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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트론 

1. 초저전력 멀티턴 구현(iC-PVL) 기능 

A. iC-PVL is an ultra low power magnetic encoder used for linear, off-axis and on-axis 

multiturn position sensing. Together with a compatible iC-Haus singleturn encoder 

product that features a multiturn interface a complete multiturn system can be created 

easily.  

B. iC-PVL은 선형, 중공 및 중실(on axis) 멀티 턴 위치 감지에 사용되는 초 저전력 자기 

인코더입니다. iC-PVL과 호환되는 멀티턴 인터페이스 기능을 포함하는 iC-Haus 싱글턴 

인코더 제품과 조합하여 밧데리방식 멀티턴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2. 초기 PRESET 

A. iC-PLV 출력이 SSI인 경우에는 초기 동작시 iC-PVL의 PRESET 핀을 이용한 PRESET 펄스 

입력이 필수적임 

B. iC-MNF 조합 : iC-MNF general I/O 중 1개를 이용하여 PRESET 펄스를 입력하여야 함. 

C. iC-MU 조합 :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을 이용하여 PRESET 펄스를 입력하여야 함. 

 

<PRESET 입력에 대한 매뉴얼 자료> 

 

<동작 단계> 



3. 응용 예 #1 : iC-MNF & iC-PVL 

 

< iC-MNF & iC-PVL> 

4. 응용 예 #2 : iC-MU & iC-PVL 

 

< iC-MU & iC-PVL> 

  



5. iC-PVL 밧데리 알람 

A. iC-PVL은 밧데리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B. 밧데리 전압이 “경고” 레벨 이하인 경우 “경고”, “에러” 레벨 이하인 경우 “에러”를 시리얼 

통신(SSI)으로 출력함. 

C. “경고” 또는 “에러”가 발생한 후 구체적인 이유는 Status Monitor를 통하여 알 수 있

음.(I2C) 

 

< 밧데리 알람 종류> 

 

<SSI 시리얼 통신> 

 

 

<Error Status> 



6. 밧데리 알람 발생시 증상 및 조치 

A. 인코더 주전원이 정상적인 상태  

i. 밧데리 전압이 “경고” 수준으로 내려가거나 밧데리를 교체한 경우에는 iC-MNF(또는 

iC-MUxxx)에서는 상위기로의 BiSS 통신을 통하여 각각 “경고”, “에러”가 발생하며 단

회전(single turn) 위치 데이터(ST)와 다회전(Multi turn) 위치 데이터(MT)가 모두 정상

적으로 출력됨. 

ii. 밧데리 교체 

iii. iC-MNF(또는 iC-MUxxx)를 통하여 iC-PVL 에러 클리어(Error clear) 실행하여 “경고” 

및 “에러”를 제거 

iv. iC-MNF(또는 iC-MUxxx)의 BiSS 출력을 통하여 ST와 MT 정상 입력 확인 

B. 인코더 주전원이 OFF된 상태  

i. 주전원 투입 

ii. iC-PVL에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 iC-MNF(또는 iC-MUxxx)에서는 상위기로의 BiSS 통

신을 통하여 “경고”와 “에러”가 모두 활성화되고, 단회전(single turn) 위치 데이터(ST)

와 다회전(Multi turn) 위치 데이터(MT)가 모두 “0”으로 출력됨 

iii. 주전원 투입된 상태에서 밧데리 교체 

iv. iC-MNF(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통하여 ic-PVL의 “PRESET”을 실행하여 iC-PVL을 

초기화하여야 함(iC-MNF의 PRESET이 아님) 

v. 다회전 데이터 위치도 초기화되므로 반드시 원점 복귀를 수행하여 다회전 위치 데이

터를 다시 셋팅하여야 함.  

vi. “PRESET”후 Status를 초기화하기 위하여 iC-MNF(또는 iC-MUxxx)를 통하여 iC-PVL의 

에러 클리어(Error clear, “SCLR”)를 실행한 후 정상 사용 가능함. 

vii. iC-MNF(또는 iC-MUxxx)의 BiSS 출력을 통하여 ST와 MT 정상 입력 확인 

  



7. 단회전 절대치 인코더와 다회전 절대치 인코더 공용 사용시(서보 모터) 

A. 적용 IC : iC-MNF & iC-PVL 

B. iC-MNF의 General I/O와 iC-PVL PRESET Pin 연결 필수 : Power on status에서 PRESET 입

력 

C. 문제 1. 공용 인코더를 단회전 절대치 인코더로 사용시 밧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iC-PVL에서 “에러” 발생하여 iC-MNF에서 ST 및 MT 모두 “0”으로 전송됨. 

D. 해결 방안 : 상위기(서보드라이브 등) 단회전 절대치 인코더 및 다회전 절대치 인코더에 

따라 iC-MNF의 Multiturn interface의 “interface operation mode”를 “Internal”로 셋팅함. 

싱글턴 계산시 Sync bi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SSI”(SSI+ERR+WRN 아님)로 셋팅함 

 

<단회전 및 다회전 인코더 공용을 위한 iC-MNF 셋팅> 

8. 서보 드라이브와 인코더 일체형으로 제작하는 경우(협동 로봇 액츄에이터) 

A. 적용 IC : iC-MUxxx & iC-PVL 

B. iC-MUxxx는 General I/O가 없으므로 iC-PVL PRESET 신호 입력 불가하므로 통합되는 상위

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에서 iC-PVL PRESET 입력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