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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XP Release Note      

                         

  * Abstract 

 

  This document describes the latest release information about MXP.  

  For a detailed listing of all changes, refer to the MXP Manual. This document may be updated periodically as more  

  information becomes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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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XP SoftMotion - Version 3.0.20 

                            Release Notes 



 ----------------------------------------------------------------------------------------------------------------------------------------------------------------- 

 REV  DATE  Component  Author  DESCRIPTION 

 ----------------------------------------------------------------------------------------------------------------------------------------------------------------- 

 3.0.14  2016.07.05 Installer   김은정   MXPPLC 설치전 MultiProg 설치시 삭제 요청 로직 추가 

         MultiProg 설치 실패시 오류 메세지 처리  

 

    Tracer   김은정          Continuos 모드 분리(RealTime Mode , Buffered Mode )  

 

                                IO Mapper               김은정  ENI Load 시 EtherCAT Cycle Display 추가   

 

    ECAM   김진실  99개의 위치 포인트->100개의 위치 포인트 변경 

 

    mxConfigurator  정재학  Save As 기능 추가 

 

    HMI   정재학  xml Import시 PDD 체크된 변수만 로딩 

         심볼 변수 입력 창 그룹별 Sort 기능 

         Data Type별 Read/Write 수정 

         개체 Show/Hide, Enable/Disable 기능 수정 

------------------------------------------------------------------------------------------------------------------------------------------------------------------- 

 3.0.18  2016.09.08 Installer   김은정   Trial QLM 적용 

         Intime Installer 통합 

         32,64bit Installer 통합 

         mxConfigurator 영문 메뉴얼 추가  

      

    mxConfigurator  최정훈  Online Scan 관련 InitCmd 중복 생성 버그 수정 

         CoE Read/Write 관련 표시 정보 추가(성공/실패 개수 출력) 



      

    RMC   성문현  MC_DirectTorqueControl 함수 신규 추가 

         MC_MoveDirectPosition 함수 신규 추가 

         MC_MoveDirectVelocity 함수 신규 추가 

 

    EtherCAT  이종혁  Windows10 64비트 환경 지원    

         RX error/Invalid frame error/Alstatuscode EtherCAT 진단 코드 추가 

------------------------------------------------------------------------------------------------------------------------------------------------------------------- 

 3.0.19  2016.10.04 통합   이종혁  Ethernet TCP/IP 함수 블럭 추가 

    EtherCAT    MXP Run/Stop 시 메모리 누수 현상 개선 

    MPM   김진실  HMI 자동 시작 기능 추가 

         MPM Propory 중 Product Type 항목 표시 삭제  

    Installer   김은정  MXP-Reset 64bit 동작 개선 

         언어별  설치시 오류 보완 

         설치시 Windows Update Startup Type 변경 부분 삭제 

    mxConfigurator  정재학  Help File 보완 

  2016.10.17 Motion   성문현  MotionFB Axis Data Type 설정 오류 추가 

         MC_GrpCommandVel Group 속도 Read 시 데이터 끊김 현상 수정 

         Dwell 동작 수정 보완 

    HMI   정재학  Modbus TCP Read/Write 기능 추가  

 

    Scanner   최정훈  ESICash Load Fail 시 처리 추가  

    PLC Engine  이종혁  ECLR Memory size 변경(64M) 

    MPM   김진실  MPM Product type 표시 삭제  

    Multiprog  김은정  설치 버전 Update 10255 

 



  2016.10.24      Installer    김은정  Psexec Eula accept 모드 추가  

    통합   김은정  IO Device ServoType Data Size 변경 관련 Data 및 IO Device mapper 

         수정  

         API   이종혁  IO Inputs 함수 수정 

 

------------------------------------------------------------------------------------------------------------------------------------------------------------- 

 3.0.20  2016.10.31 RMC   성문현  Rotary Axis MoveAbsolute 방향 설정 관련 보완 

       이종혁  cia402 슬레이브 의 Servo Home 정지 시 Halt Bit 사용 코드 추가  

     mxConfigurator  최정훈  Frame size 증가시 Multi-Frame 구성하는 형태로 기능 추가   

         PDO Target 선택에 따른 Startup 운전모드 데이터 자동 변경 기능 추 

         가 

       정재학  Ctrl+S 단축기 기능 추가   

    통합     MXP3.0 동글키 적 

 

  2016.11.07 Installer   김은정  NC 추가 관련 Template 변경 

         Windows Update 관련 개선 작업   

    mxConfigurator  최정훈  초기 설치시 ESI 파일 로드0 % 표기 수정  

       정재학  HMI Editor File import 기능 수정  

    통합   김진억  Axis_Ref Type 변경에 따른 예제 수정   

  2016.11.15 HMI   정재학  HMI Data interface 오류 수정 

    통합   김진실  Multiprog 예제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