) 및 스텝 릴레이(S)는
내부 릴레이(M)와 다른 별도의 디바이스지만, 어느 하나
를 지정해도 내부 릴레이에 대해서 액세스합니다.)
ㆍ파일 레지스터(R)

기능 버전 A는 CH1, CH2 중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 버전 B 이후는 CH1, CH2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CH2에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CH1, CH2 중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1SHCPU, A2SCPU(S1), A2SHCPU(S1),
A1SJHCPU, A0J2HCPU, A171SHCPU(N),
A172SHCPU(N)와 접속하는 경우, 계산기 링크 모듈
의 S/W 버전 U 이후를 사용하십시오.
AnACPU의 디바이스 범위 내에서 동작합니다.
(R 디바이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리즈

CC-Link 모듈

CPU 시리즈

시리즈

시리즈

보전 작업자

CPU 시리즈
MELSEC-Q시리즈(Q모드)
C 언어 컨트롤러
MELSEC-L 시리즈

시리즈
시리즈

기동/운용

CPU 시리즈
MELSEC-Q시리즈(Q모드)
MELSEC-QS 시리즈
C 언어 컨트롤러

MELSEC-Q시리즈(Q모드)
C 언어 컨트롤러
MELSEC-L 시리즈

Sharp

시리즈

MELSEC-QnA 시리즈
시리즈

MELSEC-Q 시리즈(A 모드)
MELSEC-A 시리즈
모션 콘트롤러 CPU(A 시리즈)

JTEKT

GOT는 기능 버전 B, 소프트웨어 버전 J 이후의 CC-Link 모듈에만 트랜전트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CC-Link(G4 경유) 접속 시
CC-Link 모듈

CPU 시리즈

주변기기 모듈
시리즈

MELSEC-Q 시리즈(Q 모드)
C 언어 컨트롤러
MELSEC-L 시리즈

Toshiba
시리즈

GT11, GT10은 마스터국만 모니터가 가능합니다.

●Ethernet 접속 시

QnACPU에 A 시리즈용 Ethernet 모듈 사용 시 모니터할 수 있
는 디바이스 범위는 AnACPU를 모니터 하는 경우의 디바이스
중에서 AnACPU에 존재하는 디바이스와 같이 모니터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아래의 디바이스는 모니터할 수 없습니다.
ㆍQnACPU에서 새로 추가된 디바이스
ㆍ래치 릴레이(L) 및 스텝 릴레이(S)(QnACPU의 경우
래치 릴레이(L) 및 스텝 릴레이(S)는 내부 릴레이(M)와
별도의 디바이스지만, 어느 하나를 지정해도 내부 릴레
이에 대해서 액세스합니다.)
ㆍ파일 레지스터(R)

Ethernet 모듈

CPU 시리즈
MELSEC-Q 시리즈(Q 모드)/MELSEC-QS 시리즈
MELSEC-QnA 시리즈
MELSEC-Q 시리즈(A 모드)
MELSEC-A 시리즈
모션 컨트롤러 CPU(A 시리즈)
MELSEC-FX 시리즈

시리즈

Toshiba

로봇 컨트롤러
대형 H 시리즈

Hitachi
Industrial
Equipment
Systems

미쓰비시 CNC C70, C6/C64를 모니터하거나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H 시리즈
보드 타입

계장

인버터

미쓰비시 인버터와 접속하여 파라미터를 설정하거나 알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니파이드 컨트롤러 NV 시리즈

시리즈

형

명

접속 형식
CC-Link CC-Link
시리즈 형 명
CPU 직접 계산기 MELSEC MELSEC IE 컨트롤러 IE 필드 CC-Link CC-Link Ethernet
버스 접속
（ID） (G4 경유)
NET/H NET/10
링크
접속
네트워크 네트워크

HITACHI

FUJI

서보 앰프

미쓰비시 서보 앰프와 접속하여 파라미터를 설정하거나 알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툴
다운로드

GT16, GT15만 대응합니다.(GT16 핸디는 Ethernet 접속만 대응)
MELSECNET/H를 NET/10 모드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리모트 I/O 네트워크에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CC-Link(ID)：CC-Link(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로 접속합니다.
NC 시스템 소프트웨어 버전 D0 이후를 사용하십시오.
Q173NCCPU는 모듈상에 USB 인터페이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173NCCPU에 액세스하는 경우, 멀티 CPU 시스템에서 QCPU의 RS-232를 경유하여 액세스하십시오.

Panasonic
LS 산전

MELDAS C6/C64와 접속 시 사용 가능 모듈
●MELSECNET/10 접속 시

형

시리즈

명
시리즈

MELSECNET/H(NET/10 모드), MELSECNET/10 모듈
광 루프

동축 버스
Yaskawa

●CC-Link(ID) 접속 시

시리즈

시리즈

사양
외형 치수

시리즈

CC-Link 모듈

시리즈

컨트롤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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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net 접속 시
미쓰비시 로봇 컨트롤러를 모니터하거나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접속 형식
CC-Link CC-Link
CPU 직접 계산기 MELSEC MELSEC IE 컨트롤러 IE 필드 CC-Link CC-Link Ethernet
버스 접속
（ID） (G4 경유)
NET/H NET/10
링크
접속
네트워크 네트워크

GT16, GT15만 대응합니다.(GT16 핸디는 Ethernet 접속만 대응)
MELSECNET/H를 NET/10 모드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대응합니다. 리모트 I/O 네트워크에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CC-Link(ID)：CC-Link(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로 접속합니다.
CRnQ-700에 액세스하는 경우, 멀티 CPU 시스템에서 QCPU의 RS-232를 경유하여 액세스하십시오.
CRnQ-700의 DISP I/F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thernet 모듈 또는 멀티 CPU의 QCPU를 Ethernet 경유하여 액세스
하십시오.

시리즈

시리즈
시리즈
시리즈
시리즈

Ethernet 모듈

접속 상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GOT가 다릅니다.
GT16… RS-232, RS-422/485, Ethernet으로 접속 시：전기종(GOT 본체의 내장 인터페이스 사용 가능)
상기 이외로 접속 시
：전기종(GOT 본체에 통신 모듈을 장착하여 버스 접속, 네트워크 접속 등
사용 가능)
GT15…RS-232로 접속 시
：전기종(GOT 본체의 내장 인터페이스 사용 가능)
RS-232 이외로 접속 시
：전기종(GOT 본체에 통신 모듈을 장착하여 버스 접속, 네트워크 접속 등
사용 가능)
GT11…RS-232, RS-422로 접속 시 ：GT115□-Q□BD
버스 접속 시
：GT115□-Q□BDQ, GT115□-Q□BDA
핸디 GOT… RS-232, RS-422/485, Ethernet으로 접속 시：GT1665HS-VTBD
RS-232, RS-422로 접속 시 ：GT115□HS-Q□BD
GT10…RS-232로 접속 시
：GT105□-Q□BD, GT104□-Q□BD, GT1030-H□D2/H□DW2, GT1020-L□D2/L□DW2
RS-422로 접속 시
：GT105□-Q□BD, GT104□-Q□BD, GT1030-H□D/H□DW, GT1030-H□L/H□LW,
GT1020-L□D/LB□W, GT1020-L□L/L□LW
(다만 GT1030-H□L/H□LW, GT1020-L□L/L□LW는 MELSEC-FX CPU만 접속 가능)

Yokogawa

GT10은 접속할 수 없습니다.
CQM1-CPU11에는 RS-232 인터페이스가 없으므로
GOT를 접속할 수 없습니다.
RS-422/RS-232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RS-232/RS-422 변환기(TXU-2051)가 필요합니다.
Adapter(1770-KF3) 경유로 DH485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DH485는 시리즈 C 이후의 CPU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이전 제품에서는 DH485 프로토콜 지원 불가)
1대1 접속은 시리즈 D 이후의 CPU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이전 제품에서는 DF1 반이중 지원 불가)

EtherNet/IP(PCCC 프로토콜)를 지원합니다.
GT16, GT15만 대응합니다.
GT10은 아래의 제품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CP-9200SH, MP920, MP930, MP940, MP2200, MP2300
MODBUS®/TCP 접속만 지원합니다. MODBUS/TCP
통신 드라이버를 사용하십시오.
이중화된 Ethernet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CP1E(N 타입) 중, 16점 모듈은 CPU 직접 접속만 가능
합니다.
CJ2M-CPU1□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로봇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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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GOT1000 시리즈 핸드북」 및 「GOT1000 시리즈 접속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접속 가능 기종 일람

GOT1000 시리즈에서는 미쓰비시 PLC는 물론 각종 FA 기기와 접속할 수 있습니다.

■GT SoftGOT1000에 접속이 가능한 기종 일람
타사 PLC/모션 컨트롤러/안전 컨트롤러

제조회사

타사 계산기 링크ㆍEthernet 접속 시 사용 가능 모듈
제조회사

OMRON
상위 링크 모듈/
커뮤니케이션 모듈/
커뮤니케이션 보드
Ethernet 모듈

CHINO

LT300 시리즈
LT400 시리즈
DZ1000 시리즈
DZ2000 시리즈
LT230 시리즈
LT830 시리즈
GT120 시리즈
DB1000 시리즈
DB2000 시리즈

FUJI

시리즈

(2선식)

마이크로
컨트롤러 X

계산기
링크

컨트롤러
네트워크

필드
네트워크

GT SoftGOT1000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보드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오른쪽 형명의 제품은 GT SoftGOT1000
에서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 보드입니다. ㆍQ80BD-J71GP21-SXㆍQ80BD-J71GP21S-SX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접속 시
GT SoftGOT1000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보드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오른쪽 형명의 제품은 GT SoftGOT1000
에서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 보드입니다. ㆍQ80BD-J71GF11-T2

USB
접속

Ethernet 접속 시
CPU 시리즈

Ethernet 모듈

MELSEC-Q 시리즈(Q 모드)/MELSEC-QS 시리즈
MELSEC-QnA 시리즈

(2선식)

MELSEC-Q 시리즈(A 모드)/
MELSEC-A 시리즈/
모션 컨트롤러 CPU(A 시리즈)

이중화 시스템
(기본 베이스)
이중화 시스템
(증설 베이스)

MELSEC-FX 시리즈

AnA의 범위에서만 모니터 가능합니다.

타사 PLC
형명

제조회사

(2선식)

접속 형식
CPU 직접 접속(RS-232) 계산기 링크(RS-232) Ethernet

초소형 PLC

기동/운용

소형 PLC

(2선식)

YAMATAKE

OMRON

(4선식)
(2선식)

(N 타입)
MELSEC-QS 시리즈
대형 PLC

MELSEC-Q 시리즈
(A 모드)

보전 작업자

MELSEC-L 시리즈

MELSEC-WS 시리즈

GREEN 시리즈

(2선식
/4선식)

Yaskawa

C 언어 컨트롤러
MELSEC-QnA 시리즈
(QnACPU 타입)
MELSEC-QnA 시리즈
(QnASCPU 타입)

Yokogawa

Yokogawa

UT100 시리즈

(2선식)

UT2000 시리즈

(4선식)

OMRON PLC와 접속 시 사용 가능 모듈

MELSEC-A 시리즈
(AnCPU 타입)

Ethernet 접속 시
Ethernet 모듈

서보 앰프와 접속 시, 파리미터 설정이나 알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형 명

(2선식
/4선식)

Yaskawa PLC와 접속 시 사용 가능 모듈
계산기 링크 접속 시

(2선식)

시리즈
시리즈
시리즈
시리즈

MEMOBUS 모듈/통신 모듈

(2선식)

Ethernet 접속 시
MELSEC-A 시리즈
(AnSCPU 타입)

통신 모듈

(2선식)

로봇 컨트롤러의 모니터나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Yokogawa PLC와 접속 시 사용 가능 모듈
Ethernet 접속 시

RKC

형 명

계장

제조회사

CPU 직접
접속

MELSEC-Q 시리즈
(Q 모드)

Schneider Electric SA
Ethernet 모듈

로봇 컨트롤러

형명

(4선식)

Yokogawa
PC 링크 모듈/
Ethernet 인터페이스 모듈
AllenBradley (Rockwell Automation, inc)
EtherNet/IP 통신 모듈
GE Fanuc Automation Corporation
커뮤니케이션 모듈
Cnet 통신 유니트
LS 산전
Cnet 통신 모듈

Panasonic

CC-Link IE 컨트롤러 네트워크 접속 시

접속 형식

설계자

AL3000 시리즈
AH3000 시리즈
SE3000 시리즈
JU 시리즈
KE 시리즈
LE5000 시리즈

Yaskawa
MEMOBUS 모듈/
통신 모듈

제조회사

GT SoftGOT1000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보드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GT SoftGOT1000에서 접속이 가능한 네트
워크 보드를 나타냅니다. ㆍQ80BD-J71BR11(동축 루프) ㆍQ80BD-J71LP21-25(광 루프) ㆍQ80BD-J71LP21G(광 루프)

미쓰비시 PLCㆍ모션 컨트롤러

KP 시리즈

KEYENCE
멀티 커뮤니케이션 모듈
KOYO
데이터 통신 모듈
시리얼 데이터 통신 모듈
Sharp
링크 모듈
JTEKT
링크 모듈
Toshiba
Ethernet 모듈
HITACHI
인텔리전트 시리얼 포트 모듈
Hitachi, Ltd.
통신 모듈
RS-232C
인터페이스 카드
RS-232C/485
FUJI
인터페이스 캡슐
범용 인터페이스
모듈
Panasonic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모듈
통신 카세트

서보 앰프

MELSECNET/HㆍMELSECNET/10 접속 시

【PLC/모션 컨트롤러】

형 명

Ethernet 인터페이스 모듈

(2선식)

【CNC】미쓰비시 CNC

MELSEC-A
시리즈

접속 형식
시리즈

형명

CPU 직접 계산기
링크
접속

컨트롤러
네트워크

필드
네트워크

IAI

제조회사
Thermack NEO

형 명

(2선식)

(2선식)

마이컴 접속

70

(2선식)
(2선식)
(2선식)

접속 상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GOT가 다릅니다.
GT16… RS-232, RS-422/485, Ethernet으로 접속 시：전기종(GOT 본체의 내장 인터페이스 사용 가능)
상기 이외로 접속 시
：전기종(GOT 본체에 통신 모듈을 장착하여 버스 접속, 네트워크 접속 등
사용 가능)
GT15…RS-232로 접속 시
：전기종(GOT 본체의 내장 인터페이스 사용 가능)
RS-232 이외로 접속 시
：전기종(GOT 본체에 통신 모듈을 장착하여 버스 접속, 네트워크 접속 등
사용 가능)
GT11…RS-232, RS-422로 접속 시 ：GT115□-Q□BD
버스 접속 시
：GT115□-Q□BDQ, GT115□-Q□BDA
핸디 GOT… RS-232, RS-422/485, Ethernet으로 접속 시：GT1665HS-VTBD
RS-232, RS-422로 접속 시 ：GT115□HS-Q□BD
GT10…RS-232로 접속 시
：GT105□-Q□BD, GT104□-Q□BD, GT1030-H□D2/H□DW2, GT1020-L□D2/L□DW2
RS-422로 접속 시
：GT105□-Q□BD, GT104□-Q□BD, GT1030-H□D/H□DW, GT1030-H□L/H□LW,
GT1020-L□D/LB□W, GT1020-L□L/L□LW
(다만 GT1030-H□L/H□LW, GT1020-L□L/L□LW는 MELSEC-FX CPU만 접속 가능)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Ethernet 어댑터 모듈

미쓰비시 PLC와 접속 시 사용 가능 모듈
계산기 링크 접속 시
CPU 시리즈
MELSEC-Q 시리즈(Q 모드)
MELSEC-Q 시리즈(A 모드)
MELSEC-L 시리즈/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MELSEC-QnA 시리즈
MELSEC-A 시리즈

RS-232 통신만 가능합니다.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계산기 링크 모듈

CPU 직접 계산기
링크
접속

컨트롤러
네트워크

필드
네트워크

네트워크 종류가 MELSECNET/H 모드, MELSECNET/H 확장 모드(PLC 간 네트워크)인 경우의 접속 형식입니다.
네트워크 종류가 MELSECNET/10 모드(PLC 간 네트워크)인 경우의 접속 형식입니다.
(MELSECNET/H를 MELSECNET/10 모드(PLC 간 네트워크)로 접속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멀티 CPU 구성 시는 CPU 기능 버전 B 이후를 사용하십시오.
QnACPU에 A 시리즈용 계산기 링크 모듈, Ethernet 모듈을 사용한 경우, GT SoftGOT1000에서는 모니터할 수 없습니다.
PLC CPU 및 MELSECNET/H 네트워크 모듈은 기능 버전 B 이후를 사용하십시오.
MELSECNET/H 보드의 드라이버(SW0DNC-MNETH-B)는 버전 K 이후를 사용하십시오.
AnNCPU(S1), A2SCPU, A0J2HCPU, A2CCPU를 모니터하는 경우, 아래의 소프트웨어 버전의 기능만 쓸 수 있습니다.
이전의 버전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ㆍAnNCPU(S1)：링크 기능 탑재 버전 L 이후, 링크 비탑재 버전 H 이후 ㆍA2SCPU：버전 H 이후
ㆍA0J2HCPU：버전 E 이후 ㆍA0J2HCPU-DC24：버전 B 이후 ㆍA2CCPU：버전 H 이후
GT SoftGOT1000과 접속 시 다른 MELSOFT 제품(GX Developer 등)과는 동시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MELDAS C6/C64는 아래의 NC 시스템 소프트웨어 버전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ㆍNC 시스템 소프트웨어 버전 D0 이후
A2SCPU, A2SHCPU, A1SHCPU, A1SJHCPU, A0J2HCPU, A171SHCPU, A172SHCPU의 계산기 링크 접속 시는 계산기
링크 모듈의 소프트웨어 버전 U 이후를 사용하십시오. A0J2-C214-S1(A0J2HCPU 전용 계산기 링크 모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Q173NCCPU, CRnQ-700에 액세스하는 경우, 멀티 CPU 시스템에서는 QCPU의 USB 또는 RS-232를 경유하여 액세스
하십시오.
MELSECNET/H 확장 모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170MCPU의 PLC부(1호기)만 접속 가능합니다. PERIPHERAL I/F는사용할 수 없습니다.
RS-232 접속의 경우에는 L6ADP-R2가 필요합니다.
자국은 모니터할 수 없습니다.
시리얼 No.의 상위 5자리가 "12042" 이후인 CPU를 사용하십시오.
CJ2M-CPU1□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중화 된 Ethernet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CRnQ-700의 DISP I/F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thernet 모듈 또는 멀티 CPU의 QCPU를 Ethernet 경유하여 액세스하십
시오.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FCR-23A 시리즈

PCD-300 시리즈
FIR 시리즈
JIR-301-M 시리즈

MELSEC-FX
시리즈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헤드 모듈

FCD-100 시리즈

PC-900 시리즈

접속 형식
컨트롤러명

MELSECNET/H
리모트 I/O국

FCR-100 시리즈
Shinko
Technos

【로봇】미쓰비시 산업용 로봇

모션
컨트롤러 CPU
(A 시리즈/소형 타입)

PC, 마이컴 보드, PLC 등을 GOT와 접속하여
GOT의 가상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JCM-33A 시리즈

Ethernet 모듈

CPU 시리즈

모션
컨트롤러 CPU
(A 시리즈/대형 타입)

MODBUS/RTU 통신 드라이버, MODBUS/TCP 통신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MODBUS®/RTU, MODBUS®/TCP 슬레이브 기기 전반과 접속할 수 있습니다.
(GT11, GT10은 MODBUS®/RTU 접속만 대응합니다.)

동작이 확인된 MODBUS® 기기는 MELFANSweb 홈 페이지에서 테크니컬 뉴스「GOT1000 시리즈 MODBUS®
접속 동작 확인 기기 일람」No.GOT-D-0037을 참조하십시오.

INPANEL NEO
ACS-13 A 시리즈
DCL-33 A 시리즈
JC시리즈

MODBUS® 기기

Ethernet 접속 시

USB
접속

사양
외형 치수

OMRON

온도 조절기와 접속하여 GOT에서 데이터 로깅,
파라미터 설정을 하거나 알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MELDAS C6/C64와 접속 시 사용 가능 모듈

모션 컨트롤러
CPU(Q 시리즈)

관련 툴
다운로드

온도 조절기/지시조절계

GT16, GT15만 대응합니다.(GT16 핸디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GT16:RS422/485 인터페이스 또는 GT15-RS4-TE를 사용하십시오. GT15-RS4-9S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GT15:GT15-RS4-TE를 사용하십시오. GT15-RS4-9S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도 조절기/지시조절계측이 RS-485를 사용하는 경우, 각사 RS-232/RS-485 변환기가 필요합니다.
온도 조절기/지시조절계측이 RS-422를 사용하는 경우, 각사 RS-232/RS-422 변환기가 필요합니다.
RS-232 시리얼 통신 기능 내장 지시조절계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통신 확장 모듈(Z-COM)을 사용합니다.
온도 조절기의 시스템 구성에 따라 통신 확장 모듈(Z-COM)을 사용합니다.
MODBUS® 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을 선정하십시오.
2010년 10월 생산품 이후(계기 번호 07Axxxxxx, 07Kxxxxxx, 07Xxxxxxx 및 이후의 계기 번호)의 제품과 접속할 수
있습니다.
GT16, GT15만 대응됩니다.
MODBUS®/RTU 접속만 지원. MODBUS/RTU 통신 드라이버를 사용하십시오.
MODBUS®/TCP 접속만 지원. MODBUS/TCP 통신 드라이버를 사용하십시오.

MODBUS® 기기

MODBUS/TCP 통신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MODBUS ®/TCP 슬레이브 기기 전반과 접속할 수 있습니다.
동작이 확인된 MODBUS ® 기기는 MELFANSweb 홈 페이지에서 테크니컬 뉴스「GOT1000 시리즈
MODBUS ® 접속 동작 확인 기기 일람」No.GOT-D-0037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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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별 기능 일람

10.4인치형

10.4인치형

8.4인치형

8.4인치형

8.4인치형

5.7인치형

6.5인치형

15인치형

12.1인치형

10.4인치형

10.4인치형

10.4인치형

8.4인치형

8.4인치형

5.7인치형

10.4인치형

8.4인치형

기

상세 페이지

10.4인치형

기타 필요 기기

12.1인치형

확장/옵션 기능
인스톨

15인치형

종

옵션 기능 보드

상세 페이지

분

기타 필요 기기

능

확장/옵션 기능
인스톨

옵션 기능 보드

구
기

기

5.7인치형

5.7인치형

5.7인치형

종

5.7인치형

4.7인치형

4.5인치형

3.7인치형

버스 접속
CPU 직접 접속
계산기 링크 접속
MELSECNET/H 접속
MELSECNET/10 접속
CC-Link IE 컨트롤러 네트워크 접속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접속

접속 형식

CC-Link 접속(ID국/G4 경유)

G4 경유 전용 G4 경유 전용

G4 경유 전용

G4 경유 전용

G4 경유 전용 G4 경유 전용 G4 경유 전용 G4 경유 전용 G4 경유 전용

설계자

필요

CF 카드

(GT15만)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기동/운용

메모리

Ethernet 접속
타사 PLC 접속
마이컴 접속
MODBUS®/RTU 접속
MODBUS®/TCP 접속
온도 조절기 접속
인버터 접속
서보 앰프 접속
CNC 접속
로봇 컨트롤러 접속
GOT 멀티 드롭 접속
표준 메모리 용량
옵션 사용 시 합계 메모리 용량
(표준＋옵션)

최대

컬러 65536색
만

컬러 4096색
만

만

만

컬러 16색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보전 작업자

표시색

컬러 256색

만

만

모노크롬(흰색/검정) 16단계조절
만

모노크롬(흰색/검정) 2색
모노크롬(흰색/파랑) 16단계조절

해상도

1920×1200도트(WUXGA)＜해상도 지정 시의 최대＞
1600×1200도트(UXGA)
1280×1024도트(SXGA)
1024×768도트(XGA)
800×600도트(SVGA)
640×480도트(VGA)
만

320×240도트(QVGA)

만

하드웨어 사양

288×96도트
160×64도트
RS-232 인터페이스
RS-422 인터페이스
RS-422/232 인터페이스
RS-422/485 인터페이스
만

만

USB 인터페이스

USB 포트
USB 디바이스

CF 카드 인터페이스
옵션 기능 보드 인터페이스

계장

내장 인터페이스

버스 인터페이스
Ethernet 인터페이스

확장 모듈 인터페이스
멀티 미디어ㆍ비디오/RGB 인터페이스
비디오/RGB 인터페이스

만

세로 표시
시계 기능
부저 출력
인체 감지 센서
프린터

(배터리)

기 타

음성 출력
외부 입출력
비디오 입력/RGB 입력/RGB 출력
USB 마우스/키보드 접속
백라이트 손상 검출 기능
필요

CF 카드에서의 기동

만

CF 카드

(GT15만)

(CF 카드)
(CF 카드)

본체 기능

필요

멀티 채널 기능

최대 4ch

(GT15만)

필요

(CF 카드)
(CF 카드)

필요

(CF 카드/USB 메모리
<GT16만>)

최대 4ch

최대 4ch

최대 4ch

최대 4ch

최대 4ch

최대 4ch

최대 4ch

최대 4ch

최대 4ch

최대 4ch

최대 4ch

최대 4ch

최대 4ch

최대 4ch

최대 4ch

최대 4ch

최대 2ch

최대 2ch

최대 2ch

베이스 화면, 윈도우 화면
대화상자 윈도우 표시
사 양

화면 설계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파일 전송 기능(FTP 클라이언트)

필요
필요
필요

도형 작화

BMP 화상 표시
JPEG 화상 표시
DXF 데이터
IGES 데이터

기종에 따라 설정 점수나 데이터 저장 위치 등의 기능이 다릅니다.
옵션 기능 보드는 기종, GOT 본체의 기능 버전, 하드웨어 버전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사용하는 옵션 기능 보드는 기능에 따라 사양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사용 시 유의 사항(P83~)」을 참조하십시오.
GT10, GT SoftGOT1000에서는 옵션 기능 보드, 확장/옵션 기능 OS는 인스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옵션 기능 보드 이외에 필요한 옵션 모듈, CF 카드, USB 메모리를 나타냅니다. 괄호에 기재된 기기는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사용 시 유의 사항(P.83~)」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GT10(P.48)」,「핸디 GOT(P.24))」,「GT SoftGOT1000(P.26)」을 참조하십시오.
RS-232 인터페이스에 RS-422 변환 모듈을 장착하여 RS-422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양
외형 치수

(CF 카드/
USB 메모리
<GT16만>)

프로젝트 데이터 읽기/쓰기
리소스 데이터 업로드
FA 트랜스페어런트 기능

게이트웨이 기능
MES 인터페이스 기능
SoftGOT-GOT 링크 기능

72

관련 툴
다운로드

필요 프린터 모듈
CF 카드 모듈/
CF 카드 연장 모듈
필요 음성 출력 모듈
필요 외부 입출력 모듈
비디오 /
필요
RGB 모듈
필요

CF 카드 모듈(CF 카드 연장 모듈)

사용자 알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컬 데이터 리스트를 표시하거나 히스토리컬 트렌드 그래프를 사용하는 경우, 미리 로깅 기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옵션 기능 OS(로깅)의 인스톨이 필요합니다.
PLC의 시계를 참조합니다.
접속 형식에 따라 사용하는 통신 모듈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GOT1000 시리즈 핸드북」 및 「GOT1000 시리즈 접속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대응 하드웨어 버전에 대해서는 MELFANSweb 홈페이지에서 테크니컬 No.
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MitsubishiElectric.co.jp/melfans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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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별 기능 일람

10.4인치형

10.4인치형

8.4인치형

8.4인치형

8.4인치형

5.7인치형

6.5인치형

15인치형

12.1인치형

10.4인치형

10.4인치형

10.4인치형

8.4인치형

8.4인치형

5.7인치형

10.4인치형

8.4인치형

기

상세 페이지

10.4인치형

기타 필요 기기

12.1인치형

확장/옵션 기능
인스톨

15인치형

종

옵션 기능 보드

상세 페이지

분
표준 글꼴
(기본)

기타 필요 기기

능

확장/옵션 기능
인스톨

옵션 기능 보드

구
기

기

5.7인치형

5.7인치형

5.7인치형

종

5.7인치형

4.7인치형

4.5인치형

3.7인치형

(일본어, 일본어(유럽 대응),
중국어(간체), 중국어(간체,
유럽 대응),중국어(번체, 유럽 대응))

사 양

표준 글꼴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옵션)
일본어
고품위 글꼴
TrueType 글꼴, TrueType 글꼴(7세그)
Windows® 글꼴
스트로크 표준 글꼴(확장)
스트로크 글꼴(옵션)

필요

필요
필요

로고 문자 기능
부품 중첩(레이어 기능)

설계자

공통 설정

국번 전환
언어 전환 기능
패스워드
기동 로고
데이터 연산 기능
오프셋 기능
보안 레벨 인증
보안 기능

작업자 인증

(지문 인증 모듈
CF 카드/USB 메모리
<GT16만>)

기동/운용

필요
필요
필요

일반판
확장판

보전 작업자

램프 표시
터치 스위치
수치 표시/입력
데이터 리스트 표시
히스토리컬 데이터 리스트 표시
아스키 표시/입력
かな한자
변환 기능

필요

시계 표시
코멘트 표시
오브젝트 설정

화면 설계

(CF 카드)
(배터리)

확장 알람 감시/표시
알람 표시
알람 이력 표시
알람 흐름 표시
부품 표시
부품 이동
패널 미터 표시
레벨 표시
트렌드 그래프/꺾은선 그래프/막대 그래프/통계 그래프
히스토리컬 트렌드 그래프
분산형 그래프
상태 감시 기능
확장 레시피 기능
레시피 기능

(CF 카드)
(CF 카드)

필요

필요
필요

CF 카드에 파일 저장
프린터 인쇄

멀티 미디어 기능
PC 리모트 조작 기능(Ethernet)
기 타

PC 리모트 조작 기능(시리얼)
조작 패널 기능
조작 로그 기능
필요

필요

CF 카드

로깅 기능

필요

(CF 카드)
(배터리)

로그 뷰어 기능

필요

(CF 카드/
USB 메모리)

문서 표시 기능

(GT15만)

프로젝트/화면 스크립트
스크립트 기능
오브젝트 스크립트
디바이스 데이터 전송 기능
디바이스 모니터 기능
시스템 모니터 기능

필요

필요
필요

만

만

계장

(CF 카드)
(CF 카드)
(프린터 모듈)
필요
(CF 카드)
CF 카드
필요 (프린터 모듈)
필요
필요
멀티 미디어 모듈
필요
CF 카드
필요 라이센스
비디오 /RGB
필요
입력 모듈
필요 외부 입출력 모듈
CF 카드
필요

리포트 기능
하드카피
기능
바코드 기능
RFID 기능

(CF 카드)

(CF 카드)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FX 리스트 편집 기능

필요

필요

만

SFC 모니터 기능
모션 SFC 모니터 기능

래더 모니터 기능

필요
(GT15만)

필요
(GT15만)

필요
(GT15만)

필요

CF 카드

필요

CF 카드

필요

CF 카드

필요

(CF 카드)

만

만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CF 카드/
USB 메모리
<GT16만>

배터리

기종에 따라 설정 점수나 데이터 저장 위치 등의 기능이 다릅니다.
옵션 기능 보드는 기종, GOT 본체의 기능 버전, 하드웨어 버전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사용하는 옵션 기능 보드는 기능에 따라 사양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사용 시 유의 사항(P83~)」을 참조하십시오.
GT10, GT SoftGOT1000에서는 옵션 기능 보드, 확장/옵션 기능 OS는 인스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옵션 기능 보드 이외에 필요한 옵션 모듈, CF 카드, USB 메모리를 나타냅니다. 괄호에 기재된 기기는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사용 시 유의 사항(P.83~)」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GT10(P.48)」,「핸디 GOT(P.24))」,「GT SoftGOT1000(P.26)」을 참조하십시오.
RS-232 인터페이스에 RS-422 변환 모듈을 장착하여 RS-422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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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용자 알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컬 데이터 리스트를 표시하거나 히스토리컬 트렌드 그래프를 사용하는 경우, 미리 로깅 기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옵션 기능 OS(로깅)의 인스톨이 필요합니다.
PLC의 시계를 참조합니다.
접속 형식에 따라 사용하는 통신 모듈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GOT1000 시리즈 핸드북」 및 「GOT1000 시리즈 접속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대응 하드웨어 버전에 대해서는 MELFANSweb 홈페이지에서 테크니컬 No.
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MitsubishiElectric.co.jp/melfansweb】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인텔리전트 모듈 모니터 기능
Q 모션 모니터 기능
서보 앰프 모니터 기능
네트워크 모니터 기능
CNC 모니터 기능
CNC 데이터 입출력 기능
백업/복구 기능
MELSEC -L 트러블 슈트 기능
메인터넌스 시기 통지 기능

(GT15만)

사양
외형 치수

보전 기능

래더 편집기능

필요

관련 툴
다운로드

필요

A 리스트 편집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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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일람
통신 모듈

본체 형명 보는 방법

품 명

기호

화면 크기

기호

장착 타입

기호

표시색
256색 이상
16색
모노크롬

기호

비디오/RGB 대응
없음 제어반 장착 타입
핸디 타입

해상도
XGA
(1024×768도트)

기호

SVGA
(800×600도트)

멀티미디어ㆍ
비디오/RGB 대응

VGA
(640×480도트)
QVGA
(320×240도트)
(288×96도트)
없음
(160×64도트)

Ethernet 등 다양한 통신/ 기능을 올인원
네트워크에서 단독 장치까지, 폭넓은 활용 범위
단독 장치 사용으로 기본 기능에 충실
표시기의 기능성을 함축

표시 디바이스
TFT 컬러
(고휘도, 넓은 시야각)
TFT 컬러
STN 컬러
STN 모노크롬(흰색/파랑)
STN 모노크롬

기호

전원 사양

없음

GT10 백라이트
흰색 백라이트
녹색 백라이트

시리얼 통신 모듈

GOT 본체

○계획 생산품, △수주 생산품

화면크기
[해상도]
[1024×768도트]
12.1인치형 SVGA
[800×600도트]
10.4인치형 SVGA
[800×600도트]

10.4인치형 VGA
[640×480도트]

8.4인치형 SVGA
[800×600도트]
8.4인치형 VGA
[640×480도트]

표시색(색)

전원 종류

메모리
크기

비 고

TFT 컬러 액정(고휘도, 넓은 시야각) 65536색

멀티미디어ㆍ
비디오/RGB 대응

TFT 컬러 액정(고휘도, 넓은 시야각) 65536색

멀티미디어ㆍ
비디오/RGB 대응

TFT 컬러 액정(고휘도, 넓은 시야각) 65536색

멀티미디어ㆍ
비디오/RGB 대응

TFT 컬러 액정(고휘도, 넓은 시야각) 65536색

멀티미디어ㆍ
비디오/RGB 대응

TFT 컬러 액정

4096색

TFT 컬러 액정

16색

TFT 컬러 액정(고휘도, 넓은 시야각) 65536색
TFT 컬러 액정(고휘도, 넓은 시야각) 65536색

납기

RS-422 변환 모듈
MELSECNET/H
통신 모듈
CC-Link IE 컨트롤러
네트워크 통신 모듈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통신 모듈
CC-Link 통신 모듈
Ethernet 통신 모듈
시리얼 멀티 드롭 접속 모듈
커넥터 변환 어댑터

[1024×768도트]
12.1인치형 SVGA
[800×600도트]
10.4인치형 SVGA
[800×600도트]

멀티미디어ㆍ
비디오/RGB 대응
멀티미디어ㆍ
비디오/RGB 대응

품 명
프린터 모듈

16색

RGB 입력 모듈

TFT 컬러 액정(고휘도, 넓은 시야각) 65536색

비디오/RGB 입력 모듈

TFT 컬러 액정(고휘도, 넓은 시야각) 65536색

RGB 출력 모듈

8.4인치형 VGA
[640×480도트]
5.7인치형 QVGA
[320×240도트]

핸디

16색

대응 기종
핸디 GOT

납기

프린터 접속용 USB 슬레이브(PictBridge) 1ch
프린터 접속 전용 케이블(3m) 동봉
비디오 입력용(NTSC/PAL) 1ch, 동영상 재생
비디오 입력용(NTSC/PAL) 4ch
비디오 입력용(NTSC/PAL) 4ch
아날로그 RGB 입력용 2ch
아날로그 RGB 입력용 1ch
비디오 입력용(NTSC/PAL) 4ch/아날로그 RGB 1ch 혼합 입력용
비디오 입력용(NTSC/PAL) 4ch/아날로그 RGB 1ch 혼합 입력용
아날로그 RGB 출력용 1ch
아날로그 RGB 출력용
CF 카드 장착용(B드라이브) GOT 뒷면 CF 카드 검색용
CF 카드 장착용(B드라이브) 제어반 정면 CF 카드 검색용
음성 출력용
외부 입출력 기기/조작반 접속용(마이너스 코몬 입력/소스 타입 출력)
외부 입출력 기기/조작반 접속용(플러스 코몬 입력/싱크 타입 출력)

제어반 장착 모듈/GOT 장착 모듈/접속 케이블(0.8m) 세트 제품입니다.
GT16□□-VNB□, GT1655를 제외합니다.
GT1585V, GT1575V만 대응합니다.

TFT 컬러 액정(고휘도, 넓은 시야각) 65536색
16색

TFT 컬러 액정

TFT 컬러 액정(고휘도, 넓은 시야각) 65536색
4096색
STN 컬러 액정
STN 컬러 액정

256색

STN 모노크롬 액정

모노크롬(흰색/검정) 16단계조절

STN 컬러 액정
STN 모노크롬 액정

256색
모노크롬(흰색/검정) 16단계조절

TFT 컬러 액정

256색

STN
STN
STN
STN

3.7인치형
[160×64도트]

STN 모노크롬 액정

컬러 액정
모노크롬 액정
컬러 액정
모노크롬 액정

STN 모노크롬 액정
(높은 콘트라스트)

256색
모노크롬(흰색/검정) 16단계조절
256색
모노크롬(흰색/파랑) 16단계조절
테두리색 모노크롬 3색 LED
검정 (흰색/검정) (흰색ㆍ분홍ㆍ빨강)
검정

모노크롬 3색 LED
(흰색/검정) (흰색ㆍ분홍ㆍ빨강)

Q 버스 접속 전용
Q 버스 접속 전용

RS-422 접속 전용
RS-232 접속 전용
RS-422 접속 전용
RS-232 접속 전용
RS-422FX 접속 전용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8.4인치형 VGA
[640×480도트]
5.7인치형 QVGA
[320×240도트]
4.7인치형 QVGA
[320×240도트]
4.5인치형
[288×96도트]

GT WEorks2/GT Designer2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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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 컬러 액정

외부 입출력 모듈

사 양

사양
외형 치수

10.4인치형 VGA
[640×480도트]

256색

형 명

관련 툴
다운로드

5.7인치형 QVGA
[320×240도트]

TFT 컬러 액정

대응 하드웨어 버전에 대해서는 MELFANSweb 홈페이지에서 테크니컬 뉴스 No.
를 참조하십시오.
GT16/GT15 접속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MELFANSweb 홈페이지에서 테크니컬 뉴스 No.GOT-D-0029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MitsubishiElectric.co.jp/melfansweb】
GT1655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장

CF 카드 모듈
CF 카드 연장 모듈
음성 출력 모듈

TFT 컬러 액정(고휘도, 넓은 시야각) 65536색
TFT 컬러 액정(고휘도, 넓은 시야각) 65536색

10.4인치형 VGA
[640×480도트]

핸디 GOT용 CC-Link 인터페이스 모듈

옵션 모듈

5.7인치형 VGA[640×480도트] TFT 컬러 액정(고휘도, 넓은 시야각) 65536색
6.5인치형 VGA[640×480도트] TFT 컬러 액정(고휘도, 넓은 시야각) 65536색
15인치형 XGA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모듈 CC-Link Ver.2 대응
Ethernet(100BASE-TX) 모듈
GOT 멀티 드롭 접속용
D서브 9핀 수(볼록)⇔유럽 단자대 5핀으로의 변환 커넥터

다른 모듈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접속 상대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접속 가능 기종 일람(P.70)」을 참조하십시오.
온도 조절기/지시조절계와 RS-485(2선식) 접속 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GT155□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디오 입력 모듈
핸디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국 모듈

CC-Link 인터페이스 모듈

멀티미디어 모듈

TFT 컬러 액정

일반국 모듈(광 루프)

보전 작업자

15인치형 XGA

표시부

납기

기동/운용

일본 외 규격(UL/cUL/CE), 선박 규격 대응과 관련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MELFANSweb
홈페이지(http://www.MitsubishiElectric.co.jp/melfansweb)에서 확인하십시오.

형 명

버스 접속 모듈

GT115□-Q□BDQ, GT115□-Q□BDA만
GT10만

기호

대응 기종
핸디 GOT

QCPU(Q 모드)/모션 컨트롤러 CPU(Q 시리즈)용
버스 접속(1ch) 모듈 표준 모델
QCPU(Q 모드)/모션 컨트롤러 CPU(Q 시리즈)용
버스 접속(2ch) 모듈 표준 모델
QnA/ACPU/모션 컨트롤러 CPU(A 시리즈)용
버스 접속(1ch) 모듈 표준 모델
QnA/ACPU/모션 컨트롤러 CPU(A 시리즈)용
버스 접속(2ch) 모듈 표준 모델
QCPU(Q 모드)/모션 컨트롤러 CPU(Q 시리즈)용
버스 접속(1ch) 모듈 슬림형 모델
QCPU(Q 모드)/모션 컨트롤러 CPU(Q 시리즈)용
버스 접속(2ch) 모듈 슬림형 모델
QnA/ACPU/모션 컨트롤러 CPU(A 시리즈)용
버스 접속(1ch) 모듈 슬림형 모델
QnA/ACPU/모션 컨트롤러 CPU(A 시리즈)용
버스 접속(2ch) 모듈 슬림형 모델
RS-232 시리얼 통신 모듈(D-Sub9핀(수(볼록)))
RS-422/485 시리얼 통신 모듈(D-Sub9핀(암(오목)))
RS-422/485 시리얼 통신 모듈(단자대)
온도 조절기/지시조절계와 RS-485 접속 시만 사용 가능
RS-422측 커넥터 9핀
RS-232→RS-422 변환 모듈
RS-422측 커넥터 25핀
일반국 모듈(광 루프)
일반국 모듈(동축 버스)

통신 인터페이스

QCPU(Q 모드)/모션 컨트롤러 CPU
(Q 시리즈)용 버스 접속 인터페이스 내장
QnA/ACPU/모션 컨트롤러 CPU
(A 시리즈)용 버스 접속 인터페이스 내장
RS-232 내장
없음
RS-422 내장

STN 모노크롬
(흰색/검정, 높은 콘트라스트)
기 호 본체 테누리
검정
흰색

기호

사 양

설계자

15인치형
12.1인치형
10.4인치형
8.4인치형, 8.4인치형
5.7인치형
4.7인치형
4.5인치형
3.7인치형

형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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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일람
소프트웨어
품

형

명

명

내

옵션

용

단체 판매품(일문판)

품

버전 업 전용 소프트웨어(일문판)
(가지고 계신 GT Designer2/GT Works를 최신 버전으로 버전 업)

명

형

명

사

복수 라이센스 제품(일문판)

5.7인치형 보호 시트(GT105□용)

사이드 라이센스 제품(일문판)
단체 판매품(영문판)
복수 라이센스 제품(영문판)
용

4.7인치형 보호 시트(GT104□용)
보호 시트

USB 포트용

라이센스 키
PC 리모트 조작 기능(Ethernet) 라이센스

1라이센스

4.5인치형 보호 시트(GT1030용)

GOT 1대 마다 1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GT SoftGOT1000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C 1대 마다 GT SoftGOT1000용 라이센스 키가 필요합니다.
2 라이센스 이상이면 원하시는 라이센스를 판매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사이트 라이센스품 1대에 대하여 200개의 라이센스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입하신 동일 법인의 동일 사업소 내에 한합니다.
3.7인치형 보호 시트(GT1020용)

품

명

사

대응 기종

양

핸디 GOT

GT1695M-XTB□용
GT1685M-STB□용
GT1675M-STB□용
GT1675M-VTB□용
GT1675-VNB□/GT1672-VNB□용
GT1665M-STB□용
GT1665M-VTB□용
백라이트
GT1662-VNB□용
GT1595-XTB□용
GT1585V-STB□/GT1585-STB□용
GT1575-STB□ 용
GT1575V-STB□/GT1575-VTB□/GT1575-STB□ 용
GT1575-VNB□/GT1572-VNB□용
GT1565-VTB□용
GT1562-VNB□용
MES 인터페이스 기능용
(증설 메모리 없음)
옵션 기능 보드
(증설 메모리 없음)
GOT 본체나 기능에 따라 사용하는 ＋증설 메모리 16MB
옵션 기능 보드가 다릅니다. 자세한 ＋증설 메모리 32MB
사항은「사용 시 유의 사항(P.81~)」 ＋증설 메모리 48MB
을 참조하 십시오.
＋증설 메모리 48MB

납기
본체 정면 USB 인터페이스용
보호 커버(교환용)

USB 보호 커버

15인치형 기름 방지 커버
12.1인치형 기름 방지 커버
10.4인치형 기름 방지 커버
8.4인치형 기름 방지 커버
5.7인치형 기름 방지 커버
5.7인치형 기름 방지 커버
4.7인치형 기름 방지 커버
4.5인치형 기름 방지 커버
3.7인치형 기름 방지 커버
비상 정지 스위치 오조작 방지용(GT16 핸디 GOT용)
비상 정지 스위치 오조작 방지용(GT11 핸디 GOT용)
스탠드 15인치형
스탠드 12.1인치형
스탠드 10.4/8.4인치형
스탠드 5.7인치형
플래시 ROM 128MB
플래시 ROM 256MB
플래시 ROM 512MB
플래시 ROM 1GB
플래시 ROM 2GB
플래시 ROM 4GB
플래시 ROM 8GB
플래시 ROM 16GB
CF 카드→메모리 카드(TYPEⅡ) 변환 어댑터

기름 방지 커버

비상 정지 스위치 가이드 커버

스탠드

CF 카드
GT10 메모리 로더
GT10 메모리 보드

10.4인치형
어태치먼트

5장

어태치먼트

8.4인치형
어태치먼트

5장
5.7인치형
어태치먼트
시계 데이터, 메인터넌스 시기 통지용 데이터 백업용 전지
시계 데이터, 알람 이력, 레시피 데이터, 타임 액션 설정값 백업용 전지(교환용)

배터리

5장

기능 버전 B 이전
기능 버전 C 이후
GT115□-Q□BDQ, GT115□-Q□BDA는 제외됩니다.
GT1020은 제외됩니다.
사용 전에 사용하는 환경에서 실제 확인 후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기름 방지 커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앞면 USB 인터페이스와 인체 감지 센
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Digital사의 GP250□, GP260□도 대상이 됩니다.

GT11 핸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GT16 핸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GT1655는 제외합니다. 용도는 시계 데이터, 메인터넌스 시기 통지용 데이터, 시스템 로그 데이터, SRAM 사용자 영역 백업용 전지(교환
용)입니다.
GT1655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는 시계 데이터, 메인터넌스 시기 통지용 데이터, 시스템 로그 데이터, SRAM 사용자 영역 백업용
전지(교환용)입니다.
GT16 핸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는 시계 데이터, 메인터넌스 시기 통지용 데이터, 시스템 로그 데이터, SRAM 사용자 영역 백업용
전지(교환용)입니다.
USB 보호 커버부 커버 타입의 보호 시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면 USB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매뉴얼
매뉴얼 명칭
GT Designer3 Version1 화면 설계 매뉴얼(공통편)

형명 코드

관련 툴
다운로드

GT Designer3 Version1 화면 설계 매뉴얼(작화편) ※2권 Set
5장

GOT1000 시리즈 접속 매뉴얼(미쓰비시전기 기기 접속편) GT Works3 대응
GOT1000 시리즈 접속 매뉴얼(타사 기기 접속편1) GT Works3 대응
GOT1000 시리즈 접속 매뉴얼(타사 기기 접속편2) GT Works3 대응
GOT1000 시리즈 접속 매뉴얼(마이컴ㆍMODBUSㆍ주변기기 접속편) GT Works3 대응
GOT1000 시리즈 게이트웨이 기능 매뉴얼
GOT1000 시리즈 MES 인터페이스 기능 매뉴얼

GT Converter2 Version3 조작 매뉴얼 GT Works3 대응
5장

GOT1000 시리즈 본체 취급 설명서(확장 기능ㆍ옵션 기능편) GT Works3 대응
GT16 본체 취급 설명서(하드웨어 상세편)
GT16 본체 취급 설명서(기본 유틸리티편)
GT15 본체 취급 설명서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GT SoftGOT1000 Version2 조작 매뉴얼
GT Simulator3 Version1 조작 매뉴얼 GT Works3 대응

사양
외형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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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카드 어댑터

계장

보호 시트

GT1030/GT1020용(OS 프로젝트 데이터 전송용) 전원 불필요
GT105□/GT104□용(OS, 프로젝트 데이터 전송용)
투명 5장
반투명 5장
15인치형 보호 시트(GT16용)
투명(테두리 : 흰색) 5장
반투명(테두리 : 흰색) 5장
투명(USB 보호 커버부 커버 타입)
투명 5장
반투명 5장
15인치형 보호 시트(GT15용)
투명(테두리 : 흰색) 5장
반투명(테두리 : 흰색) 5장
투명 5장
반투명 5장
12.1인치형 보호 시트(GT16용) 투명(테두리 : 흰색) 5장
반투명(테두리 : 흰색) 5장
투명(USB 보호 커버부 커버 타입)
투명 5장
반투명 5장
12.1인치형 보호 시트(GT15용)
투명(테두리 : 흰색) 5장
반투명(테두리 : 흰색) 5장
투명 5장
반투명 5장
10.4인치형 보호 시트(GT16용) 투명(테두리 : 흰색) 5장
반투명(테두리 : 흰색) 5장
투명(USB 보호 커버부 커버 타입)
투명 5장
반투명 5장
10.4인치형 보호 시트(GT15용)
투명(테두리 : 흰색) 5장
반투명(테두리 : 흰색) 5장
투명 5장
반투명 5장
8.4인치형 보호 시트(GT16용)
투명(테두리 : 흰색) 5장
반투명(테두리 : 흰색) 5장
투명(USB 보호 커버부 커버 타입)
투명 5장
반투명 5장
8.4인치형 보호 시트(GT15용)
투명(테두리 : 흰색) 5장
반투명(테두리 : 흰색) 5장
6.5인치형 보호 시트(GT16 핸디 GOT용) 투명 5장
투명 5장
반투명 5장
투명(테두리 : 흰색) 5장
5.7인치형 보호 시트(GT16용)
반투명(테두리 : 흰색) 5장
투명(USB 보호 커버부 커버 타입)
투명 5장
반투명 5장
5.7인치형 보호 시트(GT15용)
투명(테두리 : 흰색) 5장
반투명(테두리 : 흰색) 5장
투명 5장
반투명 5장
5.7인치형 보호 시트(GT11용)
투명(테두리 : 흰색) 5장
반투명(테두리 : 흰색) 5장

보전 작업자

옵션 기능 보드

명

납기

투명 5장
투명 5장
반투명 5장
투명(테두리 : 흰색) 5장
반투명(테두리 : 흰색) 5장
투명 5장
반투명 5장
투명(테두리 : 흰색) 5장
반투명(테두리 : 흰색) 5장
투명 5장
반투명 5장
투명(테두리 : 흰색) 5장
반투명(테두리 : 흰색) 5장
투명 5장
반투명 5장
투명(테두리 : 흰색) 5장
반투명(테두리 : 흰색) 5장
15인치형/12.1인치형/10.4인치형/8.4인치형
5.7인치형
15인치형/12.1인치형/10.4인치형/8.4인치형
5.7인치형

기동/운용

백라이트

형

대응 기종
핸디 GOT

설계자

옵션

양

GT11 본체 취급 설명서
GT16 핸디 GOT 본체 취급 설명서 ※2권 세트
GT11 핸디 GOT 본체 취급 설명서 ※2권 세트
GT10 본체 취급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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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일람
케이블

케이블
품

명

형

명

용

케이블 길이 소개품

도

대응 기종
핸디
GOT

품

납기

형

명

명

QCPU
(Q 모드) 용
버스 접속
케이블

QCPU⇔GOT 접속용
GOT⇔GOT 접속용

RS-232 케이블
계산기 링크 접속 케이블
핸디 GOT용 커넥터 변환 박스

QCPU 장거리 접속 케이블
GOT간 장거리
접속 케이블

도

대응 기종
핸디
GOT

납기

FX CPU 통신 특수 어댑터(D서브 25핀 커넥터)
⇔GOT, PC(GT SoftGOT1000)(D서브 9핀) 접속용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GOT 접속용
계산기 링크 모듈⇔GOT 접속용
AJ65BT-R2N⇔GOT 접속용(GT09-C30R2-9P만)
핸디 GOT의 커넥터를 신호 종류별로 단자대, D서브 커넥터, Ethernet용 RJ-45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
D서브 37핀 커넥터를 단자대와 D서브 9핀 커넥터로 변환 시 사용

FX 통신 특수 어댑터 접속 케이블
QCPU 증설 케이블
GOT 간접 접속 케이블

용

케이블 길이 소개품

커넥터 변환 박스⇔핸디 GOT 접속용

QCPU⇔GOT 장거리(13.2m 이상) 접속용(A9GT-QCNB 필요)
GOT⇔GOT 장거리 접속용

CC-Link 인터페이스 모듈⇔핸디 GOT 접속용
버스 연장 커넥터 박스

FA 기기ㆍ전원ㆍ조작 스위치
접속 케이블

QCPU 장거리(13.2m 이상) 버스 접속 시 사용
QnA/ACPU/모션 컨트롤러 CPU(A 시리즈ㆍ증설 베이스)
⇔GOT 접속용

외부 접속 케이블

FA 기기 접속용 중계 케이블⇔GOT 접속용

설계자

FA 기기ㆍ전원ㆍ조작 스위치⇔GOT 접속용
대형 CPU
증설 케이블

QnA/ACPU/모션 컨트롤러 CPU(A 시리즈ㆍ증설 베이스)
⇔A7GT-CNB 접속용

CC-Link 인터페이스 모듈
전용 케이블

QnA/ACPU/
소형 CPU 증설 케이블

소형 CPU 장거리
접속 케이블

GOT 간접 접속 케이블

GOT간 장거리
접속 케이블
A0J2HCPU 접속 케이블
버스 커넥터 변환 박스
버퍼 회로 케이블
Q 버스 케이블용 페라이트 코어 세트(2개/1세트)
A 버스 케이블용 페라이트 코어 세트(2개/1세트)
RS-422 변환 케이블

RS-485 단자대 변환 모듈

FA 기기 접속용
중계 케이블

QnAS/AnSCPU/모션 컨트롤러 CPU(A 시리즈)
⇔GOT 접속용

RS-232ㆍ전원ㆍ조작 스위치
접속 케이블
바코드 접속 케이블

QnAS/AnSCPU⇔GOT 접속용

외부 입출력 모듈 접속용 변환 케이블

QnAS/AnSCPU/모션 컨트롤러 CPU(A 시리즈)
⇔A7GT-CNB 접속용

아날로그 RGB 케이블
데이터 전송용
RS-232/USB 변환 어댑터
USB 케이블
데이터 전송용 케이블

A7GT-CNB⇔GOT 장거리 접속용 GT15-EXCNB와 GT15-C□BS의 조합품

GOT⇔GOT 접속용

GOT⇔GOT 접속용
A0J2HCPU용 전원 모듈(A0J2-PW)⇔GOT 접속용
QnA/ACPU 장거리 버스 접속 시 사용
GT15-C□BS와 조합하여 GT15-C□EXSS-1로 사용 가능
기존 GOT-A900 버스 케이블⇒GOT1000용 버스 케이블
대체용 페라이트 코어

확장 USB 방수 케이블

FA-LTBGTR4CBL□은 Mitsubishi Electric Engeering(URL http：//www.mee.co.jp/)에서 구입하십시오.
기타 소개품은 Mitsubishi Electric System Service(URL http：//www.melsc.co.jp/)에서 구입하십시오.
GOT 본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접속 형식이나 케이블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GOT1000 시리즈 핸드북」및「GOT1000 시리즈 접속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핸디 GOT용 커넥터 변환 박스와 함께 사용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GT105□/GT104□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GT1030/GT1020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GT16 본체의 RS-422/485 인터페이스와 접속 시는 RS-422 변환 케이블(GT16-C02R4-9S)가 필요합니다.
GT16 핸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GT11 핸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사 FA 기기 접속 케이블
품

GT16의 RS-422/485(커넥터)⇔RS-422 케이블(D서브 9핀)
GT16의 RS-422/485(커넥터)⇔RS-422 케이블(D서브 25핀)
RS-485 단자대 변환 모듈
※GT16의 RS-422/485(커넥터)⇔RS-485 단자대 변환
모듈 간 접속 케이블 장착

OMRON
PLC용 케이블

QnA/ACPU/모션 컨트롤러 CPU(A 시리즈)/
FX CPU(D서브 9핀 커넥터)⇔GOT 접속용
FA-CNV□CBL⇔GOT 접속용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GOT 접속용
AJ65BT-G4-S3⇔GOT 접속용

KEYENCE
PLC용 케이블
Sharp
PLC용 케이블
JTEKT PLC용 케이블
Shinko Technos Co., Ltd. 지시조절계용 케이블
Toshiba
PLC용 케이블

QnA/FX CPU(D서브 25핀 커넥터)⇔GOT 접속용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AJ71QC24(N)-R4)⇔GOT 접속용

계산기 링크 접속 케이블

명

HITACHI
PLC용 케이블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GOT 접속용
계산기 링크 모듈⇔GOT 접속용
RS-232
케이블

Panasonic
PLC용 케이블

FX CPU(MINI-DIN8핀 커넥터)⇔GOT 접속용
FX CPU 통신 기능 확장 보드(MINI-DIN8핀 커넥터)⇔GOT 접속용
FX1NC,FX2NC, FX3UC-D/DSS, FX3G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Yaskawa
PLC용 케이블

FX CPU 직접 접속 케이블
FX 통신 기능 확장 보드 접속 케이블

FX CPU(MINI-DIN8핀 커넥터)⇔GOT 접속용
FX CPU 통신 기능 확장 보드(MINI-DIN8핀 커넥터)
⇔GOT 접속용

QCPU 직접 접속 케이블
데이터 전송용 케이블
RS-232 케이블
FX 통신 기능 확장 보드 접속,
FX 통신 특수 어댑터 접속,
데이터 전송용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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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30GOT에서 GT1030 시리즈로 대체 시 사용
D서브 9핀→분리형 전선(유럽식 단자대)으로 변환
Q/L CPU⇔GOT, PC(GT SoftGOT1000)(D서브 9핀) 접속용
PC(작화 소프트웨어)(D서브 9핀 : 암(오목))
⇔GOT 접속용(MINI-DIN6핀 : 수(볼록))
Q/L CPU⇔GOT 접속용, GOT⇔GOT 접속용
Q/L CPU⇔핸디 GOT용 커넥터 변환 박스
FX CPU 통신 기능 확장 보드(D서브 9핀 커넥터)
⇔GOT, PC(GT SoftGOT1000)(D서브 9핀) 접속용
FX CPU 통신 특수 어댑터(D서브 9핀 커넥터)⇔GOT 접속용
PC(작화 소프트웨어)(D서브 9핀 : 암(오목))⇔GOT 접속용(D서브 9핀 : 암(오목))

Yokogawa 온도조절기용 케이블
Allen-Bradley
(Rockwell Automation, inc)
PLC용 케이블
SIEMENS AG PLC용 케이블

GOT 접속 대상

대응 기종

PLC CPU : CPM2A/CQM1(H)/CS1/CJ1/CJ2H/CP1E/C200HX/C200HG/
C200HE/CV500/CV1000/CV2000/CVM1
RS232 어댑터 : CPM1-CIF01/CPM2C-CIF01-V1
케이블 : CPM2C-CN111/CQM1-CIF02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보드 : CQM1-SCB41/C200HW-COM02/C200HWCOM05/C200HW-COM06/CS1W-SCB21(-V1)/CS1W-SCB41(-V1)/CS1WSCU21(-V1)/CJ1W-SCU21(-V1)/CJ1W-SCU41(-V1)/CP1W-CIF01
접속 케이블 : CQM1-CIF01
베이스 장착 타입 상위 링크 모듈 : C500-LK201-V1/C200H-LK201-V1
PLC CPU : KV-700/1000/3000
멀티 커뮤니케이션 모듈 : KV-L20/L20R/KV-L20V(포트 1)
멀티 커뮤니케이션 모듈 : KV-L20/L20R/KV-L20V(포트 2)
PLC CPU : JW-22CU/70CUH/100CUH/100CU
PLC CPU : JW-32CUH/33CUH/Z512J
RS232-RS422 변환기 : TXU-2051
지시조절계 : FCR-100/FCD-100/FCR-23A/PC-900/FIR 시리즈
PLC CPU : T2E
PLC CPU : T2N
PLC CPU : 대형 H 시리즈/H200~252 시리즈/H 시리즈 보드 타입/EH-150 시리즈
인텔리전트 시리얼 포트 모듈 : COMM-H/COMM-2H
PLC CPU : H-4010/EH-150 시리즈

핸디
GOT

납기

통신 모듈 : LQE560/LQE060/LQE160
RS-232C 인터페이스 카드 : NV1L-RS2
RS-232C /485 인터페이스 캡슐 : FFK120A-C10
범용 인터페이스 모듈 : NC1L-RS2/FFU120B
RS422→232 변환 어댑터 : AFP8550
PLC CPU : FP2/FP2SH/FP3/FP5/FP10(S)/FP10SH/FP-M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모듈 : AFP2462/AFP3462/AFP5462
PLC CPU : FP1-C24C/C40C
PLC CPU : FP1-C16CT/C32CT/FPOR
PLC CPU : GL120/GL130/MP-920/MP-930/CP-9200(H)/
PROGIC-8(포트 1)
MEMOBUS 모듈 : JAMSC-IF60/JAMSC-IF61
통신 모듈 : 2171F/CP-2171F(CN1 접속 시)/2171F-01/2181F-01
PLC CPU : PROGIC-8(포트 2)
PLC CPU : CP-9300
PLC CPU : MP-940
MEMOBUS 모듈 : CP-217IF(CN2 접속 시)
Yokogawa PC 모듈 : LC01-0N/LC02-0N
CPU 포트/D-서브 9핀 변환 케이블 : KM10-0C/KM10-0S
PC 링크 모듈 : F3LC01-1N/F3LC11-1N/F3LC11-1F/F3LC12-1F
PLC CPU : NFCP1000/NFJT100
변환기 : ML2-□
PLC CPU : SL500 시리즈
HMI 어댑터

소개품은 Mitsubishi Electric System Service(URL http://www.melsc.co.jp/)에서 구입하십시오.
GOT 본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접속 형식이나 케이블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GOT1000 시리즈 핸드북」 및 「GOT1000 시리즈 접속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10m 이하의 RS-422 케이블 및 3m 이하의 RS-232 케이블은 핸디 GOT용 커넥터 변환 박스와 함께 사용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GT105□/GT104□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F930→GT1030 대체 용
커넥터 변환 케이블

Yokogawa
PLC용 케이블

케이블 길이 소개품

사양
외형 치수

FX CPU(MINI-DIN8핀 커넥터)⇔GOT 접속용
FX CPU 통신 기능 확장 보드(MINI-DIN8핀 커넥터)⇔GOT 접속용

명

관련 툴
다운로드

RS-422 케이블

Hitachi, LTD.
PLC용 케이블
FUJI ELECTRIC FA COMPONENTS
& SYSTEMS CO.,LTD.
PLC용 케이블

형

계장

QnA/A/FX CPU 직접 접속 케이블
계산기 링크 접속 케이블

⇔A7GT-CNB 접속용

QnAS/AnSCPU⇔A7GT-CNB 접속용
QnAS/AnSCPU/모션 컨트롤러 CPU(A 시리즈)
⇔GOT 장거리 접속용

FX CPU⇔GOT 접속용
전원ㆍ조작 스위치⇔GOT 접속용
A/QnACPU⇔GOT 접속용
전원ㆍ조작 스위치⇔GOT 접속용
QCPU⇔GOT 접속용
전원ㆍ조작 스위치⇔GOT 접속용
바코드 리더(D서브 9핀 : 오목)⇔GOT(MINI-DIN 6핀:오목) RS-232 접속용
GOT1000(외부 입출력 모듈)⇔GOT-A900용 외부 입출력 인터페이스
모듈 접속 케이블(A8GT-C05TKㆍA8GT-C30TBㆍ사용자 작성 케이블)
외부 모니터, PC, 비전 센서 등⇔GOT 접속용
PC(USB)⇔GOT(RS-232) 접속용
(어댑터와 PLC 간은 GT09-C30USB-5P로 접속)
PC(USB)⇔GOT(USB MINi-B) 접속용
QCPU(USB MINi-B)⇔PC(GT SoftGOT1000) 접속용
프린터⇔GOT(프린터 모듈) 접속용
GOT의 USB 포트를 제어반면에 꺼내는 경우에 사용

RS-422ㆍ전원ㆍ조작 스위치
접속 케이블

보전 작업자

모션
컨트롤러 CPU
(A 시리즈)용
케이블

CC-Link 인터페이스 모듈⇔핸디 GOT 접속용

기동/운용

모션 컨트롤러 CPU(A 시리즈ㆍ기본 베이스)
⇔GOT 접속용
모션 컨트롤러 CPU(A 시리즈ㆍ기본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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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일람

사용 시 유의 사항
종래 제품과의 호환

품

명

형

명

GOT 접속 대상

케이블 길이 소개품

핸디
GOT

납기

GT Designer2로 작성한 프로젝트 데이터를 GT Works3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GT Designer로 작성한 프로젝트 데이터는 GT Designer2/GT Designer2 Classic으로
변환 후 GT Works3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GOT900 시리즈→GOT1000 시리즈에 대한 호환
● GOT-A900 시리즈에서의 데이터 유용

베이스 장착 타입 상위 링크 모듈 : C200H-LK202-V1/C500H-LK201-V1

GOT900 시리즈용 프로젝트 데이터를 GOT1000 시리즈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테크니컬 뉴스 「GOT-A900 시리즈에서 GOT1000 시리즈로 대체 시
주의 사항」No.GOT-D-0009를 참조하십시오.

커뮤니케이션 보드 : CP1W-CIF11/CP1W-CIF12/CJ1W-CIF11

● GOT-F900 시리즈에서의 데이터 유용

멀티 커뮤니케이션 모듈 : KV-L20/KV-L20R/KV-L20V(포트 2)

GOT-F900 시리즈용 프로젝트 데이터를 GOT1000 시리즈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환 가이던스(GOT1000 시리즈 대응) GOT-F900, A950 핸디 시리
즈→GOT1000 시리즈」(JY997D38601)를 참조하십시오.
일부 유용할 수 없는 데이터ㆍ기능이 있습니다.

●GOT-A900 시리즈용 버스 접속 케이블ㆍRS-422 케이블ㆍRS-232 케이블을 GOT
1000 시리즈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테크니컬 뉴스 No.GOT-D00009를 참조하십시오.
●GOT-F900 시리즈용 RS-422 케이블을 GOT1000에서 유용하는 경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테크니컬 뉴스
을 참조하십시오.
●GOT1000 시리즈용 버스 접속 케이블ㆍRS-422 케이블ㆍRS-232 케이블은 GOT900
시리즈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GOT-A900 시리즈와 GOT1000 시리즈 혼재 시스템에서 버스 접속 케이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테크니컬 뉴스 No.GOT-D-00009를 참조하십시오.

패널 컷 치수
GOT900 시리즈→GOT1000 시리즈에 대한 호환
●A985GOT(-V)와 GT1685/GT1585, A975/970GOT(-B)와 GT167□/GT157□,
F940GOT와 GT1655/GT155□/GT115□/GT105□는 패널 컷 치수가 같습니다.
따라서 설치 구멍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A95□와 GT1655/GT155□/GT115□-Q□BDQ/GT115□-Q□BDA는 패널 컷
치수가 다르지만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계자

KEYENCE
PLC용 케이블

GT Designer/GT Designer2→GT Works3에 대한 호환

대응 기종

PLC CPU : CV500/CV1000/CV2000/CVM1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 CJ1W-SCU41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보드 : CQM1-SCB41/CS1W-SCB41
커뮤니케이션 보드 : C200HW-COM03/COM06
OMRON
PLC용 케이블

케이블

프로젝트 데이터

타사 FA 기기 접속 케이블

PLC CPU : JW-22CU/70CUH/100CUH/100CU
테크니컬 뉴스ㆍ변환 가이던스는 MELFANSweb을 참조하십시오.【http://www.MitsubishiElectric.co.jp/melfansweb】

PLC CPU : JW-32CUH/33CUH/Z-512J

링크 모듈 : JW-21CM/10CM/ZW-10CM

PLC CPU : PC3J/PC3JL
통신 모듈 : PC/CMP2-LINK

옵션 기기 선정
아래의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옵션 기기가 필요하므로 표를 참조하여 구입하십시오. 또한, GOT 본체의 기종에 따라 기능 사용 여부나 사용하는 옵션 기기가 다릅니다.
아래 이외의 기능에 대해서도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CF 카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종별 기능 일람(P.72)」 및 「GT Designer3 Version1 화면 설계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GOT 본체의 기능 버전ㆍ하드웨어 버전이나 사용자 영역의 사용 가능 용량에 따라 옵션 기능 보드나 CF 카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옵션 기능 보드, CF 카드 선정＜GT16/GT15/GT11 사용 시＞(P.84)」를 참조하십시오.

기

사용하는 옵션 기기

능

핸디

PLC CPU : T2/T3/T3H/model3000(S3)

Toshiba
PLC용 케이블

PLC CPU : T2E/model2000(S2)

RS-422
케이블

메모리 확장

CF 카드

CF 카드

옵션 기능 보드 : GT15-QFNB□M 또는
GT15-MESB48M
CF 카드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멀티 채널 기능

불필요

불필요

옵션 기능 보드 : GT15-QFNB□M 또는
GT15-MESB48M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멀티미디어 모듈：GT16M-MMR

멀티미디어 기능
PLC CPU : T2N

비디오 입력
HITACHI
PLC용 케이블

인텔리전트 시리얼 포트 모듈 : COMM-H/COMM-2H

비디오/RGB 대응
RGB 입력

Hitachi, LTD.
PLC용 케이블

PLC CPU : LQP510
통신 모듈 : LQE565/LQE165

FUJI ELECTRIC FA COMPONENTS & SYSTEMS CO.,LTD.
PLC용 케이블

RS-232C /485 인터페이스 캡슐 : FFK120A-C10
범용 인터페이스 모듈：NC1L-RS4/FFU120B

RGB 출력

Yokogawa
온도 조절기 : GREEN 시리즈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문서 표시 기능

CF 카드

조작 로그 기능
백업/복구 기능
메인터넌스 시기 통지 기능
CNC 데이터 입출력 기능

CF 카드
USB 메모리 또는 CF 카드
불필요 (배터리 기본 내장)
USB 메모리 또는 CF 카드

래더 모니터 기능
(Q/QnA 래더 모니터 기능 사용 시)

불필요

SFC 모니터 기능

CF 카드

CF 카드

모션 SFC 모니터 기능

CF 카드

CF 카드

옵션 기능 보드 : GT15-QFNB□M 또는
GT15-MESB48M
CF 카드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래더 편집 기능

CF 카드

CF 카드

옵션 기능 보드 : GT15-QFNB□M 또는
GT15-MESB48M
CF 카드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불필요
사용 불가능

CF 카드

하드카피 기능

CF 카드에 파일 저장
프린터 인쇄

GT16□□-VNB, GT1655를 제외합니다.
GT15는 GT1585V, GT1575V만 대응합니다.
GT16, GT15의 XGA, SVGA만 대응합니다.

프린터 모듈：GT15-PRN(PictBridge 대응 프린터 사용 시)
CF 카드
CF 카드
프린터 모듈：GT15-PRN(PictBridge 대응 프린터 사용 시)

비디오/RGB 입력 모듈 : GT15V-75V4R1
지문 인증 모듈 : GT15-80FPA
외부 입출력 모듈 : GT15-DIO 또는 GT15-DIOR
Ethernet 통신 모듈 : GT15-J71E71-100
Ethernet 통신 모듈 : GT15-J71E71-100
옵션 기능 보드 : GT15-MESB48M
옵션 기능 보드 : GT15-QFNB(□M) 또는
GT15-MESB48M
CF 카드
CF 카드

CF 카드
USB 메모리 또는 CF 카드 CF 카드
불필요(배터리 표준 장착) 배터리 : GT15-BAT
CF 카드
사용 불가능
불필요

사용 불가능
CF 카드
사용 불가능

옵션 기능 보드 : GT15-QFNB□M 또는
GT15-MESB48M
옵션 기능 보드 : GT15-QFNB□M 또는
GT15-MESB48M
CF 카드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프린터 모듈 : GT15-PRN(PictBridge 대응 프린터 사용 시)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CF 카드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CF 카드
프린터 모듈 : GT15-PRN(PictBridge 대응 프린터 사용 시)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리포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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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출력 모듈 : GT15-SOUT
RGB 입력 모듈 : GT15V-75R1
또는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옵션 기능 보드：GT16-MESB

사용 불가능

온도 조절기 : UT2000 시리즈

소개품은 Mitsubishi Electric System Service(URL http://www.melsc.co.jp/)에서 구입하십시오.
GOT 본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접속 형식이나 케이블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GOT1000 시리즈 핸드북」 및 「GOT1000 시리즈 접속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10m 이하의 RS-422 케이블 및 3m 이하의 RS-232 케이블은 핸디 GOT용 커넥터 변환 박스와 함께 사용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GT105□/GT104□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GT16 본체의 RS-422/485 인터페이스와 접속 시는 RS-422 변환 케이블(GT16-C02R4-9S)가 필요합니다.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양
외형 치수

온도 조절기
케이블

사용 불가능

또는
비디오/RGB 입력 모듈 : GT15V-75V4R1
RGB 출력 모듈 : GT15V-ROUT
CF 카드 모듈 : GT15-CFCD
또는
CF 카드 연장 모듈 : GT15-CFEX-C08SET

관련 툴
다운로드

PC 링크 모듈 : LC02-0N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계장

PC 링크 모듈 : F3LC11-2N
PLC용
케이블

사용 불가능

비디오 입력 모듈 : GT15V-75V4
또는
비디오/RGB 입력 모듈 : GT15V-75V4R1
RGB 입력 모듈 : GT15V-75R1

MES 인터페이스 기능

PC 리모트 조작 기능

PLC CPU : MP940

사용 불가능

작업자 인증 기능(지문 인증 시)
외부 입출력 기능/조작 패널 기능
게이트웨이 기능

음성 출력 기능

MEMOBUS 모듈 : JAMSC-120NOM27100/JAMSC-IF612
Yaskawa
PLC용 케이블

멀티미디어용 CF 카드
비디오 입력 모듈：GT16M-V4
또는
비디오/RGB 입력 모듈：GT16M-V4R1
RGB 입력 모듈：GT16M-R2
또는
비디오/RGB 입력 모듈：GT16M-V4R1
RGB 출력 모듈：GT16M-ROUT
CF 카드 모듈：GT15-CFCD
또는
CF 카드 연장 모듈：GT15-CFEX-C08SET
음성 출력 모듈：GT15-SOUT
RGB 입력 모듈：GT16M-R2
또는
비디오/RGB 입력 모듈：GT16M-V4R1
지문 인증 모듈：GT15-80FPA
외부 입출력 모듈：GT15-DIO 또는 GT15-DIOR
불필요

CF 카드 모듈/CF 카드 연장 모듈

보전 작업자

JTEKT
PLC용 케이블

기동/운용

Sharp
PLC용 케이블

GT155□의 QVGA를 제외합니다.
GT155□를 제외합니다.
GT11 핸디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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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유의 사항
옵션 기능 보드, CF 카드, USB 메모리 선정＜GT16/GT15/GT11 사용 시＞
【표A】확장 기능 OSㆍ옵션 기능 OS의 용량

GT16 사용 시

GT15 사용 시

■옵션 기능ㆍ확장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옵션 기능ㆍ확장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MES 인터페이스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옵션 기능 보드 GT16-MESB를 장착하십시오.
기타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옵션 기능 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능에 따라서는 OS의 인스톨에 의해 CF 카드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하를 참조하십시오.

CF 카드로 확장

ROM에서 RAM으로
전개하여 동작

동작용 메모리(RAM)
GOT 본체의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GOT는 저장용 메모리(ROM)에 저장되어 있는 OS나 프로젝트 데이터를 동작용 메모리(RAM)에
전개하여 동작합니다. GT15에서는 저장용 메모리(ROM)ㆍ동작용 메모리(RAM)로 9MB 를 기본
내장하고 있습니다. OS나 프로젝트 데이터가 9MB 를 초과하는 경우, CF 카드와 증설 메모리 옵
션 기능 보드(GT15-QFNB□M 또는 GT15-MESB48M)로 확장합니다.
내장 플래시 메모리는「C드라이브」, CF 카드는 「A드라이브(표준)」 또는 「B드라이브(확장)」
입니다.

데이터의 종류와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종류

데이터 용량

가 ROM에 저장되는 확장 기능 OS, 옵션 기능 OS

통신 드라이버

P.85【표 B】에서 확인하십시오.

특수 데이터

작화 소프트웨어에서 확인하십시오.

프로젝트 데이터

작화 소프트웨어에서 확인하십시오.

버퍼링 영역

작화 소프트웨어에서 확인하십시오.

버퍼링 영역

가

데이터의 종류와 용량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데이터 종류

는 로깅이나 확장 알람 등의 리소스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영역으로, 동작용 메

치(A드라이브 또는 B드라이브)에 저장됩니다(저장용 메모리(ROM)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

동작용 메모리(RAM)

데이터 용량

확장 기능 OS, 옵션 기능 OS

P.85【표 A】의 「GT15」의 용량

2번째 이후의 통신 드라이버

150KB/1개

특수 데이터

작화 소프트웨어에서 확인하십시오.

프로젝트 데이터

작화 소프트웨어에서 확인하십시오.

버퍼링 영역

작화 소프트웨어에서 확인하십시오.

버퍼링 영역
는 로깅이나 확장 알람 등의 리소스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영역으로, 동작용 메
모리(RAM)를 사용하며 데이터 용량은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축적한 리소스 데이터는 작화 소프
트웨어에서 파일을 저장하도록 지정한 경우에 지정된 저장 위치(A드라이브 또는 B드라이브)에
저장됩니다(저장용 메모리(ROM)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작용 메모리(RAM)에 전개되는 데이
터 용량이 57MB 를 초과하는 경우, 프로젝트 데이터를 줄이거나 불필요한 OS를 삭제하는 등
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OM에서 RAM으
로 전개하여 동작

저장용 메모리(ROM)
최대 57MB
동작용 메모리(RAM)

데이터 용량에 따라 CF 카드의 필요 여부ㆍCF 카드의 용량이 다릅니다.

옵션 기능

축적한 리소스 데이터는 작화 소프트웨어에서 파일을 저장하도록 지정한 경우에 지정된 저장 위

ROM에서 RAM으로
전개하여 동작

GT15□□-VNB□：5MB

■데이터의 종류와 용량, CF 카드 선정

를 저장용 메모리(ROM)에 저장 후 동작용 메

줄이거나 불필요한 OS를 삭제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GT15-QFNB□M 또는 GT15-MESB48M)

GOT 본체의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GT15□□-□TB□：9MB

와 같이 커집니다.

동작용 메모리(RAM)에 전개되는 데이터 용량이 57MB 를 초과하는 경우, 프로젝트 데이터를

ROM에서 RAM으로
전개하여 동작

옵션 기능 보드로 확장

동작용 메모리(RAM)

모리(RAM)를 사용하며 데이터 용량은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저장용 메모리(ROM)

CF 카드로 확장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Q 모션 모니터
서보 앰프 모니터
CNC 모니터
GOT 플랫폼 라이브러리
SFC
SFC 모니터
모니터
GOT 기능 확장 라이브러리
GOT 플랫폼 라이브러리
모션 SFC
모니터
모션 SFC 모니터
GOT 플랫폼 라이브러리
래더
래더 편집
편집
GOT 기능 확장 라이브러리
게이트웨이(서버, 클라이언트)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메일)
게이트웨이(FTP)
MES 인터페이스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사용 불가능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불가능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불가능 사용
사용
사용 불가능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확장 기능 OSㆍ옵션 기능 OS는 인스톨할 필요가 있지만 사용자 영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옵션 기능 OS는 인스톨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로깅 기능을 설정하고 옵션 기능 OS(로깅)를 인스톨할 필요가 있습니다.
PX Developer (Ver.1.15 이후)에 의해 자동 생성한 GOT의 프로젝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PX Developer 오퍼레이팅 매뉴얼(GOT 화면 생성 기능편)(SH-080718)」을 참조하십시오.
SFC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 확장 기능 OS, 옵션 기능 OS의 인스톨용으로 지정 드라이브의 사용자 영역
에 6202KB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SFC 모니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의 총용량은 14393KB
입니다. 상기의 이유로 GOT에서 <표1>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표1>
필요한 설정
ㆍOS의 Boot 소스를 「A：표준 CF 카드」로 설정
ㆍ메모리 확장(증설 메모리 옵션 기능 보드 장착)
ㆍ메모리 확장(증설 메모리 옵션 기능 보드 장착)

상기 이외

OS의 Boot 소스의 설정에 대해서는 「GT Designer3 Version1 화면 설계 매뉴얼(공통편)」을 참조하십시오.
래더 편집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확장 기능 OS, 옵션 기능 OS의 인스톨용으로 지정 드라이브의 사용자 영
역에 9949KB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래더 편집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의 총용량은
21212kB입니다. 상기의 이유로 래더 편집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OS의 Boot 소스를 「A : 표준 CF 카드」
로 설정하고 16MB 이상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옵션 기능 보드를 장착하십시오.
SFC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 GOT 플랫폼 라이브러리, SFC 모니터, GOT 기능 확장 라이브러리를 모두
인스톨할 필요가 있습니다.
래더 편집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GOT 플랫폼 라이브러리, 래더 편집, GOT 기능 확장 라이브러리를 모두
인스톨할 필요가 있습니다.
GT15의 동작용 메모리의 증설 메모리(GT15-MESB48M(48MB)) 중에서 8218KB를 MES 인터페이스 기
능의 동작용으로 사용합니다.
모션 SFC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 GOT 플랫폼 라이브러리, 모션 SFC 모니터를 모두 인스톨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션 SFC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 확장 기능 OS, 옵션 기능 OS의 인스톨용으로 지정 드라이브의 사용자
영역에 2577KB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션 SFC 모니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의 총용량
은 12622KB입니다. 상기의 이유로 16MB 이상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옵션 기능 보드를 장착하십시오.

보전 작업자

P.85【표 A】의 「GT16(RAM)」의 용량

모리(RAM)에 전개할 때는 데이터 용량

내장 플래시 메모리

P.85【표 A】의 「GT16(ROM)」의 용량

RAM에 전개되는 확장 기능 OS, 옵션 기능 OS

확장 기능 OS, 옵션 기능 OS는 압축한 데이터

저장용 메모리(ROM)

바코드
RFID
시스템 모니터
리포트
프린터(PictBridge)
프린터(시리얼)
조작 로그(디바이스명 변환 라이브러리)
스트로크 글꼴 지원 기능
스트로크 표준 글꼴(일본어)
스트로크
스트로크 표준 글꼴(한글)(일본어)
글꼴
스트로크 표준 글꼴(중국어 : 간체)
스트로크 표준 글꼴(한글)(중국어 : 간체)
비디오 표시
비디오 /RGB
RGB 표시
멀티 미디어
PC 리모트 조작(Ethernet)
비디오 /RGB
PC 리모콘
조작(시리얼) PC 리모콘 조작(시리얼)
백업/복구
작업자 인증
USB 마우스/키보드 기능
음성 출력
외부 입출력/조작 패널
CNC 데이터 CNC 데이터 입출력
입출력
GOT 플랫폼 라이브러리
디바이스 데이터 전송
MELSEC-L 트러블 슈트 기능
SoftGOT-GOT 링크 기능
로그 뷰어 기능
파일 전송 기능
메인터넌스 시기 통지
멀티 채널
표준 글꼴(중국어 : 간체)
표준 글꼴(중국어 : 번체)
표준 글꼴(일본어)
한자권
스트로크 글꼴(일본어)
스트로크 글꼴(중국어 : 간체)
스트로크 글꼴(중국어 : 번체)
조작 로그
도큐먼트 표시
사용 불가능 사용 불가능
かな한자 변환
かな한자 변환(기능 확장판)
히스토리 트렌드 리스트 표시
히스토리 트렌드 그래프
로깅
레시피
확장 레시피
오브젝트 스크립트
MELSEC-A 래더 모니터
래더
MELSEC-FX 래더 모니터
모니터
MELSEC-Q/QnA 래더 모니터
A 리스트 편집 MELSEC-A 리스트 편집
FX 리스트 편집 MELSEC-FX 리스트 편집
인텔리전트 모듈 모니터
네트워크 모니터

능

기동/운용

■데이터의 종류와 용량, CF 카드 선정

■저장용 메모리(ROM)와 동작용 메모리(RAM)

기

설계자

저장용 메모리(ROM)

내장 플래시 메모리

확장 기능

GOT는 저장용 메모리(ROM)에 저장되어 있는 OS나 프로젝트 데이터를 동작용 메모리(RAM)에
전개하여 동작합니다. GT16에서는 일부의 데이터를 압축하여 저장용 메모리(ROM)에 저장하므
로, 동작용 메모리(RAM)에 전개할 때 데이터 용량이 커집니다.
GT16에서는 저장용 메모리(ROM)로 15MB 의 플래시 메모리를 표준 내장하고 있습니다.
OS나 프로젝트 데이터가 15MB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CF 카드로 확장합니다.
동작용 메모리(RAM)는 57MB 를 기본 내장하고 있으며 확장할 수 없습니다.
내장 플래시 메모리는 「C드라이브」, CF 카드는「A드라이브(표준)」또는「B드라이브(확장)」
입니다.

다음의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옵션 기능 보드 GT15-MESB48M을 장착하십시오.
ㆍMES 인터페이스 기능
다음의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옵션 기능 보드 GT15-QFNB□M 또는 GT15-MESB48M을 장착
하십시오.
ㆍSFC 모니터 기능
다음의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옵션 기능 보드 GT15-QFNB(□M) 또는 GT15-MESB48M을 장
착하십시오.
ㆍ멀티 채널 기능ㆍ문서 표시 기능ㆍMELSEC-Q/QnA 래더 모니터 기능
상기 이외의 옵션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GOT에는 옵션 기능 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ㆍGT15：기능 버전 D 이후 GOT에 내장되어 있는 옵션 기능 보드를 유효하게 하려면, GOT에 GT
DesignerVersion2.55H 이후의 기본 OS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기능에 따라서는 OS의 인스톨에 의해 증설 메모리 옵션 기능 보드(GT15-QFNB□M 또는
GT15-MESB48M)와 CF 카드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영역 사용 크기(KB)

능

옵션 기능

■저장용 메모리(ROM)와 동작용 메모리(RAM)

사용자 영역 사용 크기(KB)
기

【표 B】GT16의 통신 드라이버 용량
접속 기기
미쓰비시 PLC/
모션 컨트롤러
로봇 컨트롤러
CNC
타사 PLC/
모션 컨트롤러
마이컴
상기 이외의 통신 드라이버

통신 드라이버명
버스 접속 Q
A/QnA/QCPU, LJ71C24, QJ71C24
MELSEC-FX
MELSECNET/H
CC-Link IE 컨트롤러 네트워크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JTEKT TOYOPUC-PC
Ethernet(Yaskawa)
마이컴 접속, Ethernet(마이컴)

용량(KB)

다음의 플로차트에 의해 CF 카드의 필요 여부ㆍ용량을 선정하십시오.
최대 57MB
GOT 본체의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핸디

다음 각 데이터의 용량을 확인하십시오.

의 플로차트에 의해 증설 메모리 옵션 기능 보드ㆍCF 카드의 필요 여부와 용량을 선정하십시오.

멀티 채널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GT16/GT15 사용 시＞

계장

가

데이터 용량에 따라, 증설 메모리 옵션 기능 보드ㆍCF 카드의 필요 여부와 용량이 다릅니다. 다음

멀티 채널 기능이란 1대의 GOT에 복수의 통신 모듈을 장착하거나 표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여러 대의 FA 기기를 접속하여 모니터하는 기능입니다.
다음 각 데이터의 용량을 확인하십시오.

GOT 본체의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접속 가능한 조합

용량이 너무 크므로 프로젝
트 데이터를 줄이거나 불필
요한 OS를 삭제하십시오.

멀티 채널 기능에서는 다음의 접속 형식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GT16 사용 시

GOT 본체의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핸디

가

용량이 너무 크므로 프로
젝트 데이터를 줄이거나 불
필요한 OS를 삭제하십시오.

가

증설 메모리 옵션 기능 보드 필요

가

가

→내장 플래시 메모리
(C드라이브)에 저장 가능

→내장 플래시 메모리
(C드라이브)에 저장 가능

→CF 카드(A드라이브)에 저장
(B드라이브는 사용 불가능)

→CF 카드(A드라이브 또는
B드라이브)에 저장

증설 메모리 내장
옵션 기능 보드 불필요

CF 카드 필요

CF 카드(A드라이브)에 확장 기능 OS, 옵션 기능 OS를 저장하는 경우, 기본 기능(기본 OS, 표준 글꼴
등)도 CF 카드(A드라이브)에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장 플래시 메모리
(C드라이브)에 저장 가능

→내장 플래시 메모리
(C드라이브)에 저장 가능

CF 카드 불필요

CF 카드 불필요

사용할 수 있는 CF 카드, USB 메모리의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FAT16 포맷 시 : 최대 2 GB, FAT32 포맷 시 : 최대 32GB
(2GB를 초과하는 CF 카드, USB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 GT Works3 Ver1.15R 이후의 BootOS
와 기본 OS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GT Works2/GT Designer2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CF 카드 필요
보다 큰 용량의
CF 카드를 선정하
십시오.

■CF 카드 용량
사용할 수 있는 CF 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FAT16 포맷 시 : 최대 2GB, FAT32 포맷 시 : 사용 불가능

GT11 사용 시

→CF 카드(A드라이브)에 저장
(B드라이브는 사용 불가능)

CF 카드 필요
기본 기능(6MB)
보다 큰 용량의 CF
카드를 선정하십시오.

시리얼 접속이란 다음의 접속 형식을 의미합니다.
ㆍCPU 직접 접속 ㆍ계산기 링크 접속 ㆍCC-Link 접속(G4 경유)
ㆍ마이컴 접속(시리얼) ㆍ타사 PLC 접속(시리얼) ㆍ온도 조절기 접속
ㆍ인버터 접속 ㆍ서보 앰프 접속 ㆍCNC 접속(CPU 직접 접속)
ㆍGOT 멀티 드롭 접속 ㆍMODBUS®/RTU 접속
ㆍ로봇 컨트롤러 접속(시리얼)
Ethernet 접속이란 다음의 접속 형식을 의미합니다.
ㆍEthernet 접속 ㆍMODBUS®/TCP 접속 ㆍ타사 PLC 접속(Ethernet)
ㆍ로봇 컨트롤러 접속(Ethernet) ㆍCNC 접속(Ethernet)
ㆍ마이컴 접속(Ethernet)

접속하는 기기의 구성에 따라서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CF 카드(A드라이브)에 확장 기능 OS, 옵션 기능
OS를 저장하는 경우, 기본 기능(기본 OS, 표준
글꼴, 1번째 통신 드라이버 등)도 CF 카드(A드라
이브)에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CF 카드, USB 메모리 용량

→CF 카드(A드라이브
또는 B드라이브)에 저장

+시리얼 접속

통신 드라이버
사용하는 접속 형식 마다 통신 드라이버를
인스톨해야 합니다.
GT16 : 통신 드라이버는 사용자 영역에 인스
톨됩니다.
GT15 : 2번째 이후의 통신 드라이버는 사용자
영역에 인스톨됩니다.

사양
외형 치수

보다 큰 용량의 CF 카드를
선정하십시오.

기본 기능(12MB)
보다 큰 용량의
CF 카드를
선정하십시오.

또는 Ethernet 접속

네트워크 접속이란 다음의 접속 형식을 의미합니다.
ㆍMELSECNET/H 접속 ㆍMELSECNET/10 접속 ㆍCC-Link CC-Link IE 컨트롤러 네트
워크 접속 ㆍ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ㆍCC-Link 접속(ID)

→내장 플래시 메모리
(C드라이브)에 저장 가능

가

CF 카드 필요

GT15 사용 시
①버스 접속 또는 네트워크 접속
②시리얼 접속

(1)접속 가능 채널수
접속할 수 있는 채널수는 GOT의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페이지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2)장착 가능 모듈수ㆍ장착 가능 단수
멀티 채널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GOT측 인터페이스를 늘립니다.
(a) 확장 모듈 인터페이스에 통신 모듈을 함께 장착합니다.
(b) 확장 모듈 인터페이스에 통신 모듈을 장착하고 표준
인터페이스와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장착 가능한 모듈
수나 단수는 GOT의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페이
지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옵션 기능 보드
GT16 사용 시 불필요합니다.
GT15 사용 시는 옵션 기능 보드가 필요합니다.
옵션 기능 보드 GT15-QFNB(□M) 또는
GT15-MESB48M을 사용하십시오.
GT15-FNB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툴
다운로드

가

CF 카드 불필요

GOT 본체의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다 큰 용량의 증설 내장 옵션
기능 보드를 선정하십시오.

①버스 접속 또는 네트워크 접속 +시리얼 접속
②버스 접속 또는 네트워크 접속 +Ethernet 접속
③Ethernet 접속 +시리얼 접속
④버스 접속 또는 네트워크 접속 +Ethernet 접속 +시리얼 접속
⑤시리얼 접속
⑥Ethernet 접속
GT16 핸디는 ③⑥만 가능합니다.

접속 가능 채널수ㆍ장착 가능 모듈수ㆍ장
착 가능 단수

옵션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표 A】 옵션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GOT는 옵션 기능 보드(GT11-50 FNB)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옵션 기능 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ㆍGT115□-Q□BDQ

ㆍGT115□-Q□BDA

ㆍGT1155-QTBD

ㆍGT115□HS-Q□BD : 하드웨어 버전 B 이후

ㆍGT115□-Q□BD : 하드웨어 버전 C 이후

■CF 카드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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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CF 카드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FAT16 포맷 시 : 최대 2 GB, FAT32 포맷 시 : 사용 불가능

85

사용 시 유의 사항
【표C】멀티 채널 기능 사용 시의 접속 가능 채널수ㆍ장착 가능 모듈수ㆍ장착 가능 단수
내

핸디

접속 가능
채널수

GT Works3 동작 환경

용

GT16의 경우:GOT에서 통신할 수 있는 통신 포트(통신 모듈, 표준 인터페이스)의 수를 나타냅니다.
ㆍ버스 접속, 네트워크 접속은 1대의 GOT에 1ch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듈 사용 전류 계산＜GT16/
ㆍEthernet 접속은 최대 4ch까지 접속 가능합니다.
ㆍGOT에 내장된 Ethernet 인터페이스를 접속 기기와의 통신용 이외의 기능 으로 사용하는 경우 GT15 사용 시＞(P.86)」참조
에는 채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대 2ch 최대 4ch ㆍ외부 기기 와의 접속에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는 채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GT15의 경우:GOT에서 통신할 수 있는 통신 포트(통신 모듈, 표준 인터페이스)의 수를 나타냅니다.
ㆍ버스 접속, 네트워크 접속은 1대의 GOT에 1ch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듈 사용 전류 계산＜GT16/
ㆍEthernet 통신 모듈을 접속 기기와의 통신용 이외의 기능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널수에
GT15 사용 시＞(P.86)」참조
포함되지 않습니다.
ㆍ외부 기기 와의 접속에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는 채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대 4ch

최대 5대

최대 3대

최대 5대

장착 가능
단수

최대 3단
(2슬롯)

최대 3단
(1슬롯)

최대 3단
(2슬롯)

GOT의 확장 모듈 인터페이스 1, 2에 장착할 수 있는 모듈의 수를 나타냅니다.
장착 ㆍ시리얼 통신 모듈 만 동일한 모듈을 여러 장 장착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대 불가능 ㆍ옵션 모듈도 모듈수에 포함됩니다.
ㆍRS-422 변환 모듈은 모듈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ㆍ장착하는 모듈의 사용 전류를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GOT의 확장 모듈 인터페이스 1, 2에 장착할 수 있는 모듈의 단수를 나타냅니다.
ㆍ2슬롯 점유 타입 모듈
은 1번째 단에 장착하십시오.
최대 3단 장착
ㆍ다만,
의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을 1번째 단에 장착하고 다른 모듈은 2번째 단 이후에 장착
(1슬롯) 불가능
하십시오.
ㆍ 의 모듈은 다른 모듈과 함께 장착할 수 없습니다. 1번째 단에 장착하십시오.

「모듈 사용 전류 계산＜GT16/
GT15 사용 시＞(P.86)」참조

「외형 치수(P.54)」, 「GOT측
인터페이스와 모듈의 장착＜GT16/
GT15 사용 시＞(P.86)」참조

Ethernet 다운로드, 게이트웨이 기능, MES 인터페이스 기능, 파일 전송
기능(FTP 클라이언트), PC 리모트 조작 기능(Ethernet)
바코드 리더, RFID 컨트롤러, PC(PC 리모트 조작 기능(시리얼), FA 트랜스
페어런트 기능, OS 인스톨, 프로젝트 데이터 쓰기), 프린터(시리얼)

목

내
용
PC/AT 호환기로, 다음의 OS가 동작할 것
Microsoft® Windows® 2000 Professional Service Pack4 이후
Microsoft® Windows Vista® Ultimate
Microsoft® Windows Vista® Enterprise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Service Pack2 이후
Microsoft® Windows® XP Home Edition Service Pack2 이후
Microsoft® Windows Vista® Business
Microsoft® Windows Vista® Home Premium
Microsoft® Windows Vista® Home Basic
OS
Microsoft® Windows® 7 Ultimate
Microsoft® Windows® 7 Enterprise
Microsoft® Windows® 7 Professional
Microsoft® Windows® 7 Home Premium
Microsoft® Windows® 7 Starter
CPU
1GHz 이상 권장
메모리
1GB 이상 권장
512MB 이상 권장
해상도 XGA(1024×768도트) 이상
디스플레이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
인스톨 시 : 1.6GB 이상 권장
용량
실행 시 : 512MB 이상 권장
표시색
High Color(16비트) 이상

소프트웨어

각각의 확장 모듈 인터페이스에 통신 모듈이나 옵션 모듈을 최대 3단
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번째 단

2슬롯 점유 타입 모듈은 1번째 단에 장착하십시오.
다만 아래의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아래의 모듈을 1번째 단에 장착하고 다른

번째 단

2슬롯 점유
타입 모듈
예) GT15-QBUS2

모듈은 2번째 단 이후에 장착하십시오.
GT16의 경우(GT16에 1개만 장착 가능)
●GT16M-V4, GT16M-R2, GT16V-V4R1, GT16-ROUT, GT16M-MMR

아래의 모듈은 다른 모듈과 함께 장착할 수 없습니다. 1번째 단에 장착하십시오.
●GT15-75QBUSL, GT15-75QBUS2L, GT15-75ABUSL, GT15-75ABUS2L
●GT15-75J71LP23-Z, GT15-75J71BR13-Z, GT15-75J61BT13-Z
(GT16, GT155□는 사용 불가능)

2슬롯(1단) 점유

GT15-CFCD 장착 및 분리 시는 아래의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예:GT1685)

●CF 카드 모듈의 마지막에 확장 모듈을 장착할 수 없습니다.
확장 모듈을 장착하는 경우, CF 카드 모듈은 맨 마지막 단에 장착하십시오.
●CF 카드 모듈을 확장 인터페이스 1(왼쪽)에 장착하는 경우, 확장 인터페이스
2(오른쪽)에 장착하는 확장 모듈의 장수 확장 인터페이스 1(왼쪽)보다 적게
하십시오. CF 카드를 탈착할 수 없게 됩니다.
●CF 카드 모듈은 커넥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정된 방향(△PULL)으로 분리
하십시오.

GT SoftGOT1000 동작 환경
항

목

PC

표준 인터페이스(GOT에 내장된 Ethernet 인터페이스) GT16만
접속 기기와 Ethernet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표준 인터페이스(GOT에 내장된 RS-422/485 인터페이스) GT16만
OS

복수의 모듈이나 바코드 리더, RFID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경우, 모듈이나 바코드 리더, RFID 컨트롤러의 사용 전류의 합을 GOT의 공급 가능
전류 이내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값을 이용하여 전류의 합이 GOT의 공급 가능 전류 이내가 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십시오.
(2) 모듈ㆍ바코드 리더ㆍRFID 컨트롤러의 사용 전류
모듈의 종류

사용 전류(A)

모듈의 종류

CPU

(3) 계산 예
사용 전류(A)

바코드 리더

GT1575에, GT15-J71BR13, GT-RS4-9S(3대),
GT15-J71E71-100(게이트웨이 기능용), 바코드 리더
(0.12A)를 접속하는 경우

메모리
디스플레이
하드 디스크
사용 가능 용량
표시색
하드웨어

GT1695 본체

를 포함

소프트웨어
바코드 리더

를 포함
RFID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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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채널 기능의 소비 전류 계산에 사용하기 위한 수치입니다.
모듈 단독의 사양에 대해서는 각 모듈에 동봉되어 있는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표준 인터페이스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바코드 리더, RFID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경우,
바코드 리더, RFID 콘트롤러의 DC5V의 사용 전류를 더하십시오.(최대 0.3A 이하)

GOT의 공급
가능 전류(A)

이후

이후
이후

이후
이후
이후

기타

사양
내

DOS/V PC 사용 시

항

용

목

PC CPU 모듈 사용 시

CONTEC Co., Ltd. Co., LTD PC CPU 모듈
(PPC-852-212, PPC-852-217,
PPC-852-226)
Microsoft® Windows® 2000 Professional Service Pack4 이후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Service Pack2 이후
Microsoft® Windows® XP Home Edition Service Pack2 이후
Microsoft® Windows® XP EMBedded
Microsoft® Windows Vista® Ultimate
Microsoft® Windows Vista® Enterprise
Microsoft® Windows Vista® Business
Microsoft® Windows Vista® Home Premium
Microsoft® Windows Vista® Home Basic
Microsoft® Windows® 7 Ultimate
Microsoft® Windows® 7 Enterprise
Microsoft® Windows® 7 Professional
Microsoft® Windows® 7 Home Premium
Microsoft® Windows® 7 Starter
1GHz 이상 권장
Microsoft® Windows Vista®, Microsoft® Windows® 7 이외 : 512MB 이상 권장
Microsoft® Windows Vista®, Microsoft® Windows® 7 : 1GB 이상 권장
해상도 VGA(640×480도트) 이상
인스톨 시 : 1.6GB 이상 권장
실행 시 : 512MB 이상 권장
High Color(16비트) 이상
GT15-SGTKEY-U(라이센스 키
GT15-SGTKEY-U(라이센스 키
(USB 포트용))
(USB 포트용))
GT15-SGTKEY-P(라이센스 키
(패러렐 포트용))
프로젝트 데이터 작성ㆍ편집 시 : GT Designer3
PX Developer 연계 사용 시 : PX Developer Version1.13P 이후
GT Designer3 Version1.00A 이후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CD-ROM 드라이브, 사운드 기능(사운드 카드), 스피커

해상도(도트)

PC/AT 호환기로, 다음의 OS가 동작할 것

표시색
메모리 용량
접속 방식

내

용

640×480, 800×600, 1024×768,
1280×1024, 1600×1200
해상도 지정(640~1920×480~1200)
65536색
57MB
버스 접속,
CPU 직접 접속,
계산기 링크 접속,
CC-Link IE 컨트롤러 네트워크 접속,
MELSECNET 접속, Ethernet 접속

GT Designer3, PX Developer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사용 가능 용량이
필요합니다. PX Developer의 모니터 툴을 사용할 때 필요한 사용 가능 용량
에 대해서는 PX Developer Version1 오퍼레이팅 매뉴얼(모니터 툴편)을 참
조하십시오.
사용자가 작성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사용 가능 용량이
필요합니다.
GT SoftGOT1000을 인스톨 시 Administrator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GT SoftGOT1000을 인스톨 시 및 사용 시 Administrator의 권한이 필요합
니다.
GT SoftGOT1000을 인스톨 시 및 사용 시 관리자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ㆍ「호환 모드」ㆍ「사용자 간이 전환」
ㆍ「데스크톱 테마(글꼴) 변경」ㆍ「리모트 데스크톱」
GT SoftGOT1000과 같은 GT Works3에 들어 있는 GT Designer3을 사용
하십시오.
GT15-SGTKEY-U를 사용하는 경우, PC에 USB 포트가 필요합니다.
GT15-SGTKEY-P를 사용하는 경우, PC에 패러렐 포트(센트로닉스/프린터
커넥터)가 필요합니다.
CONTEC Co., Ltd. Co., LTD PC CPU 모듈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PC CPU
모듈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PPC-852-226의 프리인스톨 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2비트판 OS만 대응합니다.
각 접속 방식에 따라 필요한 기기가 다릅니다.
PC CPU 모듈 사용 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XP 모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Windows® 터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2비트판 OS, 64비트판 OS
에 대응합니다.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GT15-RS4-9S
시리얼 접속【4ch】
번째 단 GT15-RS4-9S GT15-RS4-9S
시리얼 접속【2ch】시리얼 접속【3ch】
GT15-J71BR13
번째 단
MELSECNET/H 접속【1ch】

번째 단

이후

사양
외형 치수

GOT의 종류

공급 가능
전류(A)

이후

관련 툴
다운로드

모듈 사용 전류 계산＜GT/16GT15 사용 시＞

(1)GOT의 공급 가능 전류

이후

이후
이후
이후
이후

인스톨 시 Administrator 권한이 필요합니다. GOT-A900 시뮬레이션 시 Administrator 권한이 필요합니다.
인스톨 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사용 시 표준 사용자 이상의 어카운트가 필요합니다.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연계시키는 경우,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관리자 권한으로 사용하십시오.
GOT-A900 시뮬레이션 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호환 모드」, 「사용자 간이 전환」, 「데스크톱 테마 변경(글꼴 변경)」, 「리모트 데스크톱」
32비트판 OS만 대응합니다.
XP 모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GT Simulator3, GX Developer, GX Simulator, GX Works2는 동일 언어에 대응하는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GOT-A900은 시뮬레이션할 수 없습니다.
시뮬레이션 기능 사용 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Windows® 터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2비트판 OS, 64비트판 OS
에 대응합니다.

접속 기기와 시리얼로 접속하거나 바코드 리더 등 주변기기와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 기기와 시리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장

표준 인터페이스(GOT에 내장된 RS-232 인터페이스)

GX Works2

상기 OS에서 사용 가능한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CDROM 드라이브, 사운드 기능(사운드 카드) , 스피커
GOT1000 시리즈

기타
대응 GOT

GT15의 경우(GT1585V, GT1575V에 1개만 장착 가능)
●GT15V-75V4, GT15V-75R1, GT15V-75V4R1, GT15V-75ROUT

GX Simulator
이후

보전 작업자

확장 모듈 인터페이스 2

번째 단

(GT16 핸디는 확장 인터페이스1,2가 없으므로
모듈을 장착할 수 없습니다.)
(GT1655, GT155□는 확장 모듈 인터페이스 1만)

시뮬레이션하는 PLC CPU
QCPU(A 모드), ACPU, 모션 컨트롤러 CPU(A 시리즈)
QnACPU
FX CPU
QCPU(Q 모드)(Q00J/Q00/Q01CPU 제외)
Q00JCPU, Q00CPU, Q01CPU
Q02PHCPU, Q06PHCPU
Q12PHCPU, Q25PHCPU
Q12PRHCPU, Q25PRHCPU
FX3UC 시리즈
FX3U 시리즈
FX3G 시리즈
Q00UJCPU, Q00UCPU, Q01UCPU, Q02UCPU, Q03UDCPU, Q04UDHCPU, Q06UDHCPU,
Q10UDHCPU, Q13UDHCPU, Q20UDHCPU, Q26UDHCPU, Q03UDECPU, Q04UDEHCPU,
Q06UDEHCPU, Q10UDEHCPU, Q13UDEHCPU, Q20UDEHCPU, Q26UDEHCPU
LCPU
Q50UDEHCPU, Q100UDEHCPU

기동/운용

시뮬레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PC 1대로 시뮬레이션하는 경우, 다음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ㆍGX Works2 Version1.09K 이후 또는 GX Simulator Version5.00A 이후
※시뮬레이션하는 PLC CPU에 따라 대응하는 GX Works2 또는 GX Simulator의 소프트웨어 버전이 다릅니다.

GOT측 인터페이스와 모듈의 장착＜GT16/GT15 사용 시＞
확장 모듈 인터페이스 1

설계자

장착 가능
모듈수

항

PC

합계 사용 전류(A)

GOT의 공급 가능 전류 이내이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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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품

PLC

MELSEC-Q 시리즈 유니버설 모델

J3 시리즈

◎고속 광네트워크 SSCNETⅢ에 대응하여 고정밀의 동기 제어 가능.

◎10k스텝의 소용량에서 1000k스텝의 대용량까지 20기종을 라인 업

◎어댑티브 필터Ⅱ나 어드밴스트 제진 제어 등의 고도의 튜닝 기능 탑재.

◎다양한 네트워크에 의해 FA의 각계층을 계층을 초월하여 통합

◎0.05~55kW의 폭넓은 용량 범위의 서보 모터 라인 업.

제품 사양

제품 사양

CNC

MELSEC-L 시리즈

단상 AC100V/단상ㆍ삼상 AC200V/삼상 AC400V
펄스열/아날로그 /SSCNETⅢ/CC-Link
위치 제어/속도 제어/토크 제어/풀 클로즈드 제어/위치결정 기능 내장
2.1kHz
실시간 오토 튜닝, 어댑티브 필터Ⅱ, 어드밴스트 제진 제어 외
STO, SS1(MR-J3-BS에서 대응)
회전형 서보 모터/리니어 서보 모터/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
0.05~55kW

전원 사양
지령 인터페이스
제어 모드
속도 주파수 응답
튜닝 기능
안전 기능
대응 모터
회전형 서보 모터 용량 범위

미쓰비시 수치 제어 장치

M70V 시리즈

속도와 정밀도를 추구한 글로벌 표준 모델

◎카운터, 위치결정, CC-Link(L26CPU-BT만) 등의 다양한 기능을 CPU에 표준 탑재

◎지령 단위는 0.1μm, 내부 보간 단위는 1nm로 제어하여 고정밀도로 매끄러운 기계 가공 실현.

◎편리성 높은 베이스 불필요 구조를 채택하여 제어반 내의 공간 절약 실현

◎화면의 계층을 느끼지 않게 하는 조작ㆍ표시 및 Ethernet I/F 표준 탑재에 의한 간편하고 쉬운

◎표시 모듈에서 시스템 상태 확인이나 설정 변경 용이

프로그램 관리 실현.

◎프로그램 용량 20k스텝과 260k스텝의 2기종을 라인 업

◎표시기와 제어부가 일체화된 콤팩트한 모듈로 제어반의 소형화에 공헌.

제품 사양

◎혼합 선반 등에 적합한 TypeA, 태핑 센터 방향의 TypeB를 라인 업.

네트워크

20k스텝/260k스텝
1024점/4096점
8192점
40ns/9.5ns
USB, Ethernet, SD 메모리 카드, CC-Link(L26CPU-BT만)
I/O, 아날로그, 고속 카운터, 위치결정, 심플 모션, 네트워크 모듈
베이스 불필요 구조
Ethernet, CC-Link, SSCNET, RS-232, RS-422

제품 사양
최대
최대
최소
최소
최대
최대
주요
주요

제어 축수(NC축+주축+PLC축)
계통수
지령 단위
제어 단위
프로그램 기억용량
PLC 프로그램 기억용량
기능(머신 센터 전용)
기능(선반 전용)

TypeA: 11축 TypeB: 9축
TypeA: 2 계통 TypeB: 1 계통
0.1μm
1nm
TypeA: 최대 2,000kB(5,120m) TypeB: 500kB(1,280m)
TypeA: 32,000스텝 TypeB: 20,000스텝
OMR-DD 제어(고속 동기 탭 기능), 고속 고정밀도 제어, 공구 끝 부분 점 제어, 경사면 가공 등
milling 보간, 2 계통 동시 나사 절단, 계통간 제어축 동기, 제어축 중첩, 혼합 제어 등

SQ 시리즈

RV-2 SQ

소형 팬ㆍ펌프용 인버터

슬림ㆍ고속ㆍ고기능

2kg 가반 수직 다관절형 로봇

◎범용 모터와 IPM 모터 모두를 운전할 수 있으며, 1개의 설정으로 범용 모터에서 IPM 모터로

◎작은 보디로 큰 작업 영역. 암 모양 최적화ㆍ선회 범위 확장에 의한 최적의 동작 영역

관련 툴
다운로드

산업용 로봇 MELFA

로봇

FREQROL-F700PJ 시리즈

계장

프로그램 용량
입출력 점수[X/Y]
입출력 디바이스 점수[X/Y]
기본 명령 처리 속도(LD명령)
외부 접속 인터페이스
기능 모듈
모듈 확장 형식

보전 작업자

10k스텝~1000k스텝
256점~4096점/8192점
120ns~9.5ns
USB(전기종 탑재), Ethernet, RS-232, 메모리 카드
I/O, 아날로그, 고속 카운터, 위치결정, 온도 입력, 온도 조절, 네트워크 모듈
빌딩 블록 타입
Ethernet, CC-Link IE 컨트롤러, CC-Link IE 필드, CC-Link, CC-Link/LT,
MELSECNET/H, SSCNET, AnyWire, RS-232, RS-422

기동/운용

◎속도 주파수 응답의 업(2.1kHz)을 고응답 제어에 의해 실현.

◎CPU에 내장된 Ethernet 포트에 의해 프로그래밍 툴ㆍGOT 간단 접속

설계자

◎iQ Platform 대응 각종 컨트롤러와의 멀티 CPU에 의해 고속ㆍ고정밀도의 머신 제어 실현

“라이트&플렉서블”간편하게, 유연하게, 다양한 기능을 응축

◎선진의 서보 제어로 고속ㆍ고정밀도. 민첩한 자세 변경과 활성 게인 제어에 의한 정밀도 향상.

전환 가능
◎필터 팩 부착 모델도 라인 업 하여 기존에 필요하던 각 옵션의 배선 생략 가능

◎iQ Platform 대응 로봇. 멀티 CPU 간 공유 메모리에 의한 고속 통신, 정보 공유화.

◎팬ㆍ펌프에 적합한 기능(PID 제어, 최적 여자 제어, 회생 방지, 순간 정전 재기동) 탑재

◎PLC 언어에 의한 로봇 간단 제어. 로봇의 내부 데이터도 간단 설정으로 GOT에 표시

제품 사양

제품 사양
200V클래스/400V클래스 : 0.4kW~15kW
V/F, 최적 여자, 범용 자속 벡터, IPM 모터 제어

회생 제동 토크

범용 모터 제어 : 15%
IPM 모터 제어 : 5%(1.5kW 이하는 10%)

기동 토크

범용 모터 제어(범용 자속 벡터 제어, 슬립 보정 설정 시) : 120%(1Hz시)
IPM 모터 제어 : 50%

범용 모터 제어 : 0.2~400Hz
IPM 모터 제어 : 0~135Hz

동작
구조
설치
가반
최대
위치
합성

편리성
자세
중량
리치 반지름
반복 정밀도
최대 속도

6
수직 다관절형
데스크, 천장, 벽걸이(J1축 동작 범위 제한 있음)
정격 : 2kg
최대 : 3kg(손목 하향)
504mm
±0.02mm
4400mm/s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인버터 용량
제어 방식
출력 주파수 범위

사양
외형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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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SERVO

업계 최고 레벨의 고성능 서보

네트워크

인버터

미쓰비시 범용 AC 서보

복잡해져만 가고 있는 생산 설비나 기계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ㆍ대용량의 데이터 처리 실현

프로그램 용량
입출력 점수[X/Y]/입출력 디바이스 점수[X/Y]
기본 명령 처리 속도(LD 명령)
외부 접속 인터페이스
기능 모듈
모듈 확장 형식

PLC

AC 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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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관련 제품

증
사용 시는 아래의 제품 보증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삼상 모터

고성능 에너지 절약 모터 슈퍼 라인 에코 시리즈

SF-HR

무상 보증 기간과 무상 보증 범위

생산 중지 후의 유상 수리 기간

무상 보증 기간 중에 제품에 당사측의 책임에 의한 고장이나 하

(1) 당사가 유상으로 제품 수리를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제

자(이하 합쳐서 「고장」으로 표현)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구입

품의 생산 중지 후 7년간입니다.

하신 판매점 또는 당사의 서비스 회사를 통하여 무상으로 제품을

생산 중지에 관해서는 당사 테크니컬 뉴스 등으로 알려드립

수리하여 드립니다. 단, 해외로 출장 수리가 필요한 경우 또는 떨

니다.

에너지 절감을 추구한, 고품격 모델

어져 있는 도서 및 이에 준하는 원격지에로의 출장 수리가 필요

◎철저하게 저손실을 추구한 설계ㆍ제조 기술에 의해 업계 톱 레벨의 고효율ㆍ에너지 절약 실현

한 경우는 기술자 파견에 필요한 실비를 받습니다.

◎페어링 윤활유 수명 연장(당사 기존비 : 2.5배). 장시간의 탁월한 유지보수성
◎저소음화 실현(당사 기존비 : 5~6dB 절감). 또한, 표준 모터 동일 치수(일부 제외)에 의해 간편 전환

외피 구조
보호 방식
동력 전동 방식
회전 방향
효율값

입 후 36개월 간으로 합니다.

MS-N 시리즈

로 부터 42개월을 무상 보증 기간의 상한으로 합니다. 또한, 수리
품의 무상 보증 기간은 수리 전의 무상 보증 기간을 초과하지 않
습니다.

■무상 보증 범위

기회 손실, 일실 이익, 당사의 예견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
에 의해 발생한 손해, 2차 손해, 사고 보상, 당사 제품 이외에 대

습니다.
다만, 귀사 요청에 의해 당사 또는 당사 서비스망이 이 업무

습니다.

제품 사양의 변경

◎10 A~800 A프레임을 라인 업. 폭넓은 용도에 적용 가능

매뉴얼, 제품 본체의 주의 라벨 등에 기재된 조건, 주의 사항

카탈로그, 매뉴얼 또는 기술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사양은 예고

◎각종 국제 규격에 표준 대응

등에 따른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합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개리 기능 접점 내장, 「기계 안전 카테고리 4」 회로에 적용 가능

니다.
(3) 무상 보증 기간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유상 수리로
① 고객의 부적절한 보관이나 취급, 부주의, 과실 등에 의하
여 발생한 고장 및 고객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설
계 내용에 기인한 고장.
② 고객께서 당사의 양해 없이 제품의 개조 등 손을 댄 것에
기인하는 고장.
③ 당사 제품이 고객의 기기에 구성되어 사용된 경우, 고객
의 기기가 받고 있는 법적 규제에 의한 안전 장치 또는 업

슈퍼 고효율 유입변압기

EX-i 시리즈

계의 통념상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기능ㆍ구조 등을
갖추고 있었으면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고장.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념한 결과, 에너지 절약 기준 달성율 약 120% 실현(기준 부하율에서의

⑤ 소모 부품(배터리, 릴레이, 퓨즈 등)의 교환.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

⑥ 화재, 이상 전압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외부 요인 및 지진,

◎고부하율 영역에서도 고효율을 실현하는 저손실 설계

낙뢰, 풍수해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⑦ 당사 출하 시의 과학 기술 수준에서는 예견할 수 없었던

제품 사양

총중량ㆍ유량*

1110[kg]ㆍ205[L]

사유에 의한 고장.
⑧ 기타, 당사의 책임 외의 경우 또는 고객이 당사 책임 밖으
로 인정한 고장.

(2) 당사 그래픽 오퍼레이션 터미널은 일반 공업용 등의 용도를
대상으로 하는 범용품으로 설계ㆍ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전력 회사의 원자력 발전소 및 기타 발전소용 등과 같이 공공
의 영향이 큰 용도나 각 철도 회사 및 국방용 등 특별한 품질
을 요구하는 용도에는 PLC의 적용을 제외하여 주십시오. 또
한, 항공, 의료, 철도, 연소ㆍ연료 장치, 유인 반송 장치, 오락
기계, 안전 기계 등 인명이나 재산에 커다란 영향이 예측되고,
안전측면이나 제어 시스템에 특별한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용
도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당사 PLC의 적용을 제외하여 주
십시오.
단, 이들 용도라 하더라도 사전에 당사와 상담을 통해 용도를
한정하여 특별한 품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고객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문서를 교환하고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
니다.

A급 기기(업무용 방송통신기기)
*삼상 300kVA50Hz의 경우

이 기기는 업무용(A급)으로 전자파 적합 등록을 한 기기이오니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기 바라며, 가정 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접속 가능
기종 일람 외

대응 사양
당사 형명
에너지 소비효율의 대표값(부하율 40% 시)*
외형 치수*

유입변압기
표준 사양품 : JIS C 4304-2005
준표준 사양품 : JEC-2200-1995, JEM 1482-2005
단상 : 75~500kVA, 삼상 : 75~2000kVA
단상：SF-TM, 삼상：RA-TM
812[W]
1000(W)×650(D)×1135(H)[mm]

적합 규격

것을 사용 조건으로 합니다.

사양
외형 치수

◎최상위 유입변압기 "N 시리즈"와 동등한 사이즈로 수납 용이
종류

교환되었으면 막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고장.

일 세이프 기능이 기기 외부에서 시스템적으로 실시되고 있을

관련 툴
다운로드

④ 취급설명서 등에 지정된 소모 부품이 정상적으로 보수ㆍ

한 걸음 진화된 에너지 절약. 소형 고성능 변압기

ㆍ비정상적인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도 중대한 사고에 이르지
않는 용도일 것 및 고장ㆍ비정상 상태 발생 시에 백업이나 페

계장

10A~800A 프레임
JIS, IEC, UL, TUV, GB 등 각종 규격에 적용(준거)
표준품으로 적합
추가 보조 접점, 코일 서지 흡수기 모듈, 기계적 인터록 모듈 등
트윈 모양의 가동 접점ㆍ홈 고정 접점을 채택하여 접촉 신뢰성 향상
10A~65A 프레임 표준 설치 가능
각종 FINGER 프로텍션 대응 커버 라인 업

프레임
적용(준거) 규격
유럽 RoHS 지령
다양한 옵션 모듈
보조 접점의 트윈 접점 표준 채택
DIN 레일에 대한 설치
FINGER 프로텍션 대응

제품의 적용
(1) 당사 그래픽 오퍼레이션 터미널을 사용하실 때는 본체에 고장

합니다.

제품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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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보증 기간 내외를 불문하고 당사의 책임으로 귀속하지 않는

한 손상 및 다른 업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지지 않

(2) 사용 상태, 사용 방법 및 사용 환경 등이 사용 설명서, 사용자

◎CAN 단자로 배선 합리화, 안전성 UP

변압기

기회 손실, 이차 손실 등의 보증 채무의 제외
사유로부터 발생한 손해, 당사 제품의 고장에 기인하는 고객의

를 유상으로 대행할 수 있습니다.

콤팩트 보디에 최적의 기능

므로 양해 바랍니다.

단, 당사 제품 출하 후의 유통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하여 제조일

(1) 일차 고장 진단은 귀사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전자 개폐기

해외에 있어서는 당사의 각 지역 해외 FA센터에서 수리 접수를
받습니다. 단, 각 FA센터에서의 수리 조건 등이 다른 경우가 있으

보전 작업자

2극, 4극, 6극
200/200/220V 50/60/60Hz EPAct 230V 60Hz
또는 400/400/440V 50/60/60Hz EPAct 230V 60Hz
전폐외선형(옥내형, 옥외형)
IP44
2극기의 11kW 이상은 직접만 접속 가능, 4극 이상은 직접 접속ㆍ벨트 연결 공용
축단측에서 보아 반시계 방향(CCW)
일본 3정격 : JIS C 4212 효율 기준값 이상, 230(460) V 60Hz：EPAct 기준값 이상

극수
전압, 주파수

제품의 무상 보증 기간은 고객께서 구입 후 또는 지정 장소에 납

해외 서비스

기동/운용

제품 사양

■무상 보증 기간

설계자

◎당사 인버터의 어드밴스트 자속 벡터 제어에 의해 1 : 10의 100% 정토크 연속 운전 가능

(2) 생산 중지 후의 제품 공급(보조 용품 포함)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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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네트워크
아시아, 북미, 유럽의 각 지역에 「미쓰비시 글로벌 FA 센터」를 개설하고,
책임 스태프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FA 센터

국제적인 품질 보증 규격에 대응합니다.
미쓰비시에서는 FA 컴포넌트 제품의 모든 시리즈에 대해서 국제 품질 보증「ISO9001」 및 「ISO14001」의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UL 규격은 물론 각종 안전 규격이나 선박 규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 규격 인증 기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ELFANSweb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MitsubishiElectric.co.jp/melfansweb)
이 제품을 제작하고 있는 미쓰비시전기주식회사 나고야제작소 및 히메지제작소는 환경매니지먼트시스템 ISO14001 및 품질시스템 ISO9001의 인증을 취득한 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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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그래픽 오퍼레이션 터미널
GOT1000 시리즈

!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 본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매뉴얼」을 읽어 주십시오.
● 본 제품은 일반 공업용 범용품으로 제작되었으며, 인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사
용되는 기기 또는 시스템에 적용할 목적으로 설계, 제조된 것이 아닙니다.
● 본 제품을 원자력용, 전력용, 항공우주용, 의료용, 승용 이동체용 기기 또는 시스템 등
특수 용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영업 담당 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본 제품은 엄중한 품질 관리 체제하에서 제작되었으나, 본 제품의 고장에 의해 중대한
사고 또는 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설비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백업이나 페일 세이프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설치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항
당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부터 발생한 손해, 당사 제품의 고장에 기인한 고객의 기회
손실, 일실 이익, 당사의 예측 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 2차 손해,
사고 보상, 당사 제품 이외의 손상 및 기타 업무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
지 않습니다.

三菱電機(株) 韓國法人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주식회사
http://www.mitsubishi-automation.co.kr
본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480-6
TEL. (02)3660-9531~47 FAX. (02)3664-8335
부산영업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78번지
부산산업용품유통상가 본관 206호
TEL. (051)319-3747 FAX. (051)319-3768
대구영업소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2동 1666
종합유통단지 전기조명관 업무동 603호
TEL. (053)604-6047 FAX. 053-604-6049
A/S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480-6
TEL. (02)3660-9607 FAX. (02)3663-0475

본 제품의 내용은 품질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품구입 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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