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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1.1 프로젝트 파일(소스)를 CPU 에 다운로드 및 업로드하기 

프로젝트 관리 입장에서 각 기계마다 다른 프로젝트 소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CPU 에 프로젝트 소스를 

다운로드 해 놓고 현장에서 바로 기계에서 프로젝트 파일(소스)를 업로드
1
하여 디버깅 및 프로젝트 

수정을 원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Automation studio 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생성시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1.2 준비물 

하드웨어: 

 순번 모델명 수량 설명 

 1 X20CP1586 1 CPU 

 2 5CFCRD.0512-06  1 Compact Flash card (512MB) 

 3 X20TB12 3 Bus module as the base 

 4 0PS1100.1 1 Power supply 

 5 CF card 리더기 1  

 6 랜선  1  

 7 Automation Studio 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 PC 1  

 

 

소프트웨어 :  

 Automation Studio 4.2.5  

  샘플 프로젝트 

 

 

 

 

                                                      
1
 여기서 업로드는 CPU 에서 개발자 PC 로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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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파일(소스)를 CPU 에 다운로드 및 업로드하기 

2.1 관련 내용 

기본 설정은 프로젝트 파일(소스)를 CPU 에 다운로드 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옵션을 변경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정은 Automation Studio 에서 관련 내용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Project management \ Saving project source files on the target system 

 

 

2.2 프로젝트 파일(소스)를 CPU 에 다운로드 하기 

2.2.1 구현 

1) 상단 매뉴 File > Open Project 로 기존에 개발하던(했던) 프로젝트 열기 

이번 예시는 Automation Studio 4.2.8 에서 개발한 프로젝트임. 

2) Configuration View 에서 해당하는 하드웨어 구성을 Active 로 설정 

3) Configuration 이름(예시: RealHW)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Properties.. 선택 

 

 
 

4) 새로운 창에서 Source files 탭 선택 

이번 예제는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필요시 설정은 다르게 할 수 있음. 상세한 내용은 Auto-

mation Studio hel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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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정 예시 설정 

Store project 

source files on 

target 

Store project source files on target 체크(활성화) 

During each project transfer: 

매 transfer(전송)시마다 소스 파일을 전송함. 

/Only with the “Offline Install” feature 

: “Offline Install” 수행시에만 소스 파일을 만듦. 

During each project transfer 

Storage op-

tions 

Complete(Contains all Source files, binary files 

and diagnostic data) 

/Archive(Contains all Source files and diagnos-

tic data) 

Archive 

Include upgrades: 업그레이드 파일 포함 체크 안함 

Protect Project 

source files 

Password
2
:(최소 3 글자 이상) 123 

Confirm:(확인용 패스위드 입력) 123 

 

 
  

                                                      
2
 패스워드를 잊어버릴 경우 되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보안을 위해 고유의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잘 기록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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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성화 된 화면(기본 설정) 

Store project sources files on target 이 비활성화 되어 있음 

 

 
 

5) Apply 을 누르고 ok 클릭 

6) Transfer 아이콘( ) 클릭  

 

7) Transfer 를 클릭하여 변경된 설정을 PLC 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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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lose 버튼 클릭 

 
 

 

9) 상단매뉴에서 File > Close Project 를 눌러 프로젝트 닫기 

 
 

추신: 기존 프로젝트 저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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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프로젝트 파일(소스)를 개발자 PC 로 업로드하기 

2.3.1 조건  

 개발자 PC 에 개발된 프로젝트와 동일한 Automation Studio 버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정확한 비밀번호를 알아야 함. 

 같은 네트워크 상에 CPU 와 PC 가 있어야 함. 

상단 매뉴에서 online setting 을 통해서 CPU 의 IP 와 Subnet mask 를 확인하고 해당 PC 도 

동일한 네트워크로 설정해야 함. 

 

 

 
 

2.3.1.1 같은 네트워크 설정 

2.3.1.1.1 온라인 연결 설정 

 
 

하드웨어 PC PLC 

IP address 10.0.0.1 10.0.0.2 

Subnet mask 255.255.255.0 255.255.255.0 

 

Automation Studio 와 PLC 의 연결을 위해 온라인 연결 설정이 필요하다. 

 

2.3.1.1.2 PC 의 이더넷 설정 

 

PC 와 Target system 의 온라인 연결을 위해서는 PC 의 이더넷 설정이 필요하다. 

 

1) 제어판 > 네트워크 및 인터넷 > 네트워크 연결 > 로컬 영역 연결을 클릭 후 속성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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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CP/IP 를 선택 후 속성을 클릭하여 IP address 로 10.0.0.1, Subnet mask 로 255.255.255.0 를 

입력한다. (Automation Studio 에 설정해 놓은 IP 주소와 마지막 한 자리만 다른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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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구현 

1) 같은 네트워크로 설정 

 

2) 상단 매뉴에서 File > Open Project From Target.. 선택 

 
 

3)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났다가, 자동으로 Open Project 창이 뜸. 

Path 창에 프로젝트를 저장할 위치를 입력 후 Open 클릭 

(기존 프로젝트가 저장된 주소와 겹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주소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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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폴더를 생성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문의 창이 뜨게 되며 Yes 를 클릭하여 폴더 생성함. 

 
 

5) 패스워드 입력창에 설정한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OK 클릭 

(예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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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료 

 
 

추신: 기존 프로젝트 및 저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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