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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리얼 스위치 동작 개요 

CIE-H10은 디지털 8개의 입력 포트와 8개의 디지털 출력포트의 정보를 이더넷 포트를 통해 

TCP/IP로 감시 및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각각의 입출력 포트는 Modbus/TCP, HTTP 방식으로 감시 

및 제어됩니다. 또한 입력 포트에 대한 출력 포트의 값을 산술식으로 입력해 놓으면(매크로 모드) 

입력 포트의 변화에 따라 출력 포트의 값을 자동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독립적으로도 동작합니

다. 

또한 CIE-H10은 Serial Modbus/TCP 방식을 지원합니다. 이 방식은 Modbus/TCP 데이터를 이더

넷(랜)으로 보내지 않고 CIE-H10의 RS232 포트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CIE-

H10의 인터넷 스위치와 비슷한 방식으로 시리얼 스위치 기능이 동작됩니다. 

또한 RS232 신호선에 RS232-RS422 컨버터를 사용한다면 RS422 라인을 이용해서 원거리 통신

도 가능할 뿐 아니라 DSU 같은 모뎀을 사용해서 보다 먼 거리까지도 시리얼 스위치 기능을 구현

할 수 있습니다. 

 

RS232

ON ON

O
N

ON

O
N

Switch ON
Sensor ON

Light ON
Actuator ON

ON

 

이런 구성으로 두대의 CIE-H10을 시리얼 라인에 연결하여 통신하면 원격에 있는 각종 장치들을 

ON/OFF 시킬 수 있습니다. 

 CIE-H10은 공식적으로 DC입력감시 및 DC출력제어만을 지원합니다. 

 CIE-H10의 입/출력 인터페이스는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해당 제품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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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정 

2.1 Modbus/TCP 관련 설정 

2.1.1 설정 사항 

Modbus/TCP 관련 사항은 [I/O 포트]탭의 [제어방식]탭의 [Modbus/TCP]항목에서 설정합니다. 각

각의 설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설정 

Modbus/TCP Modbus/TCP를 사용하므로 Modbus/TCP는 반드시 설정합니다. 

Mater/Slave 

Master로 설정되면 설정된 주기(Poll Interval)마다 Master의 Input 값을 

Slave에 전송하고 Slave Input값을 읽어와서 자신(Master)의 출력 포트에 

출력합니다. 

Slave로 설정되면 Master로 [Read]명령을 받으면 자신(Slave)의 Input 값을 

Master로 전송하고 Master로부터 [Write]명령을 받으면 해당 값을 자신의 

출력 포트로 출력합니다. 

Poll Interval 
Master가 Slave에 [Write]/[Read]하는 주기입니다. (단위: ms) 

1000 (1초)로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Unit ID 
두 장비의 Unit ID입니다. 

두 장비에 동일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1로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Input Port 

Address 

두 장비의 Input port의 주소입니다. 

두 장비에 동일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0으로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Output Port 

Address 

두 장비의 Output port의 주소입니다. 

두 장비에 동일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8으로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Input 

Change 

Notification 

설정하지 않습니다. 

수동접속 

/ 

능동접속 

시리얼 스위치 동작과 관련이 없는 항목입니다. 

통신할 주소 

/ 

통신할 포트 

시리얼 스위치 동작과 관련이 없는 항목입니다. 

  



CIE-H10 시리얼 스위치 Ver. 1.1 

 

솔내시스템㈜ - 4 - http://www.sollae.co.kr 

 

2.1.2 설정 예 

구분 CIE-H10#1 CIE-H10#2 설명 

Modbus/TCP 체크 체크  

마스터/슬레이브 슬레이브 마스터  

통신 주기  1000 통신 주기: 1초 

유니트 아이디 1 1  

입력포트 주소 0 0  

출력포트 주소 8 8  

표 2-1 설정 예 

 

그림 2-1 CIE-H10#1의 설정 예 

 

그림 2-2 CIE-H10#2의 설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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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Serial Port 설정 

2.1.1 설정 사항 

아래와 같이 두 개의 시리얼 포트는 동일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통신 모드는 반드시 [시리얼 

Modbus/TCP]로 설정하여야 하며, [시리얼 포트 설정]은 사용자 환경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그림 2-3 설정 사항 

2.1.2 RS422 인터페이스 

CIE-H10은 RS232 인터페이스만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보다 원거리 통신을 하고자 RS422로 두 

CIE-H10을 연결하려면 RS232-RS422 컨버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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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서 변경 이력 

날짜 버전 변경 내용 작성자 

2009.06.25 1.0 ○ 최초 배포  

2013.02.07 1.1 
○ AC전원제어 관련 내용 변경 

○ 일부 그림 업데이트 
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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