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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PPI-CC1
경찰청표준 디지털신호제어기용
유선형 디지털 수동조작기
FEATURES
General Features
- 본 장치는 경찰청표준 디지털신호제어기를 위한
유선형 디지털 수동조작기임
- 본 장치는 32bit Micro-Controller를 적용함
- 본 장치는 MLC의 수동조작기 접속용 커넥터에
연결하여 사용함
- 본 장치와 MLC간 통신은 2선식 RS485 반이중
통신방식으로 동작함(38400bps/8bit/NoParity/1stop)
- 본 장치와 MLC간 연결은 착탈이 용이한 구조이며,
이를 위해 4-PIN 원형 커넥터를 적용함
- 본 장치는 낮은 소비전력 사양으로 설계됨
- 본 장치는 동작 상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2개의
DUAL-COLOR LED와 128 x 64 Pixel의 Graphic
Display 수단을 구비함

Special Features
- 본 장치는 MLC간 호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넓은
동작전압 특성을 지님 (+9V ~ +15V)
- 본 장치는 현장 신뢰성 및 RS485 통신 속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MEMS Timming Chip1) 적용
- 본 장치는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MLC간 접속부의
전원 및 통신선로에 대하여 서지 보호회로를 적용함
- 본 장치는 내ㆍ외부적 요인에 의한 비정상적 동작
상황(Mal-Function) 발생 시, 스스로 복구하기 위한
Watch-Dog Timmer 수단을 포함함
- 본 장치는 스위치 조작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SPECIFICATIONS
Environmental
- 동작 온도

: -34°C to +74°C (Operating)

- 보관 온도

: -40°C to +80°C (Storage)

- 상대 습도

: 95% max. (non-condensing)

Physical Dimensions
- 49W x 114D x 27H mm (케이블 외, 본체 기준)

Weight
- 장치의 중량

: 80g (typ., 본체 무게 기준)

Operating Voltage & Current
- 동작 전압/전류 : DC 9V~15V, 100mA(@12V) typ.
(cf. : 유무선 겸용형(-CR1) ; 500mA@12V max.)

Communication Spec.
- RS485 2W Half-Duplex
- 38400bps / 8bit / No Parity / 1Stop
- MLC Poll에 대한 본 장치의 Ack. 방식으로 동작
- 통신 주기 : 100~200ms typ.

LEDs and Graphic Display
- 2 * Dual Color LED (상태 표시용)

위하여, Function버튼(최하단)과 함께 기능버튼을

- 1 * 128x64Pixel 1.3inch OLED (정보 표시용)

동시에 누르는 방식을 채택함(수동진행은 예외임)

Material of Enclosure

- 본 장치는 스스로 상태정보를 관리함
(점멸상태 등, 초기 값은 MLC로부터 수신하여 적용)

- PC(Polycarbonate) (반투명 흑색)
PPI 연결 케이블 외관

- 본 장치는 외부 자석을 통한 MLC 함체 등에 부착 가능

* 유선형 PPI에는 배터리가 내장되지 않음
1)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 나노기술을
이용한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 Timing Chip : 동작온도
범위가 넓고 진동이나 충격에 강한 특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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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DETAILS
Connector & Cable Pin-Assignment
MLC 접속용 원형커넥터
SCK-12-4(P)
1

1
2

구분
STX1
STX2

3

LEN

4

ID

내용
0x7E
0x7E
LENGTH : LEN~LRC

PPI 본체 상단의
5P USB-MINI 커넥터

3)

GND

5

GND

2

DC12V

1

DC9~15V

3

RS485P(+)

3

RS485P(+)

4

RS485N(-)

2

RS485N(-)

4

N.C.

0x80 : MLC-->PPI (LEN:4)
제조사정보 요청
(7E 7E 04 00 80 84)
0x81 : MLC<--PPI (LEN:4+1)
제조사정보 응신
5

OP-CODE

기능

화면 전환 방법

동작 상태 표시

좌상측 버튼을 길게

화면모드-2

시간 상황 표시

누름 (1/2/1/2.. 변환)

6~

DATAS

N-1
N

Switch 구성 및 동작

(7E 7E 05 00 81 01 85,
0x01 : MORU)
0x82 : MLC-->PPI (LEN:4+6)
상태정보 요청
0x832) : MLC<--PPI (LEN:4+2)
상태정보 응신

OLED 화면 모드

화면모드-1

( Ex ; 3 : 3 Bytes )
0x00 (Fixed)

LRC

DATAS
(Variable Length)
LEN ~ DATAS, X-OR VALUE

RS485 Communication Packet Format
위치
1

좌상

2

우상

3

중앙

4

좌하

5

우하

6

최하측 (작은버튼)

스위치 용도
수동/자동 전환
FUNCTION 버튼과 함께 누름
점멸/정상 전환

* 상세 프로토콜은 디지털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참조
(본 장치에서 변경된 내용은 각주 참조)

ORDER INFORMATION

FUNCTION 버튼과 함께 누름
수동 진행
소등/점등 전환

#

모델명

FUNCTION 버튼과 함께 누름
모순 해제

1

MR-PPI-CC1

2

PPI-CABLE-A

FUNCTION 버튼과 함께 누름
FUNCTION (기능)

* 버튼 조작 시, 0.5초 이상 길게 누름

장치의 설명
Availability
디지털 신호제어기용
유선형 디지털
now
수동조작기
(PPI 연결케이블 포함)
PPI 연결케이블
(추가 주문 시)

now

* 반복 조작 시, 1초 이상 간격을 줌

Communication Protocol
RS485 Communication Process

Contact Information
ITS & Industrial Solution Leader

- MLC

: Poll, Every 100~200ms interval(typ.)

MORU Industrial Systems inc.

- PPI

: Ack.

101-402, SK Ventium, 166, Gosan-ro, GunPo-City,

: Starts in 10ms typ.

Gyeonggi-do, 15850, Korea

: RS485 RTS tail delay : 5ms max.

T) 82-31-687-5711
EMAIL

2) BYTE 1 : b4 ; Reserved --> isConfReset
(1: 모순해제 요청)
3) SCK-12-4(P) ; 12mm/4P 원형커넥터(Plug:PPI측)
; Sam Woo Electronics
; 1번 Pin이 굵은 특징이 있음
* MLC측 Receptacle
; SCK-12-4(R) 또는 SCN-12-4(R)

F) 82-31-687-5712

HOME PAGE : www.moru.com
: sales@moru.com

* Specifications and price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for improvement of
performance.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사전 고지 없이
제품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Copyright 2019. MORU Industrial Systems inc.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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