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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recording

1

MultiCon 제품군은 제어 및 측정 기능을 갖춘 고급 자료 이력기이며 하나의 
소형함에 들어 있습니다. 산업용 자동 제어의 고급 응용 프로그램과 일반적
인 응용 프로그램 모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터치 스크린(버전에 따라 3.5 
또는 5.7인치)이 있는 컬러 TFT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GUI는 작업이 
용이하고 HMI 역할을 하는 MutiCon의 작동이 직관적이고 편리합니다. 소프
트웨어의 커널은 LINUX 운영체제로 안정적인 운영과 고급 소프트웨어 설치
가 가능합니다.

계측기 + 조절기 + 이력기 + HMI를 하나로

SCADALite - 그래픽 자료 표시

조절기 모드: ON/OFF, PID 자동 조정, 퍼지 논리 

수학 및 논리 함수

통신 인터페이스: 이더넷, RS-485 / Modbus RTU, USB 호스트 

내장 메모리: 125,000,000개 저장 가능 

유지 관리를 위한 DAQ Manager 소프트웨어

자료이력기 - 

SCADALite는 MultiCon 화면에서 직접 공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입니다.
운영자에게 중요한 정보는 동영상, 동적 차트, 가장 중요한 숫자 및 
경보의 경우 소리를 포함하여 그래픽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
다. SCADALite를 사용하면 필요한 정보의 다양한 범위를 표시하기 
위해 지정된 수의 화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측정 매개변수는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감시되는 공정/ 시
설을 반영하는 그래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SCADALite는 자료 표현의 혁신입니다.

숫자 값,
준대형 지표,
페이저 차트,
수평 또는 수직 차트,
수평 또는 수직 막대
여러 그룹의 동시 표시

MultiCon SCADALite

MultiCon 장치에는 장치 구성 및 측정 자료 표시를 위한 조작 패널 역할을 하는 로컬 터치 스크린(TFT LCD)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개별 채널의 
표시 모드를 쉽게 변경하는 것은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기본 구성에서 자료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ZB2 Level

2.93
m

ZB1 Level

5.2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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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력기 - 

입력 카드

UN3
UN5

3 x 범용 입력 U/I/RTD/TC/mV, 절연형
5 x 범용 입력 U/I/RTD/TC/mV, 절연형

UI4
UI8
UI12

4 x 전압 입력 + 4 x 전류 입력 
8 x 전압 입력 + 8 x 전류 입력 
12 x 전압 입력 + 12 x 전류 입력

U16
U24

16 x 전압 입력
24 x 전압 입력

IS6 6 x 전류 입력, 절연형

I16
I24

16 x 전류 입력
24 x 전류 입력

UI4N8 4 x 전압 입력 + 4 x 전류 입력 + 8 x NTC 입력

UI4D8 4 x 전압 입력 + 4 x 전류 입력 + 8 x 디지털 입력

UI8N8 8 x 전압 입력 + 8 x 전류 입력 + 8 x NTC 입력

UI8D8 8 x 전압 입력 + 8 x 전류 입력 + 8 x 디지털 입력

RT4
RT6

4 x RTD 입력
6 x RTD 입력

TC4
TC8
TC12

4 x TC 입력
8 x TC 입력
12 x TC 입력

D8
D16
D24

8 x 디지털 입력
16 x 디지털 입력
24 x 디지털 입력

CP2
CP4

2 x 펄스 입력, 범용 카운터 
4 x 펄스 입력, 범용 카우터

FT2 or
FT4

2 또는 4 x 펄스 입력(유량/속도 적용 경우 각각 실제 및 총 유량/속도를 
모두 표시함) 및 2 또는 4 x 전류 입력(범용 측정용)

FI2 or
FI4

2 또는 4 x 전류 입력(유량/속도 적용 경우 각각 실제 및 총 유량/속도를 표
시) 및 2 또는 4 x 전류 입력(범용 측정용)

HM2
HM4

2 x 시간계, 절연형 
4 x 시간계, 절연형

전원 카드

PS32
PS42

19~ 50V DC, 16~ 35V AC 
85~ 260V AC/DC

통신 카드

USB USB port (후면)

ETU 1 x USB Host, 1 x Ethernet 10 Mb/s

ACM 1 x RS-485, 1 x RS-485/232, 1 x USB Host, 1 x Ethernet 10 Mb/s

CMC-99/141용 입력/출력/통신 카드

출력 카드

R81
R121

8 x SPST 계전기 1A 출력 
12 x SPST 계전기 1A 출력

R45
R65

4 x SPDT 계전기 5A 출력 
6 x SPDT 계전기 5A 출력

S8
S16
S24

8 x SSR 출력
16 x SSR 출력
24 x SSR 출력

IO2
IO4
IO6
IO8

2 x 4-20 mA 출력, 절연형 
4 x 4-20 mA 출력, 절연형
6 x 4-20 mA 출력, 절연형
8 x 4-20 mA 출력, 절연형

Ethernet

HMI / SCADA

다양한 I/O 모듈

최대 72개의 아날로그/디지털 입력

전면판 IP 65 보호 등급

2 x USB 호스트 단자 

MultiModbus

 - 최대 3 x RS-485 인터페이스

HTML5 위젯

수학 함수

숫자, 그래프, 막대 그래프, 
바늘로 시각화

3.5” / 5.7” LCD 터치스크린

PC 키보드 및 마우스 조작

최대 10Hz 샘플링 주파수

DAQ 관리자 소프트웨어

PID 제어 자동 조정

프로필/타이머

125 000 000 저장

replaceable input /
output cards

RS-485 RS-232

USB Host

Ethernet

power 
supply

sensor supply
24V DC / 

200 mA

digital input
24V DC

TC cold 
junction
compensation

CMC-99 구성 예

고급 PID 조절기는 광범위한 제어 방법을 제공합니다. Multicon은 사용자에게 최대 8개의 
독립적인 조절 설정을 제공하며 모두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각각은 가장 혁신적인 
자동 조절 기능과 추가 퍼지 논리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절기는 수동 또는 자
동으로 중지 및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은 사용자가 가장 어렵고 복잡한 
개체를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AUTO
TU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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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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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99 CMC-141 CMC-N16

전원 공급 장치 19 ÷ 50V DC, 16 ÷ 35V AC or 85 ÷ 260V 
AC/DC; 15 VA typ., 20 VA max.

19 ÷ 50V DC, 16 ÷ 35V AC or 85 ÷ 260V 
AC/DC; 25 VA typ., 35 VA max.

19 ÷ 50V DC, 16 ÷ 35V AC or 85 ÷ 260V AC/DC; 15 VA typ., 
20 VA max.

표시기 3.5인치 그래픽 TFT, 320 x 240픽
셀 + 터치스크린 탐색바

5.7인치 그래픽 TFT, 320 x 240픽
셀 + 터치스크린 탐색바

3.5인치 그래픽 TFT, 320 x 240픽셀 + 터치스크린 탐색바

측정 입력

디지털 입력

- 최대 9개의 범용
- 최대 48개의 아날로그
- 최대 24TC
- 최대 12 RTD(Pt, Ni, Cu)
- 최대 24 NTC
- 최대 12개의 카운터, 유량계 또는 속도계
- 혼합: 아날로그-NTC 또는 아날로그-디지털
- 최대 49개의 디지털 *

- 최대 15개의 범용
- 최대 72개의 아날로그
- 최대 36TC
- 최대 18 RTD(Pt, Ni, Cu)
- 최대 24 NTC
- 최대 12개의 카운터, 유량계 또는 속도계
- 혼합: 아날로그-NTC 또는 아날로그-디지털
- 최대 73개의 디지털 * - 최대 5개의 디지털 *

- 2 또는  4 범용 
- 2 범용 펄스 카운터 / 속도계

(최대 주파수 5kHz)

출력

감지기 전원

- 최대 8개의 아날로그
- 최대 16개의 SPST 계전기 1A/250V
- 최대 4개의 SPDT 계전기 5A/250V
- 최대 48 SSR
- 1 x 24V DC ±5%, 최대. 200mA

- 최대 24개의 아날로그
- 최대 36개의 SPST 계전기 1A/250V
- 최대 18개의 SPDT 계전기 5A/250V
- 최대 72 SSR
- 1 x 24V DC ±5%, 최대. 200mA

- 2 또는 4 아날로그 4 ÷ 20 mA
- 2 또는 4 SPST 계전기 1A/250V
- 2 또는 4 SSR 패시브(PWM 포함 OC)
- 혼합 출력: REL / 4 ÷ 20 mA / SSR
- 1 x 24V DC ±5%, 최대. 200mA

통신 인터페이스 기본 버전: RS-485, 1 x USB 호스트(전면 또는 후면),
ETU: USB 호스트 1개 또는 2개, 이더넷 10Mb/s 1개
ACM: 2 x RS-485, 1 x RS-485/232, 1 또는 2 x USB 호스트, 1 x 이더넷 10 Mb/s

기본 버전: RS-485, 1 x USB 호스트
ETE: 글랜드를 통해 RJ45 내장 커넥터에 연결된 이더넷 1개 
ETEC: M12 커넥터에 연결된 이더넷 1개
ETR: 글랜드를 통해 RJ45 내장 커넥터+ 2차 RS-485에 연결된 
이더넷 1개
ETRC: M12 커넥터에 연결된 이더넷 1개 + 두 번째 RS-485

IP 보호 등급 IP 65 또는 IP 40(앞면 USB 포함), 패널 컷아웃 씰링을 위한 추가 프레임 IP 65 
및 키가 있는 투명 도어 IP 54

IP 65

동작 온도 0°C ÷ +50°C (별매 -20°C ÷ +50°C) / -10°C ÷ +70°C (별매 -20°C ÷ +70°C)

크기
(WxHxD)

판낼형, 96 x 96 x 100 mm 판낼형, 144 x 144 x 100 mm 벽부형, 166 x 161 x 103 mm (그랜드 미포함); 
166 x 191 x 103 mm (그랜드 포함)

* 1개의 디지털 입력이 표준으로 제공되며 전원 공급 장치 모듈과 통합됨

Data recording

DAQ Manager 소프트웨어는 MultiCon 유형의 자료 이력기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기록된 자료를 그래프 및 테이블 형태로 시각화하고, 
측정 결과를 그룹화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다른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
니다.

이더넷 포트가 장착된 MultiCon 제품군은 웹 브라우저를 사용
하여 측정 결과를 매우 쉽게 원격 감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장 또는 사용자가 만든 웹 사이트 형태의 그래픽 표시도 가능하
게 합니다. 장치와 함께, 제조업체는 HTML5 프로토콜을 사용하
여 프로그래머들에게 컴퓨터, 태블릿 또는 휴대 전화 화면에 즉
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표시 형식뿐만 아니라
장치에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공하는 내장 시각적 구성 요소 세트를 제공
합니다.

자료 이력기 - 

MultiCon의 특징은 측정, 처리, 제어 및 자료 기록과 관련된 작업을 동시
에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GB의 내부 메모리는 125,000,000개 이상의 측정값을 기록합니다.
최소 샘플링 모드(매초)에서도 예를 들어 24개 채널의 자료를 2개월 동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저장

최소
(1초마다)

일반
(10초마다)

최대
(1분마다)

60 채널

48 채널

24 채널

20 일

30 일

50 일

6 개월

8 개월

15 개월

3 년

4 년

7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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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M DAQ 체계는 다중 포인트 통신 모듈을 기반으로 합니다. RS-485 네트워크, Modbus RTU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공정 매개변수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배선(일반적으로 하나
의 4선식 라인)이 크게 감소하여 새로 구성되고 추가된 체계에서 점점 더 널리 사용됩니다. 
Modbus RTU 통신을 통해 전체 체계를 검사 및 진단할 수 있으며 이는 측정 및 공정 제어 자
체에 우선 순위가 동일합니다.

Modbus RTU 슬레이브

DIN 레일 설치(TS-35 또는 TS-32)
전체 장비 진단

공정 매개변수의 다지점 검사

전압에서 입력/출력의 갈바닉 분리

DAQ 체계 - TRM

SIN-8 SOC-8 SLI-8 SIAi-8P SIAi-8N SPT-86L

전원 24V DC (16 ÷ 30V DC)

입력 8 x 이진 전압: 낮
음: 0V(0 ÷ 3V) 높음: 
24V(15 ÷ 24V)

- 8 x 멀티 카운터 8 x 아날로그 전
류: 0- 20mA; 4- 
20mA

8 x 아날로그 전
압: 0/2- 10V; 0/1- 
5V

0- 60/75/100/150 mV 
Pt100, Pt500, Pt1000 
TC (K, S, J, T, N, R, B, E)

출력 - 8 x 이진 - - - 3,4 ÷ 24 mA

크기 101 x 22,5 x 80 mm

D
ata re

co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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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상하수도 펌핑장의 작동 매개변수 기록

열 챔버 및 열 교환 장치의 작동 매개변수 기록

하이드로포어 스테이션 압력 제어

하천 수위 기록

5

휴대용 자료 이력기

MultiCon 또는 MultiLog 장치를 기반으로 하는 휴대용 자료이력기

최대 23개의 입력/출력/통신 커넥터

RS-485, USB 또는 이더넷 포트

열악한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방수 및 방진 IP 67 외함

P130-SRD-99X P130-CMC-99 P130-CMC-141

전원 19V ÷ 50V DC, 16V ÷ 35V AC 또는 85V ÷ 260V AC/DC, 50-60 Hz

입력/ 출력 최대 11개의 입력/출력 커넥터: 
Pt100 / Pt500 / Pt1000, TC, mV; 

0/4-20mA, 0/1-5V, 0/2-10V;
1 ; 

2 
디지털 입력, 10-30V DC

전자 계전기(ER1, ER2), 24VAC(35VDC)/200mA

최대 23개의 입력/출력 커넥터: 범용, 아날로그(0/4 ÷ 20 mA, 0/1 ÷ 5V, 0/2 ÷ 
10V), 열전대(J, K, S, T, N, R, B, E, L, ± 25 mV, ± 100 mV, -10 ÷ 25 mV, -10 ÷ 100 

mV), 저항(Pt100, Pt500, Pt1000, Pt'50, Pt'100, Pt'500, Ni100, Ni500, Cu5 , Cu100, 
Cu'50, Cu'100, 0 ÷ 300 Ω, 0 ÷ 3 kΩ), 카운터/유량계/속도계, 디지털

감지기 전원 24V DC ±5% / max. 200 mA

표시기 2.9인치 LCD, 그래픽, 128 x 64 포인트, 
백라이트, 노랑 또는 흰색

TFT 3.5"; 컬러, 그래픽 TFT, 320 x 
240 픽셀, 터치스크린 포함

TFT 5.7”; 컬러, 그래픽 TFT, 320 x 
240 픽셀, 터치스크린 포함

통신 인터페이스 RS-485, Modbus RTU, 1200 ÷ 115200 bit/s;
USB Host

options: RS-485, Modbus RTU, 1200 ÷ 115200 bit/sec., Ethernet; USB Host

기억 용량 내장 8 MB; 1 200 000 회 저장 내장 1.5 GB; 125 000 000 회 저장

보호 등급 IP 67

동작 온도 0°C ÷ +50°C (별매 -20°C ÷ +50°C)

무게 2.5 kg (외함 1.4 kg)

크기 휴대용 케이스: 285 x 246 x 174mm
MultiLog SRD-99: 96 x 96 x 100mm

휴대용 케이스: 285 x 246 x 174mm
MultiCon CMC-99: 96 x 96 x 100mm

휴대용 케이스: 285 x 246 x 174mm
MultiCon CMC-141: 144 x 144 x 100mm

휴대용 자료이력기는 높은 IP67 보호 외함과 커넥터로 제작되었으며 MultiCon 또는 
MultiLog 장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조절기/ 이력기
의 자율적 작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더넷 또는 RS-485 인터페이스는 PC 또는 SCADA 체계에 측정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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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계수기, 자료이력기용 부대용품

설치 연결부

DIN 43700에 따른 몰딩 틀이 있는 투명 덮개로 보안을 위해 열쇠로 잠글 수 있습니다. 덮개와 틀은 사출 
성형 과정에서 만들어지므로 완벽한 맞으며, 매우 강하고 부식 위험이 없는 최적의 재료 선택을 보장합
니다. 완벽한 밀봉 보호 등급 IP 54는 전체 부드러운 고무 밀봉 몰딩으로 제공됩니다. 문이 열릴 때 좌우
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SMP-99/94: 96 x 96 mm 컷아웃 위치에 96 x 48 mm 크기 장치 장착
SMP-147/94: 144 x 72 mm 컷아웃 위치에 96 x 48 mm 크기 장치 장착
SMP-147/73: 144 x 72 mm 컷아웃 위치에 72 x 36 mm 크기 장치 장착
SMP-1414/99: 144 x 144 mm 컷아웃 위치에 96 x 96 mm 크기 장치 장착

잠금 장치가 있는 보안문

STD-77: 72 x 72 mm 외함용 잠금장치가 있는 투명 IP 54 덮개 
STD-99: 96 x 96 mm 외함용 잠금장치가 있는 투명 IP 54 덮개
STD-141: 144 x 144 mm 외함용 잠금장치가 있는 투명 IP 54 덮개

Accessories

SRH-94: 96 x 48mm 케이스용 TS-35 DIN 레일 브래킷
SRH-99: 96 x 96mm 케이스용 TS-35 DIN 레일 브래킷
SRH-141: 144 x 144mm 케이스용 TS-35 DIN 레일 브래킷

DIN 레일 브래킷

MultiCon 제품군 인증 키(30일 체험판도 제공)

Licence Key
to activate recording functions

on the Data Logger

LKS-99/141: MultiCon 제품군용 자료 이력기 인증키
MLS-99/141: MultiCon 제품군용 MultiLevel Access 인증키(USB 동글 옵션만 해당) 
ENS-99/141: MultiCon 제품군용 이메일 알림 인증키
SLS-99/141: MultiCon 제품군용 SCADALite 인증키

원격조종기 SIR-15

적외선 리모콘은 IR 수신기 및 원격 프로그래밍 기능이 장착된 모든 SIMEX 장치의 외부 프로그래밍 키보
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컬 IR 컨트롤러 키를 누르면 해당 코드가 장치로 전송됩니다. 특정 키의 기능
은 장치의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전원 전압: 6V DC - 4 알카라인 건전지 유형 LR44
작동 범위: 0.5 ~ 5m(프로그래밍된 장치 기능에 따라 다름)

설치 브래캣

SPH-07: 1 ÷ 7 mm 판자 두께 브래킷(2개) 표준 장치에 포함됨
SPH-05: 1 ÷ 5 mm 판자 두께 브래킷(2개)
SPH-45: 1 ÷ 45mm 판자 두께 브래킷(2개)

USB memory

MF-8: 소형 USB 메모리 스틱은 8GB 저장용량를 제공하는 매우 작고 세련된 플래시 
드라이브로, 자료 전송에 이상적이며 잠금식 덮개(별매) STD-99/141에 맞습니다. 
UF-8: MultiCon 모양의 8GB USB 플래시 드라이브 / USB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33길 15, 703호(양평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giltron@naver.com      www.gilwoo.co.kr     02-2636-0009(대)  FAX: 02-263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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