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LLETIN 1761 - 
MicroLogix 1000

BULLETIN 1763 - 
MicroLogix 1100

BULLETIN 1762 - 
MicroLogix 1200

BULLETIN 1766 - 
MicroLogix 1400

BULLETIN 1764 - 
MicroLogix 1500

MicroLogix 컨트롤러
제품 선정 가이드





Publication 1761-SG001F-KO-P  2011년 3월

MicroLogix 컨트롤러 개요     3

MicroLogix 컨트롤러 개요 MicroLogix 컨트롤러 제품군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크기는 작아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MicroLogix 1000 컨트롤러는 저렴하

고 콤팩트한 패키지로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MicroLogix 1200 컨트롤러는 
좁은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이지만 다양한 적용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강력합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MicroLogix 1500 컨트롤러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고급 제어 기
능을 제공합니다. MicroLogix 제품군의 신제품, MicroLogix 1100과 1400 컨
트롤러는 MicroLogix 제품군에서 기능이 더욱 향상되어 적용 분야가 다양해 
졌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새로운 기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MicroLogix 1000 컨트롤러

MicroLogix 1000 컨트롤러는 시장을 주도하는 SLC 500 컨트롤러 제품군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게다가 고속 사양, 강력한 명령어, 유연한 통신 
환경을 제공하므로 콤팩트하고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어플리케이

션에 적합합니다.

MicroLogix 1000 컨트롤러는 Digital I/O 10점, 16점 그리고 32점 모델을 
공급합니다. 아날로그 I/O 20점 모델은, 4개의 입력(전압 2개 및 전류 2개)과 
1개의 아날로그 출력(전압/전류 겸용)을 공급합니다.

MicroLogix 1000 아날로그 I/O 회로는 기본 컨트롤러에 내장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모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아날로그 
성능을 제공합니다.

MicroLogix 1000 컨트롤러는 로크웰 소프트웨어의 RSLogix 500 및 RSMicro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로 MicroLogix 및 SLC 500 컨트롤러 제품군과 명령

어 세트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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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000 컨트롤러의 장점

•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사전 설정 1 KB의 프로그램 및 데이터 메모리

(예: 사전 설정 비트, 정수, 타이머 및 카운터)를 제공

• 500개의 명령어를 가진 프로그램을 1.5 ms의 처리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빠른 속도

• 내장 EEPROM 메모리에 모든 래더 로직과 데이터가 보관되며 컨트롤

러의 전원이 손실되더라도 배터리 백업이나 별도의 메모리 모듈이 불
필요

• 다중 입력 공통 단자를 통해 컨트롤러를 싱크 또는 소스 입력 기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중 출력 공통 단자는 복수 전압 출력 어플리케이션

에서 절연을 제공

• RS-232 통신 채널을 사용하면 DF1 전이중 통신을 포함한 여러 프로토

콜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업로드, 다운로드 및 모니터링을 위해 개인

용 컴퓨터에 간단하게 연결 가능

• DF1 반이중 통신을 사용한 RTU 슬레이브 프로토콜 지원을 통해 무선 
모뎀, 임대 전용회선 모뎀 또는 위성 연결을 사용하여 최대 254개의 슬
레이브 노드가 단일 마스터와 통신 가능

• DH-485 네트워크에서 최대 32개의 컨트롤러까지 네트워크할 수 있도

록 해주는 P2P (Peer-to-Peer) 메시지 기능(1761-NET-AIC 모듈 사용)
을 제공

• 1761-NET-DNI 및 1761-NET-ENI 통신 모듈을 통해 DeviceNet 및 
EtherNet/IP를 포함한 고급 통신 네트워크를 구성 가능

• 내장된 고속 카운터(6.6 kHz)를 포함한 24V DC 입력을 갖춘 컨트롤러

• 조정 가능한 DC 입력 필터를 통해 입력 응답 시간과 노이즈 차단을 
어플리케이션 필요에 맞게 사용자가 정의

•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CE, 
C-Tick, UL 및 Class I Division 2 Hazardous Location을 포함한 c-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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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100 컨트롤러

MicroLogix 1100 컨트롤러는 내장된 아날로그 입력, 이더넷 통신 및 시각화 
기능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MicroLogix 1100 컨트롤러는 MicroLogix 제품군이 제공하는 핵심 기능을 그
대로 유지하면서 진정한 온라인 편집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MicroLogix 1100 컨트롤러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기존 저가형 컨트롤러를 
보완, 디지털 I/O를 최대 80개까지 구성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합니

다.

각 MicroLogix 1100 컨트롤러에는 2개의 아날로그 입력, 10개의 디지털 입력 
및 6개의 디지털 출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컨트롤러는 MicroLogix 
1200 컨트롤러와 동일한 모듈을 사용하여 I/O 확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4개
의 1762 I/O 모듈을 하나의 MicroLogix 1100 컨트롤러에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세계적인 RSLogix 500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여 
MicroLogix 1100 컨트롤러를 MicroLogix 및 SLC 500 컨트롤러 제품과 공통 
명령어 세트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RSLogix 500 Starter, Standard 및 
Professional 어플리케이션은 온라인 편집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어 
MicroLogix 1100 컨트롤러를 지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RSLogix Micro Starter 
및 Developer 소프트웨어는 MicroLogix 전용 프로그래밍을 합리적인 비용으

로 제공합니다.

각 컨트롤러는 시리얼 및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내장 RS-232/RS-485 겸용 포
트와 이더넷 P2P (Peer-to-Peer) 메시지를 지원하는 내장 EtherNet/IP 제2 포
트를 지원합니다.

내장된 LCD 화면을 통해 비트 및 정수 데이터를 변경하고 컨트롤러와 I/O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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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100 컨트롤러의 장점

•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응하는 대용량 8 KB 메모리(사용자 프로그

램용 4 KB, 사용자 데이터용 4 KB)

• 진정한 온라인 편집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PID를 포
함한 프로그래밍의 튜닝 가능

• 모든 최신 버전의 RSLogix 500 및 RSLogix Micro Starter and 
Developer 소프트웨어에서 MicroLogix 1100 컨트롤러 온라인 편집을 
지원.

• Run/Remote/Program 모드 전환

• 시간 기반 또는 이벤트로 트리거 데이터 로깅 기능을 통해 컨트롤러 데
이터 레코드를 별도의 128 KB 메모리 영역에 타임 스탬프(옵션)과 함
께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는 나중에 분석에 이용 가능(예: 알람 상태 데
이터 중 I/O 상태 및 트렌딩)

• 래더 프로그램에서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타이머, 카운터 및 기타 데이

터 유형에 대한 프로그램 데이터의 신속하고 빠른 일괄 변경이 가능한 
레시피 저장(데이터 로깅 메모리에서 제외되는 최대 64 KB)

• 고성능 확장 I/O 옵션(모든 조합에서 최대 4개의 1762 I/O 모듈)

• 개별적으로 래칭(펄스 포착) 입력이나 이벤트 인터럽트로 사용하거나 
8가지 작동 모드를 갖춘 하나의 40 kHz 고속 카운터로 조합하여 사용

할 수 있는 4개의 고속 입력(1763-L16AWA 컨트롤러 제외)

• 10비트 분해능을 갖춘 2개의 내장 0...10V DC 아날로그 입력(절연되지 
않음)

• 40 kHz 펄스열 출력(PTO) 또는 펄스폭 변조(PWM) 출력(제품 번호 
1763-L16BBB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 2개의 고속 출력

• 다중 입력 공통 단자를 통해 컨트롤러를 싱크 또는 소스 입력 기기에 
사용 가능하며 다중 출력 공통 단자는 복수 전압 출력 어플리케이션에

서 개별 절연을 제공

• 하나의 1 ms 선택 가능한 시간 지정 인터럽트(STI)

• 높은 분해능의 1 ms 타이머

• 통신 0 채널은 절연된 RS-232 또는 RS-485 전기 호환성 제공(통신 케이

블의 선택을 통해 선택 가능)

• RS-232를 통해 모든 시리얼 프로토콜 지원

• RS-485를 통해 DH-485, DF1 반이중 마스터/슬레이브 통신, ASCII 및 
Modbus RTU 마스터/슬레이브 네트워크(외부 전기 인터페이스 컨버

터 없이)를 지원

• 통신 1 채널은 P2P (Peer-to-Peer) 메시지를 위한 EtherNet/IP 네트워

크를 지원하는 내장된 RJ45 포트로 구성. 이 10/100 Mbps 포트는 
BOOTP 및 DHCP를 지원



Publication 1761-SG001F-KO-P  2011년 3월

MicroLogix 컨트롤러 개요     7

• 컨트롤러의 0 채널 포트가 사용자 구성 통신 파라미터와 초기값 사이

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통신 전환 선택을 통해 Modbus RTU 또
는 ASCII 프로토콜(프로그래밍을 지원하지 않는)에서 DF1 전이중 통
신(프로그램 업로드/다운로드, 모니터 또는 편집)으로 쉽게 전환 가능. 
따라서 프로그래밍 컴퓨터가 문제 해결을 위해 알 수 없거나 올바르지 
않은 통신 파라미터 설정으로 컨트롤러에 연결 가능

• RTC (Real Time Clock) 기능 내장

• 전자 메일 기능이 있는 웹 서버 내장

• 외부 프로그램 백업, 프로그램 전송 및 다른 컨트롤러로의 전송을 위한 
메모리 모듈(옵션). 컨트롤러의 프로그램과 데이터 역시 안전한 보관

을 위해 배터리로 백업

• 데이터 파일 다운로드 보호를 통해 프로그래밍 컴퓨터 또는 메모리 모
듈에서의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통해 중요한 사용자 데이터가 변경되

는 것을 방지

• 내장 LCD는 오퍼레이터의 모니터링만을 위해 선택적으로 보호되거

나 변경될 수 있는 48개의 비트 및 48개의 정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

• LCD 명령어를 통해 컨트롤러가 LCD에서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용자 입력을 수신 가능

• IP 주소를 내장 LCD를 통해 직접 모니터 가능

• 2개의 디지털 트림 전위차계 내장

• 32비트 부호 있는 정수 연산

• 부동 소수점 및 더블 정수 데이터 파일 지원

• PID 기능 내장

• 국제 안전 규격을 준수하는 손가락 보호 단자대

•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 획득(CE, 
C-Tick, UL 및 Class 1 Division 2 Hazardous Location을 포함한 c-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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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200 컨트롤러

MicroLogix 1200 컨트롤러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MicroLogix 1000 컨트롤러보다 많은 컴퓨팅 파워와 유연성을 제공합니

다.

24점 및 40점 버전으로 제공되는 I/O 카운트는 랙을 사용하지 않는 I/O 모
듈을 통해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과 감소된 부품 재고

로 더 큰 제어 시스템이 가능하며 어플리케이션 유연성 및 확장성이 더 높아

집니다.

현장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플래시 운영 체제를 통해 하드웨어 교체 없이 항
상 최신 기능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

트 다운로드를 통해 컨트롤러를 손쉽게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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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200 컨트롤러의 장점

•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응하는 대용량 6 KB 메모리(사용자 프로그

램용 4 KB, 사용자 데이터용 2 KB)

• 고성능 확장 I/O 옵션(전류/전원 예산에 따라 최대 6개의 모듈)

• 개별적으로 래칭(펄스 포착) 입력이나 이벤트 인터럽트로 사용하거나 
8가지 작동 모드를 갖춘 하나의 20 kHz 고속 카운터로 조합하여 사용

할 수 있는 4개의 고속 입력(24 V DC 입력 컨트롤러용)

• 20kHz 펄스열 출력(PTO) 또는 펄스폭 변조(PWM) 출력(24 V DC 출
력이 내장된 컨트롤러에서 사용 가능)으로 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고속 
출력

• 하나의 1 ms 선택 가능한 시간 지정 인터럽트(STI)

• 높은 분해능의 1 ms 타이머

• P2P (Peer-to-Peer) 및 SCADA/RTU 네트워크, DF1 전이중 통신, DF1 
반이중 슬레이브 통신, DH-485, DeviceNet과 EtherNet/IP, 그리고 DF1 
반이중 마스터 통신, Modbus 마스터와 슬레이브 및 DF1 무선 모뎀 프
로토콜을 포함한 MicroLogix 1000 컨트롤러와 동일한 고급 통신 옵션

• ASCII 읽기/쓰기 기능

•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 또는 프로그래밍 터미널과 같은 DF1 전이중 
통신 호환 기기로의 연결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프로그래밍/MMI 포트

• 컨트롤러의 0 채널 포트가 사용자 구성 통신 파라미터와 초기값 사이

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통신 전환 푸쉬 버튼을 통해 Modbus 
RTU 또는 ASCII 프로토콜(프로그래밍을 지원하지 않는)에서 DF1 전
이중 통신(프로그램 업로드/다운로드, 모니터 또는 편집)으로 쉽게 전
환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래밍 컴퓨터가 문제 해결을 위해 알 수 없거나 
올바르지 않은 통신 파라미터 설정으로 컨트롤러에 연결 가능

• 정확한 시간, 요일 또는 기타 달력 기반의 타이밍을 기준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RTC 기능(옵션)

• 외부 프로그램 백업, 전송 및 다른 컨트롤러로의 전송을 위한 메모리 
모듈(옵션).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때에도 제어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내장 플래시 메모리에 안전하게 백업 가능

• 데이터 파일 다운로드 보호를 통해 프로그래밍 컴퓨터 또는 메모리 모
듈에서의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통해 중요한 사용자 데이터가 변경되

는 것을 방지

• 2개의 아날로그 트림 전위차계 내장

• 32비트 부호 있는 정수 연산

• 부동 소수점 및 더블 정수 데이터 파일 지원

• PID 기능 내장

• 국제 안전 규격에 부합되는 손가락 보호 단자대

• 사전 배선이 가능한 40점 컨트롤러의 착탈식 단자대

•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 획득(CE, 
C-Tick, UL 및 Class 1 Division 2 Hazardous Location을 포함한 c-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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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400 컨트롤러

MicroLogix 1400 컨트롤러는 인기 있는 MicroLogix 1000, MicroLogix 1100, 
MicroLogix 1200 및 MicroLogix 1500 컨트롤러를 결합하기 위한 최신 컨트

롤러 제품군으로, 내장 아날로그 입력, 이더넷 통신, 더 빠른 고속 카운터

(HSC) 및 펄스열 출력(PTO) 기능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범위를 더 확장하도

록 설계되었습니다. MicroLogix 1400 컨트롤러는 MicroLogix 1100 컨트롤러

에서 기대하는 핵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많은 I/O, 더 빠른 
HSC/PTO 및 추가적인 시리얼 포트로 이 기능을 확장합니다. MicroLogix 
1400 컨트롤러는 최대 256 디지털 I/O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로우 
엔드 컨트롤러를 보완합니다.

각 MicroLogix 1400 컨트롤러에는 20개의 디지털 입력과 12개의 디지털 출
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몇 개의 모델에는 4개의 내장된 아날로그 입력

과 2개의 내장된 아날로그 출력이 포함됩니다. 또한 MicroLogix 1100 및 
1200 컨트롤러와 동일한 모듈을 사용하여 컨트롤러의 I/O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7개의 1762 I/O 모듈에서 단일 MicroLogix 1400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RSLogix 500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여 
MicroLogix 1400 컨트롤러를 MicroLogix 1000, MicroLogix 1100, 
MicroLogix 1200, MicroLogix 1500 및 SLC 500 컨트롤러 제품군과 공통 명령

어 세트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RSLogix 500 Starter, Standard 및 
Professional 어플리케이션과 RSLogix Micro 소프트웨어는 온라인 편집 기능

을 모두 가지고 있어 MicroLogix 1400 컨트롤러를 지원합니다.

각 컨트롤러에는 DF1/DH485/Modbus RTU/DNP3/ASCII 프로토콜을 지
원하는 2개의 시리얼 포트와 내장된 이더넷 포트가 있어, EtherNet/IP, 
Modbus TCP/IP 및 DNP3 over IP를 지원합니다.

내장된 LCD 화면을 통해 비트 및 정수 데이터를 변경하고 컨트롤러와 I/O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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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400 컨트롤러의 장점

•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응하는 대용량 메모리(사용자 프로그램용 
10 KB, 사용자 데이터용 10 KB)

• 진정한 온라인 편집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PID를 포
함한 프로그래밍의 튜닝 가능

• RSLogix 500 Professional, Standard 및 Starter 소프트웨어 버전 8.1 이
상과 RSLogix Micro에서 MicroLogix 1400 컨트롤러 온라인 편집 지원

• LCD 키패드 조작을 통한 Run/Remote/Program 모드 전환

• 시간 기반 또는 이벤트로 트리거 데이터 로깅 기능을 통해 컨트롤러 데
이터 레코드를 별도의 128 KB 메모리 영역에 타임 스탬프(옵션)와 함
께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는 나중에 분석에 이용 가능(예: 알람 상태 데
이터 중 I/O 상태 및 트렌딩)

• 래더 프로그램에서 액세스 가능한 레시피 저장(데이터 로깅 메모리에

서 제외되는 최대 64 KB)를 통해 타이머, 카운터 및 기타 데이터 유형

에 대한 프로그램 데이터의 빠르고 쉬운 일괄 변경이 가능

• 고성능 확장 I/O 옵션(모든 조합에서 최대 7개의 1762 I/O 모듈)

• 래칭(펄스 포착) 입력으로 개별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벤트 인터럽트 
또는 10가지 작동 모드를 가지는 3개의 100 kHz 고속 카운터로 조합하

여 사용할 수 있는 12개의 고속 입력(1766-L32AWA 및 
1766-L32AWAA 컨트롤러 제외)

• 12비트 분해능의 내장 0...10 V DC 아날로그 출력(아날로그 I/O 옵션

이 있는 컨트롤러용) 2개

• 100kHz 펄스열 출력(PTO) 또는 40 kHz 펄스폭 변조(PWM) 출력

(1766-L32BXB 및 1766-L32BXBA 컨트롤러에서만)으로 구성할 수 있
는 3개의 고속 출력

• 다중 입력 공통 단자를 통해 컨트롤러를 싱크 또는 소스 입력 기기에 
사용 가능하며 다중 출력 공통 단자는 복수 전압 출력 어플리케이션에

서 개별 절연을 제공

• 하나의 1ms 선택 가능한 시간 지정 인터럽트(STI)

• 높은 분해능의 1 ms 타이머

• 통신 0 채널은 절연된 RS-232 또는 RS-485 전기 호환성 제공(통신 케이

블의 선택을 통해 선택 가능)

• RS-232를 통해 모든 시리얼 프로토콜 지원

• RS-485를 통해 DH-485, DF1 반이중 마스터/슬레이브 통신, ASCII 및 
Modbus RTU 마스터/슬레이브 네트워크, 1763-NC 인터페이스를 사
용하는 DNP 3 슬레이브(1761-NET-AIC 인터페이스 불필요)에 대한 
직접 인터페이스 지원

• 통신 채널 1은 EtherNet/IP, Modbus TCP/IP 및 DNP3 over IP를 지원

하는 내장된 RJ45 포트로 구성. 이 10/100 Mbps 포트는 BOOTP 및 
DHCP를 지원

• 통신 2 채널은 모든 시리얼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9핀, 비절연 RS-232 
포트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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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러의 0 채널 포트가 사용자 구성 통신 파라미터와 초기값 사이

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통신 전환 선택을 통해 Modbus RTU 또
는 ASCII 프로토콜(프로그래밍을 지원하지 않는)에서 DF1 전이중 통
신(프로그램 업로드/다운로드, 모니터 또는 편집)으로 쉽게 전환 가능. 
따라서 프로그래밍 컴퓨터가 문제 해결을 위해 알 수 없거나 올바르지 
않은 통신 파라미터 설정으로 컨트롤러에 연결 가능

• RTC (Real Time Clock) 기능 내장

• 전자 메일 기능이 있는 웹 서버 내장

• 외부 프로그램 백업, 프로그램 전송 및 다른 컨트롤러로의 전송을 위한 
메모리 모듈(옵션). 컨트롤러의 프로그램과 데이터 역시 안전한 보관

을 위해 배터리로 백업

• 데이터 파일 다운로드 보호를 통해 프로그래밍 컴퓨터 또는 메모리 모
듈에서의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통해 중요한 사용자 데이터가 변경되

는 것을 방지

• 내장 LCD는 오퍼레이터의 모니터 전용 액세스를 위해 변경 또는 선택

적으로 보호 가능한 이진 및 정수 파일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

• LCD 명령어를 통해 컨트롤러가 LCD에서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용자 입력을 수신 가능

• IP 주소를 내장 LCD를 통해 직접 모니터하고 구성 가능

• 2개의 디지털 트림 전위차계 내장

• 32비트 부호 있는 정수 연산

• 부동 소수점 및 더블 정수 데이터 파일 지원

• PID 기능 내장

• 국제 안전 규격에 부합되는 손가락 보호 착탈식 단자대

• LCD 디스플레이의 OEM 로고 사용자 정의 가능

• 전세계 시장의 규제 기관 인증(제품에 표시(1)된 Class 1 Division 2 
Hazardous Location을 포함하여 CE, C-Tick, cUL 및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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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500 컨트롤러

MicroLogix 1500 컨트롤러는 MicroLogix 1200 컨트롤러보다 진보한 기능 및 
성능을 갖춘 세계적 PLC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본 컨트롤러는 
과거에 더 많은 컨트롤러가 필요했던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MicroLogix 1500 아키텍처는 크기는 작으면서도 두 부분으로 나눈 혁신적인 
설계가 특징입니다. 프로세서와 베이스 유닛이 전체 컨트롤러를 구성합니다. 
프로세서와 베이스 유닛은 독립적으로 교체 가능하므로 재고 유지 비용을 최
소화하면서 내장 I/O, 메모리 및 통신 옵션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Bulletin 1769 Compact I/O 모듈을 사용하면, 컨트롤러에 내장된 I/O를 확
장해서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고성능의 모듈형 I/O 플랫폼은 랙 비장착 방식으로, 모듈 앞면에서 연결

하는 방식을 채택해 삽입/제거 작업이 간편합니다. 또한 착탈식 단자대는 스
타트업 및 유지보수 시간을 단축하여 전체 시스템 비용을 낮춥니다.

새로운 기능은 프로그래밍 파라미터를 통합하는 기능 파일을 사용하는 향상

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단순화되고 컨트롤러 성능이 향상됩니다.

MicroLogix 1500 컨트롤러에는 MicroLogix 1200 컨트롤러의 모든 기능과 추
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ublication 1761-SG001F-KO-P  2011년 3월

14     MicroLogix 컨트롤러 개요

MicroLogix 1500 컨트롤러의 장점

(MicroLogix 1200 컨트롤러의 기능에 추가된 기능)

•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대용량 메모리

1764-LSP: 7 KB 사용자 프로그램 용량(사용자 프로그램용 3.65 KB, 
사용자 데이터용 4 KB)
1764-LRP: 14 KB 사용자 프로그램 용량(사용자 프로그램용 10 KB, 
사용자 데이터용 4 KB)

• Run/Remote/Program 모드 전환

• 1764-LRP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MicroLogix 1500 컨트롤러는 시간 기
반 또는 이벤트 트리거 데이터 로깅을 수행 가능. 따라서 컨트롤러는 
데이터 레코드를 나중에 분석할 수 있도록(예를 들어 알람 상태 데이터 
중 트렌딩 및 I/O 상태) 별도의 48 KB 메모리 영역에 타임 스탬프(옵
션)와 함께 저장 가능

• 래더 프로그램에서 액세스 가능한 레시피 저장(데이터 로깅 메모리에

서 제외되는 최대 48 KB)를 통해 타이머, 카운터 및 기타 데이터 유형

에 대한 프로그램 데이터의 빠르고 쉬운 일괄 변경이 가능

• 고성능 확장 I/O 옵션(추가적인 확장 I/O 뱅크와 확장 전원 공급 장치

를 사용하여 최대 16개 모듈)

• 1764-LRP 프로세서에 추가적인 1 채널 구성 가능 절연된 RS-232 통신 
포트가 있습니다(Peer-to-Peer 및 SCADA/RTU 네트워크, DH-485, 
DeviceNet 및 EtherNet/IP용).

• 비휘발성 사용자 프로그램과 사용자 데이터를 위한 배터리(내장 및 옵
션 교체)

• 옵션인 데이터 액세스 도구(1764-DAT)를 통해 사용자가 컨트롤러 내
에서 정수 및 비트 값을 변경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 요소들을 모니터 
전용으로 보호 가능

• 래칭(펄스 포착) 입력이나 이벤트 인터럽트로 개별적으로 사용하거나 
8가지 작동 모드를 갖춘 두 개의 20 kHz 고속 카운터로 4개 그룹으로

(0...3 및 4...7)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8개의 고속 입력(24 V DC 
입력 컨트롤러용)

• 20 kHz 펄스열 출력(PTO) 또는 펄스폭 변조(PWM) 출력(24 V DC 출
력이 내장된 컨트롤러에서 사용 가능)으로 구성할 수 있는 2개의 고속 
출력

• 모든 MicroLogix 1500 베이스 유닛 및 I/O 모듈에 착탈식 단자대가 있
어서 사전 배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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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컨트롤러 
시스템 선정 확인 목록

다음 목록을 확인하여 자신의 시스템 사양을 완성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부
분은 건너뜁니다.

✔ 단계 참조

1 제품군 선택: MicroLogix 1000, 1200 또는 1500 컨트롤러

• 컨트롤러 제품군 – 메모리, I/O, 추가된 기능, 프로그램 명령어 및 크기 기준

• 향후의 확장 요구 사항 고려

• 온라인 편집에 대한 요구 사항 고려

• 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필요성 고려

18 페이지

제품군 선택: MicroLogix 1100 또는 1400 컨트롤러

• 컨트롤러 제품군 – 메모리, I/O, 추가된 기능, 프로그램 명령어 및 크기 기준

• 향후의 확장 요구 사항 고려

• 온라인 편집에 대한 요구 사항 고려

• 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필요성 고려

22 페이지

1 통신 방식 선택

• 통신 네트워크 – 어플리케이션 요구 사항 기준

• 통신 인터페이스 기기 – 필요한 경우

34 페이지

2 프로그래밍 도구 및 소프트웨어 선택

• 프로그래밍 도구 - 옵션 메모리 모듈을 갖춘 Handy형 프로그래머(MicroLogix 
1000에서만 사용 가능)

• 소프트웨어 –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RSLogix 패키지

39 페이지

3 네트워크 및 프로그래밍 케이블 선택

케이블 – 기기 포트 식별을 검토하여 선택 차트에서 케이블 찾기)

40 페이지

4 MicroLogix 1000 컨트롤러 선택

컨트롤러 – 전원 및 I/O 구성을 검토하여 컨트롤러 제품 번호 선택, 자세한 정보

는 전원 공급 장치 및 I/O 사양 참조

42 페이지

5 MicroLogix 1100 컨트롤러 선택

• 컨트롤러 – 전원 및 I/O 구성을 검토하여 컨트롤러 제품 번호 선택, 자세한 정
보는 전원 공급 장치 및 I/O 사양 참조

• 부속품 – 메모리 모듈

47 페이지

6 MicroLogix 1100 확장 I/O 선택

I/O 모듈 – 디지털, 아날로그 및 온도

51 페이지

7 MicroLogix 1200 컨트롤러 선택

• 컨트롤러 – 전원 및 I/O 구성을 검토하여 컨트롤러 제품 번호 선택, 자세한 정
보는 전원 공급 장치 및 I/O 사양 참조

• 부속품 – 메모리 및 RTC 모듈

57 페이지 

8 MicroLogix 1200 확장 I/O 선택

• I/O 모듈 – 디지털, 아날로그 및 온도

• 시스템 확장 사양 추정

61 페이지

9  MicroLogix 1400 컨트롤러 선택

• I/O 모듈 – 디지털, 아날로그 및 온도

• 시스템 확장 사양 추정

64 페이지

10  MicroLogix 1400 확장 I/O 선택

I/O 모듈 – 디지털, 아날로그 및 온도

6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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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icroLogix 1500 컨트롤러 선택

• 베이스 유닛 – 전원 및 I/O 구성을 검토하여 컨트롤러 제품 번호 선택, 자세한 
정보는 전원 공급 장치 및 I/O 사양 참조

• 프로세서 – 단계 1의 주 참조

• 부속품 – 데이터 액세스 도구, RTC 및 메모리 모듈

75 페이지

12 MicroLogix 1500 시스템 확장 부품 선택

• I/O 모듈 – 디지털, 아날로그, 온도 및 고속 카운터

• 통신 모듈 – DPI SCANport 및 DeviceNet

• 전원 공급 장치, 케이블 및 종단캡

• 시스템 확장 사양 추정

79 페이지

13 교체 부품 선택 84 페이지

14 교육  자료  선택 

교육 및 판촉 제품 – 스타터 팩, 데모 유닛 및 시뮬레이터

85 페이지

15 선택 목록 기입

시스템 사양에 필요한 모든 제품 번호 안내

86 페이지

✔ 단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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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컨트롤러 선택 이 목록을 활용해서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컨트롤러를 선정합니다.

1. 제품군 선택: MicroLogix 1000, 1200 또는 1500 컨트롤러.

2. 제품군 선택: MicroLogix 1100 또는 1400 컨트롤러.

3. 통신 방식 선택.

4. 프로그래밍 도구 및 소프트웨어 선택.

5. 네트워크 및 프로그래밍 케이블 선택.

6. MicroLogix 1000 컨트롤러 선택.

7. MicroLogix 1100 컨트롤러 선택.

8. MicroLogix 1100 확장 I/O 선택.

9. MicroLogix 1200 컨트롤러 선택.

10. MicroLogix 1200 확장 I/O 선택.

11. MicroLogix 1200 컨트롤러 시스템 확장 사양 추정.

12. MicroLogix 1400 컨트롤러 선택.

13. MicroLogix 1400 확장 I/O 선택.

14. MicroLogix 1500 컨트롤러 선택.

15. MicroLogix 1500 시스템 확장 부품 선택.

16. MicroLogix 1500 시스템 확장 사양 추정.

17. 교체 부품 선택.

18. 교육 자료 선택.

19. 선택 목록 기입.



Publication 1761-SG001F-KO-P  2011년 3월

18     제품군 선택: MicroLogix 1000, 1200 또는 1500 컨트롤러

제품군 선택: MicroLogix 
1000, 1200 또는 1500 
컨트롤러

기능, 프로그램 명령어, 컨트롤러 사양 및 컨트롤러 크기를 검토하여 필요한 
MicroLogix 컨트롤러 수준을 결정합니다.

기능

단계 1 – 다음을 선택합니다.

• 컨트롤러 제품군 - 메모리, I/O, 추가된 기능, 
프로그램 명령어 및 크기 기준

• 향후의 확장 요구 사항 고려

• 온라인 편집 요구 사항 고려

• 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필요성 고려

MicroLogix 컨트롤러 제품군 기능 비교표

컨트롤러 MicroLogix 1000
MicroLogix 
1200/1200R

MicroLogix 1500
1764-LSP, 1764-LRP

Bulletin Number 1761 1762 1764
메모리(사용자 워드) 사용자 프로그램/사용자 데이터

1 KB까지 1 KB 조합(사전 구성)

6 KB까지 4 KB/2 KB

7 KB까지 3.6 KB/4 KB 1764-LSP

8 KB까지

14 KB까지 10 KB/4 KB 1764-LRP

온라인 편집

비휘발성 프로그램 및 데
이터 

EEPROM 플래시 배터리 백업 스태틱 RAM

메모리 모듈

(프로그램 백업 및 전송용)

Hand-Held 옵션 옵션

I/O
최대 내장 디지털 I/O 32 40 28

내장 아날로그 I/O 20점 컨트롤러에서 
하나의 전류 또는 전
압 출력을 가지는 2개
의 전류 및 2개의 전
압 입력

최대 로컬 확장 I/O 없음 96 512

열전쌍/RTD 없음 확장 확장

최대 네트워크 확장 I/O 없음 없음 1769-SDN 스캐너를 사용하는 
DeviceNet은 63개의 슬레이브 
기기를 연결할 수 있음(예: 
1769-AND 어댑터당 최대 30개
의 I/O 모듈을 가지는 1769-ADN 
어댑터)

부가 기능

트림 전위차계 2 2

PID ✓ ✓

고속카운터(내장) 1개 @ 6.6 kHz 1개 @ 20 kHz 2개 @ 20 kHz

고속카운터(확장) 1769-HSC 카운터 사용 2개의 
쿼드러처 또는 4개의펄스/
카운트(1MHz에서)

RTC 옵션 옵션

모션: 펄스폭 변조 1 @ 20 kHz 2 @ 20 kHz

모션: 펄스열 출력 1 @ 20 kHz 2 @ 20 kHz

데이터 액세스 도구 옵션

데이터 로깅 48 KB

레시피 저장 사용자 프로그램 메모리 또는 
48 KB 데이터 로깅 메모리 사용

부동 소수점 연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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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Windows - RSLogix 500/Micro 
소프트웨어

✓ ✓ ✓

Hand-Held Programmer 
(MicroLogix용 휴대형 프로

그램 작성 기기, 모델번호 
1761-HHP-B30)

✓

통신

컨트롤러 MicroLogix 1000 MicroLogix
1200/1200R

MicroLogix 1500
1764-LSP, 1764-LRP

Bulletin Number 1761 1762 1764

RS-232 포트 (1) 8핀 미니 DIN (1) 8핀 미니 DIN
(1) 8핀 미니 DIN 프로

그래밍/HMI

(1) 8핀 미니 DIN
(1) 9핀 D 쉘

DeviceNet P2P (Peer-to-Peer) 
메시지, 슬레이브 I/O

1761-NET-DNI 사용 1761-NET-DNI 사용 1761-NET-DNI 사용 1769-SDN 사용

DeviceNet 스캐너 1769-SDN

EtherNet/IP 1761-NET-ENI 또는 
1761-NET-ENIW 사용

1761-NET-ENI 또는 
1761-NET-ENIW 사용

1761-NET-ENI 또는 1761-NET-ENIW 
사용

웹 서버 기능 1761-NET-ENIW 사용 1761-NET-ENIW 사용 1761-NET-ENIW 사용

DH-485 1761-NET-AIC로 
네트워크

1761-NET-AIC로 
네트워크

1761-NET-AIC로 네트워크

SCADA RTU - DF1 반이중 
슬레이브 통신

✓ ✓ ✓

SCADA RTU - DF1 무선 모뎀 ✓ ✓

SCADA RTU - Modbus RTU 
슬레이브

✓ ✓

작동 전원

120/240V AC ✓ ✓

24V DC
12V DC ✓ ✓ ✓

기관 인증

C-Tick, IEC 61800-3(Class I, 
Division 2 Hazardous Location 
포함)

MicroLogix 컨트롤러 제품군 기능 비교표

컨트롤러 MicroLogix 1000
MicroLogix 
1200/1200R

MicroLogix 1500
1764-LSP, 1764-LRP

Bulletin Number 1761 1762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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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령어

MicroLogix 컨트롤러는 어플리케이션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컨트롤러는 다음 유형의 명령어를을사용합니다.

• 기본 명령어(예: Examine if On, Examine if Off)

• 데이터 비교 명령어(예: Equal, Greater than or Equal, Less than or 
Equal)

• 데이터 조작 명령어(예: Copy, Move)

• 연산 명령어(예: Add, Subtract, Multiply)

• 프로그램 흐름 제어 명령어(예: Jump, Subroutine)

• 어플리케이션 특정 명령어(예: Programmable Limit Switch, Sequencer)

• 고속 카운터 명령어

• 고속 펄스열 출력(PTO) 및 펄스폭 변호(PWM) 명령어(MicroLogix 
1200 및 1500 컨트롤러에만 해당)

• 통신 명령어(MicroLogix 1200 및 1500 컨트롤러에만 해당하는 ASCII 
포함)

• 레시피 명령어(MicroLogix 1500 컨트롤러에만 해당)

• 데이터 로깅 명령어(MicroLogix 1500 1764-LRP 프로세서에만 해당)

컨트롤러 사양

컨트롤러 일반 사양

속성 MicroLogix 1000(Bulletin 1761) MicroLogix 1200(Bulletin 1762) MicroLogix 1500(Bulletin 1764)

메모리 크기 및 유형 1 KB EEPROM(약 737 명령어 워드, 437 데이터 
워드)

6 KB 플래시 메모리: 4 KB 사용자 프로그램, 
2 KB 사용자 데이터

1764-LSP 프로세서: 7 KB 사용자 메모리(총 사
용자 프로그램과 데이터)

1764-LRP 프로세서: 14 KB 사용자 메모리(총 
사용자 프로그램과 데이터)

데이터 요소 512 내부 비트, 40 타이머, 32 카운터, 16 제어 
파일, 105 정수 파일, 33 진단 상태

구성 가능한 사용자 정의 파일 구조, 2 KB 최
대 데이터 크기

구성 가능한 사용자 정의 파일 구조, 4 KB 최
대 데이터 크기

처리량 1.5 ms(일반적인500 명령어 프로그램의 경우)(1) 2 ms(일반적인 1 KB 워드 사용자 프로그램의 

경우)(2)
2 ms(일반적인 1 KB 워드 사용자 프로그램의 

경우)(2)

(1) 일반적인 프로그램에는 360 접점, 125 코일, 7 타이머, 3 카운터 및 5 비교 명령어가 포함됩니다.

(2) 일반적인 사용자 프로그램에는 비트, 타이머, 카운터, 연산 및 파일 명령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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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사양 및 인증

속성 1761 컨트롤러 1762 컨트롤러 1764 컨트롤러

작동 온도 수평 장착: 0~55°C 32~131°F

수직 장착(1) : 디지털 I/O의 경우 0°C...45 °C 
(32°F...113°F), 아날로그 I/O의 경우 
0°C...40°C(32°F...40.00°C)

(1) DC 입력 전압이 30°C(86°F)(30...26.4 V)에서 선형으로 낮아집니다.

0...55°C (32...131°F) 0...55°C (32...131°F)

보관 온도 -40...85°C (-40...185°F) -40...85°C (-40...185°F) -40...85°C (-40...185°F)(2)

(2) RTC 모듈의 배터리 수명을 최대화하기 위한(정상 작동/보관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5년) 권장 보관 온도는 -40...40°C(-40...104°F)입니다. 높은 온도에서는 배터리 수명

이 크게 단축됩니다. 1762-RTC, 1762-MM1RTC, 1764-RTC, 1764-MM1RTC 및 1764-MM2RTC 기기에 적용됩니다.

상대 습도 5...95%, 결로 없음 5...95%, 결로 없음 5...95%, 결로 없음

진동 작동: 
5 Hz...2 kHz, 0.381mm(0.015인치) peak-to-peak, 2.5 

g 패널 장착(3) , 축당 1시간

미작동: 
5 Hz...2 kHz, 0.762 mm(0.030인치) peak-to-peak, 
5g, 축당 1시간

(3) DIN 레일 장착 컨트롤러는 1g입니다.

10...500 Hz, 5 g, 0.030인치 최대 peak-to-peak, 
축당 2시간(릴레이 작동: 1.5 g)

10...500 Hz, 5g, 0.030인치  최대 peak-to-peak
(릴레이 작동: 2 g)

충격, 작동 10점 및 16점 컨트롤러: 
10 g 피크 가속(7.5 g DIN 레일 장착)(11 ± 1 ms 
기간) 각 방향, 각 축당 3회 32점 및 아날로그

컨트롤러: 
7.5 g 피크 가속(5.0 g DIN 레일 장착) (11 ± 1ms 
기간) 각 방향, 각 축당 3회

30g, 각 방향, 각 축당 3 펄스(릴레이 작동: 7g) 데이터 액세스 도구 미설치 시:
30 g 패널 장착(15 g DIN 레일 장착) 릴레이 
작동: 7.5 g 패널 장착(5 g DIN 레일 장착)

데이터 액세스 도구 설치 시:
20 g 패널 장착(15g DIN 레일 장착) 릴레이 
작동: 7.5 g 패널 장착(5 g DIN 레일 장착)

충격, 미작동 10점 및 16점 컨트롤러: 
20 g 피크 가속(11 ± 1 ms 기간), 각 방향, 
각 축당 3회

32점 및 아날로그 컨트롤러:
20 g 피크 가속(11 ± 1 ms 기간), 각 방향, 
각 축당 3회

50 g 패널 장착(40g DIN 레일 장착), 각 방향, 
각 축당 3 펄스

데이터 액세스 도구 미설치 시: 
40g 패널 장착(30 g DIN 레일 장착)

데이터 액세스 도구 설치 시: 
30 g 패널 장착(20 g DIN 레일 장착)

기관 인증 • Class 1, Division 2, Hazardous Locations에서의 사용을 위한 UL Listed Industrial Control Equipment, Groups A, B, C, D

• 캐나다에서의 사용을 위한 C-UL Listed Industrial Control Equipment

• 적용 가능한 모든 지침에 대해 CE 표시

• 적용 가능한 모든 법령에 대해 C-Tick 표시

전기/EMC 컨트롤러는 다음 수준에서 테스트 통과

ESD 내성 EN 61000-4-2
8 kV

EN 61000-4-2
4 kV 접점, 8 kV 에어, 4 kV 간접

방출 내성

방출 RF 내성 EN 61000-4-3
10 V/m, 27...1000 MHz, 3 V/m, 87...108 MHz, 
174...230 MHz, and 470...790 MHz

EN 61000-4-3
10 V/m, 80...1000 MHz, 80% 진폭 변조, +900 MHz 키 적용 캐리어

EFT/B(Electronic Fast 
Transient/Burst) 내성

EN 61000-4-4
전원 공급 장치, I/O: 2 kV 통신: 1 kV

EN 61000-4-4
전원 공급 장치, I/O: 2 kV, 5 kHz 통신 케이블: 1 kV, 5 kHz

서지 과도 내성 EN 61000-4-5
통신: 1 kV 갈바니 건
I/O: 2 kV CM(공통 단자 모드), 1 kV DM(차동 모드)
AC 전원 공급: 4 kV CM(공통 단자 모드), 
1 kV DM(차동 모드)

EN 61000-4-5
통신: 1 kV 갈바니 건
I/O: 2 kV CM(공통 단자 모드), 1kV DM(차동 모드)
AC 전원 공급: 4 kV CM(공통 단자 모드), 2 kV DM(차동 모드)
DC 전원 공급: 500 V CM(공통 단자 모드), 500 V DM(차동 모드)

전도 RF 내성 EN 61000-4-6
전원 공급 장치, I/O: 1 0V, 150kHz...30 MHz
통신 케이블 3 V

EN 61000-4-6
전원 공급 장치, I/O: 10 V 통신 케이블 3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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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 선택: MicroLogix 
1100 또는 1400 컨트롤러

기능, 프로그램 명령어, 컨트롤러 사양 및 컨트롤러 크기를 검토하여 필요한 
MicroLogix 컨트롤러 수준을 결정합니다.

기능

MicroLogix 컨트롤러 제품군 기능 비교표

단계 1 – 다음을 선택합니다.

• 컨트롤러 제품군 - 메모리, I/O, 추가된 기능, 
프로그램 명령어 및 크기 기준

• 향후의 확장 요구 사항 고려

• 온라인 편집 요구 사항 고려

• 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필요성 고려

컨트롤러 MicroLogix 1100 MicroLogix 1400
Bulletin Number 1763 1766
메모리(사용자 워드) 사용자 프로그램/사용자 데이터

1KB까지

6KB까지

7KB까지

8KB까지 4 KB/4 KB

14KB까지

20KB까지 10 KB/10 KB

온라인 편집 ✓ ✓

비휘발성 프로그램 및 데이터 배터리 백업 스태틱 RAM 배터리 백업 스태틱 RAM

메모리 모듈(프로그램 백업 및 전
송용)

옵션 옵션

I/O
최대 내장 디지털 I/O 16 32

내장 아날로그 I/O 모든 컨트롤러에 2개의  0...10 V DC 
입력

일부 컨틀롤러에 4개의 0...10 V DC 
입력

일부 컨트롤러에 2개의  0...10 V DC 
출력

최대 로컬 확장 I/O 144 256

열전쌍/RTD 확장 확장

부가 기능

트림 전위차계 2개 (디지털) 2개 (디지털)
PID 3 3

고속카운터(내장) 1개 @ 40 kHz 최대 6개 @ 100 kHz
RTC ✓ ✓

모션: 펄스폭 변조 2 @ 40 kHz 3 @ 40 kHz

모션: 펄스열 출력 2 @ 40 kHz 3 @ 100 kHz

데이터 액세스 도구 3 ✓

데이터 로깅 128 KB 128 KB

레시피 저장 데이터 로깅 메모리 64 KB까지 
사용

데이터 로깅 메모리 64 KB까지 
사용

부동 소수점 연산 ✓ ✓

프로그래밍
Windows - RSLogix 500 Software ✓ ✓

RSLogix Micro ✓ ✓

Hand-Held Programmer

통신
RS-232 Ports (1) 8핀 미니 DIN (1) 8핀 미니 DIN

(1) 9핀 D 쉘

DeviceNet P2P (Peer-to-Peer) 메시지, 
슬레이브 I/O

1761-NET-DNI 사용 1761-NET-DNI 사용

EtherNet/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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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령어

MicroLogix 컨트롤러는 어플리케이션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컨트롤러는 다음 유형의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 기본 명령어(예: Examine if On, Examine if Off)

• 데이터 비교 명령어(예: Equal, Greater than or Equal, Less than or 
Equal)

• 데이터 조작 명령어(예: Copy, Move)

• 연산 명령어(예: Add, Subtract, Multiply)

• 프로그램 흐름 제어 명령어(예: Jump, Subroutine)

• 어플리케이션 특정 명령어(예: Programmable Limit Switch, Sequencer)

• 고속 카운터 명령어

• 고속 펄스열 출력(PTO) 및 펄스폭 변호(PWM) 명령어

• ASCII를 포함한 통신 명령어

• 레시피 명령어

• 데이터 로깅 명령어

• LCD 명령어

• 삼각함수 명령어(MicroLogix 1400 컨트롤러에만 해당)

• 고급 연산 명령어(예: xy, compute - MicroLogix 1400 컨트롤러에만 해당)

• 고급 타이밍 명령어(예: 고속 클록 읽기, 시간 차이 계산 - MicroLogix 
1400 컨트롤러에만 해당)

웹 서버 기능 ✓ ✓

DH-485 Network with 1763-NC01 Network with 1763-NC01

SCADA RTU - DF1 반이중 마스터/슬
레이브 통신

✓ ✓

SCADA RTU - DF1 무선 모뎀 ✓ ✓

SCADA RTU - Modbus RTU 슬레이브 ✓ ✓

SCADA RTU - Modbus RTU 마스터 ✓ ✓

SCADA RTU - DNP3 슬레이브 ✓ ✓

ASCII - 읽기/쓰기 ✓ ✓

DNP3 over IP ✓

Modbus TCP/IP ✓

작동 전원

120/240V AC ✓ ✓

24V DC ✓ ✓

12V DC ✓

기관 인증

CE, C-Tick, UL 및 C-UL (Class I, 
Division 2 Hazardous Location 
포함)(1)

✓ ✓

(1) 준수성 선언, 인증서 및 기타 인증 세부 내용은 http://www.ab.com에서 제품 인증 링크를 참조

하십시오.

컨트롤러 MicroLogix 1100 MicroLogix 1400
Bulletin Number 1763 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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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 사양

컨트롤러 일반 사양

속성 MicroLogix 1100(Bulletin 1763) MicroLogix 1400(Bulletin 1766)

메모리 크기 및 유형 8 KB 배터리 백업 RAM:
4 KB사용자 프로그램,  4 KB사용자 데이터

20 KB 배터리 백업 RAM:
10 KB사용자 프로그램,  10 KB사용자 데이터

데이터 요소 구성 가능한 사용자 정의 파일 구조, 4 KB 
최대 데이터 크기

구성 가능한 사용자 정의 파일 구조, 10 KB 
최대 데이터 크기

처리량 1.5 ms(일반적인 1KB 워드 사용자 프로그

램의 경우)(1)
0.7 ms(일반적인 1KB 워드 사용자 프로그

램의 경우)(1)

(1) 일반적인 사용자 프로그램에는 비트, 타이머, 카운터, 연산 및 파일 명령어가 포함됩니다.

환경 사양 및 인증 

속성 1763 컨트롤러 1766 컨트롤러

작동 온도 -20...65°C (-4...149°F) -20...60°C (-4...140°F)

보관 온도 -40...85°C (-40...185°F) -40...85°C (-40...185°F)

상대 습도 5...95%, 결로 없음 5...95%, 결로 없음

진동 10...500 Hz, 5 g, 0.015인치. 
최대 peak-to-peak(릴레이 작동: 1.5 g)

100...500 Hz, 3 g, 0.015인치. 
최대 peak-to-peak

충격, 작동 30g, 각 방향, 각 축당 3 펄스

(릴레이 작동: 7 g)
30g, 각 방향, 각 축당 3 펄스

충격, 미작동 50 g 패널 장착(40 g Din 레일 
장착), 각 방향, 각 축당 3 펄스

50 g 패널 장착(40 g Din 레일 
장착), 각 방향, 각 축당 3 펄스

기관 인증 • Class 1, Division 2, Hazardous Locations에
서 사용하기 위한 UL Listed Industrial 
Control Equipment, Groups A, B, C, D

• 캐나다에서의 사용을 위한 C-UL Listed 
Industrial Control Equipment

• 적용 가능한 모든 지침에 대해 CE 표시

• 적용 가능한 모든 법령에 대해 C-Tick 
표시

• Class 1, Division 2, Hazardous Locations에
서의 사용을 위한 UL Listed Industrial 
Control Equipment, Groups A, B, C, D

• 캐나다에서 사용을 위한 C-UL 등재 산
업용 제어 장치

• 적용 가능한 모든 지침에 대해 CE 표시

• 적용 가능한 모든 법령에 대해 C-Tick 
표시

전기/EMC

ESD 내성 EN 61000-4-2
4 kV 접점, 8 kV 에어, 4 kV 간접

EN 61000-4-2
4 kV 접점, 8 kV 에어

방출 내성 ENV 50204
10 V/m, 1000 MHz

방출 RF 내성 EN 61000-4-3
10 V/m, 26...1000 MHz(또는 80...1000 MHz), 
80% 진폭 변조, +900 MHz 키 적용 캐리어

EN 61000-4-3
10 V/m, 26...1000 MHz(또는 80...1000 MHz), 
80% 진폭 변조, +900 MHz 키 적용 캐리어

ESD 내성 EN 61000-4-2
4 kV 접점, 8 kV 에어, 4 kV 간접

EN 61000-4-2
4 kV 접점, 8 kV 에어

EFT/B(Electronic Fast 
Transient/Burst) 내성

EN 61000-4-4
2 kV, 5 kHz 
EtherNet,  RS-232 및 RS-485 등의 통신 
케이블: 1 kV, 5 kHz

EN 61000-4-4
2 kV, 5 kHz
EtherNet, RS-232 및 RS-485 등의 통신 
케이블: 1 kV, 5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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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 치수

MicroLogix 1000 컨트롤러

치수는 밀리미터(인치) 단위입니다.

컨트롤러 간격 = 모든 측면에서 50 mm(적절한 통풍을 위해)

MicroLogix 컨트롤러 치수

서지 과도 내성 EN 61000-4-5
비차폐 통신 케이블: 2 kV CM(공통 단자 
모드), 1 kV DM(차동 모드)
차폐 통신 케이블: 1 kV 갈바니 건

I/O: 2 kV CM(공통 단자 모드), 1 kV DM(차동 
모드)

AC 전원 공급 입력: 4 kV CM(공통 단자 모
드), 2 kV DM(차동 모드)

DC 전원 공급 입력: 500 V CM(공통 단자 모
드), 500 V DM(차동 모드)

AC/DC 보조 출력: 500V CM(공통 단자 모드), 
500 V DM(차동 모드)

EN 61000-4-5
AC 전원 포트에서 ±1 kV 라인-라인(DM) 및 
±2 kV 라인-접지(CM)
신호 포트에서 ± 1 kV 라인-라인(DM) 및 ±2 
kV 라인-접지(CM)
통신 포트에서 ± 1kV 라인-접지(CM)

전도 RF 내성 EN 61000-4-6
10 V, 150 kHz...80 MHz

EN 61000-4-6
10 V, 150 kHz...80 MHz

전도 방출 EN 55011
AC 전원 공급 입력: 150 kHz...30 MHz

EN 55011
AC 전원 공급 입력: 150 kHz...30 MHz

방출 EN 55011
30...1000 MHz

EN 55011
30...1000 MHz

속성 1763 컨트롤러 1766 컨트롤러

80 (3.15)

120
(4.72)

80 (3.15)

133
(5.24)

80 (3.15)

200
(7.87)

1761-L16AWA1761-L10BWA, 1761-L10BWB, 1761-L10BXB, 
1761-L16BBB, 1761-L16BWA, 1761-L16BWB, 
1761-L16NWA, 1761-L16NWB

1761-L20AWA,1761 -L20BWA, 1761-L20BWB, 
1761-L32AWA,1761 -L32BWA, 1761-L32AAA, 
1761-L32BBB, 1761-L32B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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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100 컨트롤러

치수는 밀리미터(인치) 단위입니다.

컨트롤러 간격 = 모든 측면에서 50 mm(적절한 통풍을 위해)

MicroLogix 1100 컨트롤러 치수도

MicroLogix 1100 컨트롤러 치수

 
80 (3.15)80 (3.15)

MicroLogix 1000 DIN Rail Dimensions

73
(2.87)

40
(1.57)

33 (1.3)

16 (0.63)

84 (3.3)DIN 레일

1761-L10BWA, 1761-L16AWA, 1761-L16BWA, 
1761-L16NWA, 1761-L20AWA, 1761-L20BWA, 
1761-L32AWA, 1761-L32BWA, 1761-L32AAA

1761-L10BWB, 1761-L16BWB, 
1761-L16BBB, 1761-L16NWB, 
1761-L20BWB, 1761-L32BWB, 
1761-L32BBB

치수 1763-L16AWA, 1763-L16BWA, 1763-L16BBB, 1763-L16DWD

A 90 mm (3.5인치)

B 110 mm (4.33인치)

C 87 mm (3.43인치)

C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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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확장 I/O 모듈 치수도

1762 확장 I/O 치수

컨트롤러 간격

컨트롤러는 확장 I/O를 컨트롤러 오른쪽에 배치하여 수평으로 장착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적절한 통풍을 위해 오른쪽을 제외한 모든 측면에 50 mm(2인
치)의 간격을 둡니다.

치수 확장 I/O 모듈

A 90 mm (3.5인치)

B 40 mm (1.57인치)

C 87 mm (3.43인치)

A

B

C

ESC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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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 레일 장착

래치는 개방 위치에서 최대 14 mm(0.55인치)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컨트

롤러를 제거하려면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컨트롤러는 EN50022-35 x 
7.5 또는 EN50022-35 x 15 DIN 레일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DIN 레일 장착 
치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DIN 레일 장착 치수

MicroLogix 1200 컨트롤러

치수는 밀리미터(인치) 단위입니다.

컨트롤러 간격 = 모든 측면에서 50 mm(적절한 통풍을 위해)

MicroLogix 1200 컨트롤러 치수도

치수 높이

A 90 mm (3.5인치)

B 27.5 mm (1.08인치)

C 27.5 mm (1.08인치)

A

B

C

C

B

A

C

BA

1762-L24AWA, 1762-L24BWA, 1762-L24BXB
1762-L24AWAR, 1762-L24BWAR, 1762-L24BXBR

1762-L40AWA, 1762-L40BWA, 1762-L40BXB
1762-L24AWAR, 1762-L24BWAR, 1762-L24BX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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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확장 I/O 치수

MicroLogix 1200 시스템 장착 치수

컨트롤러 치수

치수
1762-L24AWA
1762-L24AWAR

1762-L24BWA
1762-L24BWAR

1762-L24BXB
1762-L24BXBR

1762-L40AWA
1762-L40AWAR

1762-L40BWA
1762-L40BWAR

1762-L40BXB
1762-L40BXBR

A 90 mm (3.5인치) 90 mm (3.5인치)

B 110 mm (4.33인치) 160 mm (6.30인치)

C 87 mm (3.43인치) 87 mm (3.43인치)

A

B

C

1762 I/O 치수

치수 확장 I/O 모듈

A 90 mm (3.5인치)

B 40 mm (1.57인치)

C 87 mm (3.43인치)

   90
(3.54)

 100
(3.94)

 40.4
(1.59)

A
B

 40.4
(1.59)

 14.5
(0.57)

MicroLogix
1200 17

62
 I/

O

17
62

 I/
O

17
62

 I/
O

모듈이 2개를 초과하는 경우: (모듈 수 - 1) x 40 mm(1.58인치) 

중요: 모든 치수는 mm(인치)
입니다. 구멍 간격 오차 허용 
범위: ±0.4 mm(0.016인치)

A = 95.86mm (3.774인치)
1762-L24AWA, 1762-L24BWA, 1762-L24BXB
1762-L24AWAR, 1762-L24BWAR, 1762-L24BXBR

B = 145.8 mm (5.739인치)
1762-L40AWA, 1762-L40BWA, 1762-L40BXB
1762-L40AWAR, 1762-L40BWAR, 1762-L40BX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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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400 컨트롤러

치수는 밀리미터(인치) 단위입니다.

컨트롤러 간격 = 모든 측면에서 50 mm (적절한 통풍을 위해 DIN 레일 장착 
치수에 대해서는 2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MicroLogix 1400 컨트롤러 치수도

컨트롤러 치수

치수 높이

A 90 mm (3.5인치)

B 180 mm (7.08인치)

C 87 mm (3.43 인치)

C

B
A

1766-L32BWA, 1766-L32AWA, 1766-L32BXB, 
1766-L32BWAA, 1766-L32AWAA, 1766-L32BX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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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확장 I/O 치수

MicroLogix 1400 시스템 장착 치수

A

B

C

1762 I/O 치수

치수 확장 I/O 모듈

A 90 mm (3.5인치)

B 40 mm (1.57인치)

C 87 mm (3.43인치)

1766-L32AWA, 1766-L32AWAA
1766-L32BWA, 1766-L32BWAA
1766-L32BXB, 1766-L32BXBA

100.0 mm
(3.93 )

180.0 mm
(7.08 )

165.8 mm
(6.52 )

25.81 mm
(1.016 )

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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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500 컨트롤러

치수는 밀리미터(인치) 단위입니다. 

구멍 간격 오차 허용 범위: ±0.04 mm(0.016인치)

컨트롤러 간격 = 모든 측면에서 50 mm (적절한 통풍을 위해)

MicroLogix 1500 베이스 유닛과 프로세서로 구성된 콤팩트 I/O 시스템

13
2 m

m 
 (5

.19
)

14
7.4

 m
m 

 (5
.81

)

14.7 mm
(0.58 )

35 mm
(1.38 )

168 mm
(6.62 )

147 mm
(5.79 )

35 mm
(1.38 )

13.5 mm
(0.53 )

59
 m

m
(2.

32
)

59
 m

m
(2.

32
)

11
8 m

m 
 (4

.65
)

12
2.6

 m
m 

 (4
.83

)

28.5 mm
(1.12 )

DIN 레일 
중심선

장착 구멍 치수

컨트롤러 깊이 = 87 mm(3.43인치)



Publication 1761-SG001F-KO-P  2011년 3월

제품군 선택: MicroLogix 1100 또는 1400 컨트롤러     33

전원 공급 장치, 증설 케이블 및 종단캡으로 구성된 확장 뱅크

단일 너비 및 1과 1/2 너비 모듈의 간격

치수 템플릿을 사용한 패널 장착

단일 너비(예: 1769-IQ16 모듈) 및 1과 1/2 너비 모듈(예: 1769-OA16 모듈)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17.5 mm(0.689인치) 간격으로 구멍을 배치합니다.

14.7 mm
(0.58 )

35 mm
(1.38 )

35 mm
(1.38 )

28.5 mm
(1.12 )

35 mm
(1.38 )

70 mm
(2.76 )

35 mm
(1.38 )

35 mm
(1.38 )

35 mm
(1.38 )

59
 m

m
(2.

32
)

59
 m

m
(2.

32
)

12
2.6

 m
m 

 (4
.83

)

11
8 m

m 
 (4

.65
)

14
7.4

 m
m 

 (5
.81

)

13
2 m

m 
 (5

.19
)

DIN 레일 
중심선

장착 구멍 치수

컨트롤러 깊이 = 87 mm(3.43인치)
증설 케이블 커넥터 및 종단캡은 치수가 동일합니다.

Ho
st

 C
on

tro
lle

r

단일 너비 모듈의 간격 35 mm(1.378인치)

컨트롤러에서 첫 번째 I/O 장착 구멍까지의 간격 35 mm(1.378인치)

1과 1/2 모듈의 간격 52.5 mm(2.067인치)

중요 전체 구멍 간격 오차 허용 범위: ±0.4 mm(0.016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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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방식 선택 통신 네트워크

MicroLogix 컨트롤러에서는 필요에 가장 적합한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습

니다.

• 0 채널 절연 RS-232/RS-485 겸용 포트(MicroLogix 1100 및 1400 컨트

롤러에만 해당)

• EtherNet/IP 포트(MicroLogix 1100 및 1400 컨트롤러에만 해당)

• DNP3 over IP(MicroLogix 1400 컨트롤러 전용)

• Modbus TCP/IP(MicroLogix 1400 컨트롤러 전용)

• RS-232 통신:

– 300, 600, 1200, 4800, 9600 bps, 19.2 및 38.4 Kbps

– RTS/CTS 하드웨어 핸드셰이크 신호

– 각각 1761-NET-AIC, 1761-NET-DNI 및 1761-NET-ENI 인터페이

스 모듈을 통해 DH-485, DeviceNet 및 이더넷 네트워크에 연결

(MicroLogix 1500 컨트롤러는 1769-SDN DeviceNet 스캐너 모듈을 
통해 DeviceNet에도 연결)

– 원격 통신을 위해 모뎀에 연결

– ASCII 메시지는 전화 접속 기능 제공(MicroLogix 1000 컨트롤러 
제외)

– DF1 반이중 슬레이브 통신

– DF1 반이중 마스터 통신 (MicroLogix 1000 컨트롤러 제외)

– DNP3 슬레이브(MicroLogix 1400 컨트롤러에만 해당)

– 1761-NET-AIC 모듈을 통한 Modbus RTU 마스터/슬레이브

(MicroLogix 1100 및 1400 컨트롤러는 0 채널에 대한 1763-NC01 
케이블을 통해 Modbus RTU 마스터/슬레이브에 직접 연결)

단계 2 – 다음을 선택합니다.

• 통신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에 따라

• 통신 인터페이스 기기  필요한 경우

• 선택 레코드 (86 페이지)부터 시작)에 선택 
사항 기록

중요
MicroLogix 제품군의 1100과 1400 모델은 네트워크 인터페이

스용 24 V DC 전원을 공급하지 않으며, 다른 MicroLogix 모델

은 모두 공급합니다. 1761-NET-AIC 또는 1761-NET-ENI 또는 
1761-NET-ENIW 모듈을 MicroLogix 1100 및 1400 컨트롤러와 함
께 사용할 경우 24 V DC 공통 단자 전원이 공급되어야 합니

다. MicroLogix 1100 및 1400 컨트롤러는 24 V DC 통신 전원에 
대해 다른 MicroLogix 컨트롤러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핀
을 사용하여 RS-485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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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컨트롤러 네트워크 옵션(별도로 기재된 경우 이외에는 RS-232)

어플리케이션 요구 사항 사용할 네트워크

• 원격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전화 접속 모뎀에 연결

• SCADA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임대선 또는 무선 모뎀에 연결

• RTU(원격 터미널 유닛) 기능

• 프로그램 업로드, 다운로드 및 모니터링

DF1 전이중 통신

DF1 반이중 슬레이브/마스터 통신

DF1 무선 모뎀

•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통해 플랜트 전체 및 작업장 단위로 데이터 공유

• 32개 컨트롤러가 데이터 공유

• P2P (Peer-to-Peer) 통신

• 프로그램 업로드, 다운로드 및 모니터링

• Allen-Bradley의 여러 HMI 기기와 호환성

1763-NC01 케이블을 사용하여 0 채널 RS-485 포트를 통해 직접 DH-485(1)

1761-NET-AIC Advanced Interface Converter를 통한 DH-485(2)

(1) MicroLogix 1100 및 1400 컨트롤러에만 해당합니다.

(2) MicroLogix 1100 및 1400 컨트롤러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치용 24V DC 전원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외부 24V DC 모듈 전원을 공급해야 합니다.

• 64개 기기가 데이터 공유

• 데이터 수집 및 폴트 검출 능력을 높이기 위한 향상된 진단

• 종래의 직접 배선(hard-wired) 시스템에 비해 배선 절감 및 스타트업 시간 단축

• 프로그램 업로드, 다운로드 및 모니터링

• P2P (Peer-to-Peer) 통신

• 공장 현장 컨트롤러에 직접 저수준 다중 공급자 기기 연결(1769-SDN 스캐너 사용 시)

1761-NET-DNI DeviceNet 인터페이스를 통한 DeviceNet

• 프로그램 업로드, 다운로드 및 모니터링

• P2P (Peer-to-Peer) 통신

• 이메일 통신

• 상태 표시기가 내장된 10/100 Base-T 포트

• 1761-NET-ENIW 모듈을 통한 웹 서버 기능

1 1 채널0/100Mbps 통신 포트를 통해 EtherNet/IP 네트워크에 직접(3)

1761-NET-ENI 이더넷 인터페이스 또는 1761-NET-ENIW 웹 지원 이더넷 인

터페이스를 통한 EtherNet/IP 네트워크(2)

(3) MicroLogix 1100 및 1400 컨트롤러를 통한 직접 EtherNet/IP 연결은 이메일 통신 지원과 웹 서버 기능을 제공합니다.

• SCADA 시스템에서 원격 데이터 수집을 위해 타사 기기에 연결(예를 들어 전화 모뎀, 
무선 모뎀 및 임대 전용회선)

• RTU(원격 터미널 유닛) 기능

1763-NC01 케이블을 사용하여 채널 RS-485 포트를 통한 Modbus RTU 마

스터 슬레이브(2)

1761-NET-AIC Advanced Interface Converter를 통한 Modbus RTU 슬레이브(2)

1761-NET-AIC Advanced Interface Converter를 통한 Modbus RTU 마스터(2)

RS-232를 통한 DNP3 슬레이브(4)

DNP3 over IP(4)

Modbus TCP/IP(4)

(4) MicroLogix 1400 컨트롤러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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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기기

다음 정보는 MicroLogix 인터페이스 모듈의 기능을 설명하는 정보입니다.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MicroLogix 1100 및 1400 통신 포트의 내장된 
RS-485 및 Ethernet/IP 기능이 1761-NET-AIC, 1761-NET-ENI 및 
1761-NET ENIW(또는 AIC+, ENI 및 ENIW) 모듈을 대체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기기는 패널 또는 DIN 레일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AIC+ Advanced Interface Converter(제품 번호 1761-NET-AIC)

AIC+는 다음과 같은 시리얼, 반이중 통신, 멀티드롭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절
연된 RS-232 - RS-485 전기 신호 컨버터입니다.

• DH-485

• DF1 반이중 마스터/슬레이브 통신

• Modbus RTU(단일 마스터가 최대 31개의 슬레이브 기기와 통신 가능)

RS-232 포트는 두 기기 간 점대점 (point-to-point) 방식으로만 연결할 수 있으

므로, MicroLogix 컨트롤러가 이들 프로토콜 중 하나로 연결되고,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기기와 통신해야 할 경우에는 AIC+(또는 비슷한 기기)가 필요합

니다. 또한 AIC+는 더 안정적인 네트워크와 연결 기기 보호를 위해 각각의 
세 점 사이에 전기 절연을 제공합니다. 

1763-NC01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MicroLogix 1100 및 1400 컨트롤러는 
0 채널 겸용 포트에서 직접 RS-485 네트워크에 절연된 연결을 제공합니다.

모든 MicroLogix 컨트롤러는 AIC+의 두 RS-232 포트 중 하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MicroLogix 컨트롤러의 0 채널을 AIC+의 포트 2(RS-232 8핀 미니 
DIN)에 연결하면 인터페이스 모듈은 MicroLogix 컨트롤러에서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MicroLogix 1100 및 1400 컨트롤러의 사용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경우에서는 외부 24V DC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해 AIC+에 전원을 공급

해야 합니다. AIC+는 다른 모든 Allen-Bradley 컨트롤러 또는 RS-232 포트가 
있는 터미널에 대해 포트 절연기 및 RS-232 - RS-485 컨버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IC+는 프로토콜 컨버터가 아니므로 하나의 AIC+(또는 AIC+의 네트워크)
에 연결된 모든 기기는 동일한 통신 프로토콜로 구성해야 합니다.

DH-485 네트워크 사양

속성 1761-NET-AIC

최대 노드 수 멀티드롭 네트워크당 32개

최대 길이 멀티드롭 네트워크당 1219 m(4000 ft)



Publication 1761-SG001F-KO-P  2011년 3월

통신 방식 선택     37

DNI DeviceNet 인터페이스(1761-NET-DNI)

DNI 기능

• DF1 전이중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Allen-Bradley 컨트롤러와 기타 
기기 간의 P2P (Peer-to-Peer) 메시지

• DeviceNet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그래밍 및 온라인 모니터링

• 모뎀에 연결된 DNI를 사용하여 DeviceNet의 다른 모든 DNI 컨트롤

러 조합에 전화 접속 가능

• 다른 DeviceNet 제품이 언제라도 DNI로 명시적(Get 또는 Set) 메시지 
전송 가능

• 컨트롤러가 DeviceNet에서 UCMM(Unconnected Message Manager) 
호환 기기에 명시적 메시지 초기화 가능

DeviceNet 사양

웹 서버 기능((1761-NET-ENIW)을 가진 ENI 이더넷 인터페이스

(1761-NET-ENI) 및 ENIW 이더넷 인터페이스

ENI는 모든 MicroLogix 컨트롤러 및 다른 DF1 전이중 통신 기기에 대해 
EtherNet/IP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ENI를 사용하면 MicroLogix 컨트롤러를 
손쉽게 기존의 또는 새로운 이더넷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업데이

터/다운로드하고, 컨트롤러 사이에서 통신하고, SMTP(simple mail transport 
protocol)를 통해 메일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ENIW는 웹 서버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 구성 가능한 데이터 기술로 4개의 
표준 데이터 웹 페이지와 10개의 사용자 구성 가능한 웹 페이지 링크를 
ENIW 홈 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MicroLogix 1100 및 1400 컨트롤러는 1 채널을 통해 직접 EtherNet/IP 
연결, 웹 서버 및 이메일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더넷 사양

속성 1761-NET-DNI

최대 노드 수 64개

최대 길이 500 m @ 125 Kbps 또는 100 m @ 500 Kbps

DeviceNet 기관 인증 ODVA 준수 2.0-A12

속성 1761-NET-ENI

통신 속도 100 MHz(시리얼 C 및 D), 10 MHz(시리얼 A 및 B)

커넥터 100Base-T(시리얼 C 및 D), 10Base-T(시리얼 A 및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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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 DNI 및 ENI /ENIW 사양

네트워크 모듈 사양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기기 치수

속성 1761-NET-AIC 1761-NET-DNI 1761-NET-ENI, 1761-NET-ENIW

전원 공급 장치 DC 전압 범위(1)

(1) 기기를 MicroLogix 1000, 1200 또는 1500 컨트롤러에 연결하면 MicroLogix 컨트롤러의 통신 포트를 통해 전원이 공급됩니다. MicroLogix 1100 및 1400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외부 24 V DC 모듈 전원을 공급해야 합니다.

20.4...28.8 V DC 11...25 V DC 20.4...26.4 V DC

24V에서 백플레인 전류(mA) 120 mA 200 mA 50 mA

최대 돌입 전류 200 mA 400 mA 200 mA

절연 전압 1분 동안 500 V DC 1분 동안 500V DC 1분 동안 710 V DC

작동 온도 0...60°C(32...140°F)

보관 온도 -40...85°C(-40...185°F)

상대 습도 5...95% 결로 없음

진동 작동: 10...500 Hz, 5.0 g, 0.030인치 
peak-to-peak, 각 축당 2시간

작동: 5...2000 Hz, 2.5 g, 0.015인치 
peak-to-peak, 각 축당 1시간

미작동: 5...2000 Hz, 5.0 g, 0.030인치 
peak-to-peak, 각 축당 1시간

작동: 10...500 Hz, 5.0 g, 0.030인치 
peak-to-peak, 각 축당 2시간

충격, 작동 30 g, 각 축당 ±3회 30 g, 각 축당 ±3회 30 g, 각 축당 ±3회

충격, 미작동 50 g, 각 축당 ±3회 50 g, 각 축당 ±3회 35 g (DIN 레일 장착) 50 g(패널 장착) 각 
축당 ±3회

인증 • Class 1, Division 2, Hazardous Locations에서 사용하기 위한 UL Listed Industrial Control Equipment, Groups A, B, C, D

• 캐나다에서의 사용을 위한 C-UL Listed Industrial Control Equipment

• 적용 가능한 모든 지침에 대해 CE 표시

• 적용 가능한 모든 법령에 대해 C-Tick 표시

27.7 mm
(1.09 )

107 mm
(4.20 )

118 mm
(4.64 )

52.07 mm
(2.05 )

6.6 mm
(0.26 )

AIC+ only

64.8 mm
(2.55 )

71.4 mm
(2.81 ) AIC

설치 및 제거 중 DIN 레일 래치 
이동을 위해 15mm(0.6인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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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도구 및 
소프트웨어 선택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RSLogix 500 및 RSLogix Micro 래더 로직 프로그래밍 패키지는 성능을 극대

화하고, 프로젝트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들 제품은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RSLogix 
500 소프트웨어는 SLC 500 및 MicroLogix 컨트롤러 제품군 모두의 프로그래

밍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RSLogix Micro 소프트웨어는 MicroLogix 컨트롤

러 제품군 프로그래밍 전용입니다.

Hand-Held Programmer (MicroLogix 1000 컨트롤러 전용)

1761-HHP-B30을 사용하면 MicroLogix 1000 컨트롤러에 대한 명령어 리스

트(부울) 프로그램을 작성, 편집, 모니터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치에서 착탈식 메모리 모듈(옵션)의 사용을 통해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개의 메모리 모듈이 있습니다.

• 1761-HHM-K08 - 8 KB, 1개의 프로그램 저장

• 1761-HHM-K64 - 64 KB, 8개의 프로그램 저장

단계 3 – 다음을 선택합니다.

• 프로그래밍 도구 옵션 메모리 모듈이 
사용된 Hand-Held Programmer(MicroLogix 
1000 컨트롤러에만 사용 가능)

•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RSLogix 패키지

• 선택 레코드(86 페이지부터 시작)에 선택 
사항 기록

RSLogix 500 및 RSLogix Micro 선택표

제품 번호 설명

9324-RL0100ENE MicroLogix 컨트롤러 제품군용 RSLogix 500 Starter Edition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CD-ROM)

9324-RL0300ENE SLC 500 및 MicroLogix 컨트롤러 제품군용 RSLogix 500 Standard Edition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CD-ROM)

9324-RL0700NXENE RSLogix 500 Professional Edition. CD-ROM에는 RSLogix Emulate 500, RSNetworx for 
DeviceNet 그리고 RSNetworx for ControlNet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습니다.

9324-RLM0100ENE RSLogix Micro Starter 소프트웨어

9324-RLM0800ENE RSLogix Micro Developer 소프트웨어

TIP RSLogix Micro Starter 소프트웨어 무료 버전 다운로드

이제 무료 RSLogix Micro Starter Lite 소프트웨어 및 RSLinx Lite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모든 MicroLogix 1000 및 
MicroLogix 1100 컨트롤러를 프로그래밍, 업로드 및 다운로

드할 수 있습니다. 

RSLogix Micro Starter Lite 소프트웨어는 RSLinx Lite 소프트웨어

와 함께 사용할 경우 모든 MicroLogix 1000 및 MicroLogix 1100 
컨트롤러에서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ab.com/programmablecontrol/plc/micrologix/downloads.ht
ml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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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및 프로그래밍 
케이블 선택

케이블은 MicroLogix 컨트롤러와 기타 기기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몇 가지 
길이와 커넥터 스타일로 제공됩니다. MicroLogix 1200 컨트롤러에는 모든 
1761 케이블의 시리얼 C 버전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케이블 선택

컨트롤러 및 PC 포트 식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기기 통신 포트 식별

단계 4 – 다음을 선택합니다.

• 케이블  기기 포트 식별을 검토하여 선택 
차트에서 케이블 찾기

• 선택 레코드(86 페이지부터 시작)에 선택 
사항 기록

기기 통신 포트 설명 커넥터 타입

MicroLogix 1000 통신 기기용 24 V DC 전원을 사용하는 통신 포트(0 채널) 8핀 미니 DIN

MicroLogix 1100 RS-232/RS-485 통신 포트(0 채널, 통신 인터페이스 모듈용 24V DC 전원 없음) 8핀 미니 DIN(절연)

10/100 Mbps EtherNet/IP 통신 포트(1 채널) RJ-45

MicroLogix 1200 통신 기기용 24 V DC 전원을 사용하는 통신 포트(0 채널) 8핀 미니 DIN

MicroLogix 1200R 프로그래밍/HMI 포트(24 V DC 전원 없음) 8핀 미니 DIN

MicroLogix 1400 RS-232/RS-485 통신 포트(0 채널, 통신 인터페이스 모듈용 24V DC 전원 없음) 8핀 미니 DIN(절연)

10/100 Mbps EtherNet/IP 통신 포트(1 채널) RJ-45

통신 포트(2 채널) 9핀 D 쉘

MicroLogix 1500 베이스 유닛 통신 기기용 24 V DC 전원을 사용하는 통신 포트(0 채널) 8핀 미니 DIN

1764-LRP 프로세서 장착 
MicroLogix 1500

프로세서 통신 포트(1 채널) 9핀 D 쉘(절연)

PC PC 시리얼 포트 통신 9핀 D 쉘

PC 이더넷 통신 포트 RJ-45

중요
AIC+는 컨트롤러 및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 기기가 같은 
전원 공급을 사용하지 않을 때 절연용으로 권장됩니다.

NODE

DANGER

GND

TX/RX

V±

CAN_L

SHIELD
CAN_H

V+

NET

MOD

ETHERNET

FAULT

RS232

NET

TX/RX
TX/RX

PWR

CABLE

EXTERNAL

IP

RS-232
8   DINEthernet

RS-232
8   DIN

RS-232
8   DIN

RS-232
9  D 

DeviceNet

DH-485

AIC+ DNI ENI/EN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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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케이블 선택표

프로그래밍 케이블 선택

프로그래밍 케이블 선택표 - 기기를 컨트롤러로 프로그래밍

1747-UIC USB - DH-485 인터페이스 컨버터

이 기기를 사용하면 USB 포트가 있는 컴퓨터가 SLC 500의 DH-485 포트, 
MicroLogix 또는 기타 로크웰 오토메이션 컨트롤러, PanelView 터미널과 인
터페이스할 수 있습니다. 1747-UIC에는 RS-232 및 RS-485 포트와 USB 커넥

터가 있습니다. RS-232 포트를 사용하여 SLC 5/03, 5/04, 5/05(0 채널), 
MicroLogix, CompactLogix, FlexLogix, ControlLogix 컨트롤러, PanelView 
300 이상 터미널 또는 AIC+ 인터페이스에 연결합니다. RS-485 포트를 사용

하여 SLC 5/01, 5/02, 5/03 컨트롤러(1 채널), PanelView 300 이상 또는 
1747-AIC isolated link coupler에 연결합니다.

USB - DH-485 인터페이스 컨버터 사양 

커넥터 길이 제품 번호 커넥터 길이 제품 번호

8핀 미니 DIN - 8핀 미니 DIN 0.5 m (1.5 ft) 1761-CBL-AM00(1) 8핀 미니 DIN - 9핀 D 쉘 5 m (16 ft) 2711-CBL-PM05

8핀 미니 DIN - 8핀 미니 DIN 2 m (6.5 ft) 1761-CBL-HM02(1) 8핀 미니 DIN - 9핀 D 쉘 10 m (32 ft) 2711-CBL-PM10

8핀 미니 DIN - 8핀 미니 DIN 5 m (16 ft) 2711-CBL-HM05 6핀 Phoenix - RJ45(DH-485) 3 m (10 ft) 1761-CBL-AS03

8핀 미니 DIN - 8핀 미니 DIN 10 m (32 ft) 2711-CBL-HM10 6핀 Phoenix - RJ45(DH-485) 9 m (30 ft) 1761-CBL-AS09

9핀 D 쉘 - 9핀 D 쉘 0.5 m (1.5 ft) 1761-CBL-AC00 8핀 미니 DIN - 8핀 미니 DIN 15 m (49.2 ft) 2707-NC9(1)

9핀 D 쉘 - 9핀 D 쉘 3 m (10 ft) 1747-CP3 8핀 미니 DIN - 6핀 DH-485 단자 30 cm (11.8in.) 1763-NC01 시리얼 A

8핀 미니 DIN - 9핀 D 쉘 0.5 m (1.5 ft) 1761-CBL-AP00(1) RJ-45 - RJ-45 최대 100 m(328ft) 이더넷 케이블(2) 

8핀 미니 DIN - 9핀 D 쉘 2 m (6.5 ft) 1761-CBL-PM02(1)

(1) Class 1 Div 2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시리얼 C 이상

(2) 시판 제품

프로그래밍 기기

MicroLogix 1000, 1100, 1200, 1400 및 1500 
0 채널(8핀 미니 DIN)
MicroLogix 1200 프로그래밍/HMI 포트
(8핀 미니 DIN) MicroLogix 1100 및 1400 1 채널(RJ-45)

MicroLogix 1400 2 채널
1764-LRP 프로세서 장착 MicroLogix 
1500 1 채널(9핀 RS-232)

제품 번호 길이 제품 번호 길이 제품 번호 길이

PC(9핀 D 쉘) 1761-CBL-PM02 2 m (6.5 ft) — 1747-CP3 3m (10 ft)

PC(RJ-45) — 이더넷 케이블(1)

(1) 시판 제품

최대 100 m(328ft) —
Hand-Held Programmer(1761-HHP) 1761-CBL-HM02 2 m (6.5 ft) — —

제품 번호 1747-UIC 

USB 소비 전력 <100mA(저전력)

USB 속도 USB 1.1 (12 Mbps)

DH-485 보드 레이트 19.2 K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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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케이블 선택표 - AIC+에 대한 프로그래밍 기기(DH-485에만 해당)

MicroLogix 1000 컨트롤러 
선택

MicroLogix 1000 컨트롤러 제품 번호 세부 사항

MicroLogix 1000 컨트롤러 전원 및 I/O 구성

프로그래밍 기기

1747-UIC USB - DH-485 인터페이스 컨버터를 통한 
1761-NET-AIC(8핀 미니 DIN) - PC

1747-UIC USB - DH-485 인터페이스 컨버터를 통한 
1761-NET-AIC(9핀 D 쉘) - PC

제품 번호 길이 제품 번호 길이

PC(USB 포트) 1761-CBL-PM02 2 m (6.5 ft) 1747-CP3 3 m (10 ft)

단계 5 – 다음을 선택합니다.

• 컨트롤러  전원 및 I/O 구성을 검토하여 
컨트롤러 제품 번호 선택, 자세한 정보는 
전원 공급 장치 및 I/O 사양 참조

• 선택 레코드(86 페이지부터 시작)에 선택 
사항 기록

1761  -  L    20  A  W   A  -  5   A

아날로그 I/O

아날로그 회로:
입력 4개, 출력 1개

전원 공급 장치
A = 120/240V AC
B = 24V DC

출력 형식: 
B = 24V DC
W = 릴레이

X = 릴레이 및 24V DC FET

Bulletin Number

베이스 유닛

I/O 수

입력 형식:
 A = 120V AC

B = 24V DC
N = 24V AC or 24V DC

제품 번호 입력 선간 전압 입력 수 출력 수(1)

(1) 기기당 두 개의 개별적으로 절연된 릴레이

고속 I/O

1761-L16AWA 120/240 V AC (10) 120 V AC (6) 릴레이 해당 없음

1761-L32AWA 120/240 V AC (20) 120 V AC (12) 릴레이 해당 없음

1761-L20AWA-5A 120/240 V AC (12) 120 V AC, (4) 아날로그 (8) 릴레이, (1) 아날로그 해당 없음

1761-L32AAA 120/240 V AC (20) 120 V AC (10) 트라이액, (2) 릴레이 해당 없음

1761-L16NWA 120/240 V AC (10) 24 V AC 또는 DC (6) 릴레이 해당 없음

1761-L10BWA 120/240 V AC (6) 24 V DC (4) 릴레이 (1) 6.6 kHz 입력

1761-L16BWA 120/240 V AC (10) 24 V DC (6) 릴레이 (1) 6.6 kHz 입력

1761-L20BWA-5A 120/240 V AC (12) 24 V DC, (4) 아날로그 (8) 릴레이, (1) 아날로그 (1) 6.6 kHz 입력

1761-L32BWA 120/240 V AC (20) 24 V DC (12) 릴레이 (1) 6.6 kHz 입력

1761-L10BWB 24 V DC (6) 24 V DC (4) 릴레이 (1) 6.6 kHz 입력

1761-L16BWB 24 V DC (10) 24 V DC (6) 릴레이 (1) 6.6 kHz 입력

1761-L20BWB-5A 24 V DC (12) 24 V DC (8) 릴레이 (1) 6.6 kHz 입력

1761-L32BWB 24 V DC (20) 24 V DC (12) 릴레이 (1) 6.6 kHz 입력

1761-L10BXB 24 V DC (6) 24 V DC (2) MOSFET 소스, (2) 릴레이 (1) 6.6 kHz 입력

1761-L16BBB 24 V DC (10) 24 V DC (4) MOSFET 소스, (2) 릴레이 (1) 6.6 kHz 입력

1761-L32BBB 24 V DC (20) 24 V DC (10) MOSFET 소스, (2) 릴레이 (1) 6.6 kHz 입력

1761-L16NWB 24 V DC (10) 24 V AC 또는 DC (6) 릴레이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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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000 컨트롤러 전원 공급 장치 사양

제품 번호

전원 공급 장치 전압

소비 전력

전원 공급 장치 돌입 전류(max) 24 V DC 센서 전원1761- 120V AC 240V AC 24V DC

L16AWA 85...264 V AC,
47...63 Hz에서

15 VA 21 VA — 30 A for 8 ms —

L20AWA-5A 20 VA 27 VA — 30 A for 8 ms —

L32AWA 19 VA 25 VA — 30 A for 8 ms —

L32AAA 16 VA 22 VA — 30 A for 8 ms —

L16NWA 26 VA 33 VA — 30 A for 8 ms —

L10BWA
24 VA 32 VA — 30 A for 8 ms 최대 200 mA, 

200 µF 용량

L16BWA
26 VA 33 VA — 30 A for 8 ms 최대 200 mA, 

200 µF 용량

L20BWA-5A
30 VA 36 VA — 30 A for 8 ms 최대 200 mA, 

200 µF 용량

L32BWA
29 VA 36 VA — 30 A for 8 ms 최대 200 mA, 

200 µF 용량

L16NWB 20.4…26.4V DC — — 5 W 30 A for 4 ms —

L10BXB — — 5 W 30 A for 4 ms —

L16BBB — — 5 W 30 A for 4 ms —

L10BWB — — 5 W 30 A for 4 ms —

L16BWB — — 5 W 30 A for 4 ms —

L20BWB-5A — — 10 W 50 A for 4 ms —

L32BWB — — 7 W 30 A for 4 ms —

L32BBB — — 7 W 30 A for 4 ms —

L16NWB — — 5 W 30 A for 4 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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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사용 조건에서 MicroLogix 1000 컨트롤러 DC 입력 전원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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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000 컨트롤러 디지털 입력 사양

속성 120/240V AC 컨트롤러 24V DC 컨트롤러 24V AC 컨트롤러

On 상태 전압 범위 79...132 V AC 최대 14...26.4 V DC @ 55°C(131°F)
최대 14...30.0 V DC @ 30°C(86°F)

18...26.4 V AC @ 55°C(131°F)
18...30 V AC @ 30°C(86°F)

Off 상태 전압 범위 0...20 V AC 0/5V DC 0...3 V AC

작동 주파수(1)

(1) 1761-L16NWA 및 1761-L16NWB 컨트롤러는 24 V DC 입력을 사용할 때에도 고속 입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47...63 Hz 표준 입력: 최대 1.0 kHz
고속 입력: 최대 6.6 kHz

47...63 Hz

최대 신호 지연 On 지연 = 20 ms
Off 지연 = 20 ms

표준 입력: 0.5~16 ms에서 선택 가능

고속 입력: 0.075~16 ms에서 선택 가능

On 지연 = 최대 20 ms
Off 지연 = 최대 20 ms

On 상태 최소 전류 5.0 mA at 79 V AC @ 47Hz 2.5 mA @ 14 V DC 3.0 mA @ 18 V AC

On 상태 전류, 공칭 12.0 mA at 120 V AC @ 60Hz 8.0 mA @ 24 V DC 8.0 mA @ 24 V AC

On 상태 최대 전류 16.0 mA at 132 V AC @ 63Hz 12.0 mA @ 30 V DC 12 mA @ 30 V AC

Off 상태 최대 누설 전류 2.5 mA 1.5 mA 1.0 mA

임피던스, 공칭 12 k @ 50 Hz, 10 k @ 60 Hz 3 k 3 k
최대 돌입 전류 최대 250 mA(2)

(2) 돌입 전류 최대값을 35 mA로 줄이려면 입력으로 6.8 kΩ, 5 W 레지스터를 시리얼로 적용합니다. 그러면 On 상태 전압이 92 V AC로 증가합니다.

MicroLogix 1000 컨트롤러 디지털 출력 사양 

— —

속성 릴레이 FET Triac

사용 전압 범위 5...125 V DC
5...264 V AC

20.4...26.4 V DC 85...264 V AC

접점당 최대 연속 전류 72 페이지의 MicroLogix 1500 컨트롤러 릴
레이 접점 정격을 참조하십시오.

1.0 A @ 55°C(131°F)
1.5 A @ 30°C(86°F)

0.5 A @ 55°C(131°F)
1.0 A @ 30°C(86°F)

공통 단자당 최대 연속 전류 8.0 A L10BBB 및 L16BBB의 경우 3A
L32BBB의 경우 6A

6 A

컨트롤러당 최대 연속 전류 1440 VA L10BBB 및 L16BBB의 경우 3A
L32BBB의 경우 6A

1440 VA

On 상태 최소 전류 10.0 mA 1 mA 10.0 mA

Off 상태 최대 누설 전류 0 mA 1 mA 2 mA @ 132 V AC
4.5 mA @ 264 V AC

최대 신호 지연  저항 부하 On 지연 = 10 ms
Off 지연 = 10 ms

On 지연 = 0.1 ms
Off 지연 = 1 ms

On 지연 = 60 Hz에서 8.8 ms On 지연 = 50 
Hz에서 10.6 ms Off 지연 = 11.0 ms

접점당 서지 전류(피크) 해당 없음 4 A for 10 ms(1) 10 A for 5 ms(1)

(1) 반복 주기는 55°C(131°F) 환경에서 2초에 한 번.

MicroLogix 1000 컨트롤러 릴레이 접점 정격

최대 전압

암페어

암페어 연속

볼트암페어

통전 시 차단 시 통전 시 차단 시
240V AC 7.5 A 0.75 A

2.5 A 1800 VA 180 VA
120V AC 15 A 1.5 A

125V DC 0.22 A(1)

(1) DC 전압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릴레이 접점의 통전/차단 암페어 정격은 지정한 DC 전압으로 28 VA를 인가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28 VA/48 V 
DC = 0.58 A. 48 V 미만의 DC 전압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릴레이 접점의 통전/차단 정격은 2 A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8 V를 초과하는 DC 전압 어플리

케이션의 경우 릴레이 접점의 통전/차단 정격은 1 A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A
28 VA

24V DC 1.2 A(1) 2.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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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000 컨트롤러 아날로그 입력 사양

속성 1761-L20xxx-5A

전압 입력 범위(1)

(1) 두 개의 전압 입력이 ±10.5 V DC를 허용합니다. 두 개의 전류 입력이 ±21 mA를 허용합니다.

-10.5...10.5 V DC

전류 입력 범위(1) -21...21 mA

입력 코딩(-21...21 mA, -10.5...10.5 V DC) -32,768...32,767

전압 입력 임피던스 210 k

전류 입력 임피던스 160 

입력 분해능(2)

(2) 아날로그 입력 업데이트 속도 및 입력 분해능은 입력 필터 선택의 기능입니다.

MicroLogix 1000 컨트롤러 아날로그 출력 사양

16비트

비선형성 < 0.002%

전체 정확도 0...55 °C (32...131 °F) 전체의 ±0.7%

전체 정확도 최대 드리프트 0...55 °C (32...131 °F) ±0.176%

25°C(77°F)에서 최대 전체 정확도 ±0.525%

업데이트 시간 4...100 ms에서 선택 가능

전압 입력 과전압 보호 24 V DC

전류 입력 과전류 보호 ±50 mA

입력 대 출력 절연 및 필드 배선 대 로직 절연 30 V 정격 사용 전압, 500 V 절연(1초 동안 테스트 60 Hz)

속성 값

전압 출력 범위(1) 0...10 V DC

전류 출력 범위(1) 4...20 mA

비선형성 0.02%

스텝 응답 2.5 ms(95%에서)

부하 범위  전압 출력 1 k...∞ 

부하 범위  전류 출력 0...500

출력 코딩(4...20 mA, 0...10 V DC) 0...32,767

전압 출력 오배선 및 전류 출력 오배선 내단락 가능

출력 분해능 15비트

아날로그 출력 설정 시간 최대 3 ms

출력 정확도 0...55°C 전체 스케일의 ±1.0%

전체 정확도 최대 드리프트 0...55 °C ±0.28%

+25 °C (+77 °F)에서 최대 전체 정확도 - 전류 출력 0.2%

필드 배선 대 로직 절연 30 V 정격 작동/500 V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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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100 컨트롤러 
선택

MicroLogix 1100 베이스 유닛

베이스 유닛 하우징에는 입력, 출력, 전원 공급 장치 및 통신 포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이스 유닛은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경우 확장 I/O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MicroLogix 1100 컨트롤러 제품 번호 세부 사항

MicroLogix 1100 컨트롤러 전원 공급 장치 사양

MicroLogix 1100 컨트롤러 전원 공급 장치 사양

단계 6 – 다음을 선택합니다.

• 컨트롤러 - 전원 및 I/O 구성을 검토하여 
컨트롤러 제품 번호 선택, 자세한 정보는 
전원 공급 장치 및 I/O 사양 참조

• 부속품 - 메모리 모듈

• 선택 레코드(85 페이지부터 시작)에 선택 
사항 기록

제품 번호 입력 선간 전압 입력 수 출력 수 고속 I/O

1763-L16AWA 120/240 V AC (10) 120 V AC
(2) 아날로그 전압

(6) 개별 절연된 릴레이 없음

1763-L16BWA 120/240 V AC (6) 24 V DC
(4) 고속 24V DC
(2) 아날로그 전압

(6) 개별 절연된 릴레이 (4) 40 kHZ 입력

1763-L16BBB 24 V DC (6) 24 V DC
(4) 고속 24V DC
(2) 아날로그 전압

(2) 개별 절연된 릴레이
(2) 24 V DC FET
(2) 고속 24 V DC FET

(4) 40 kHZ 입력

(2) 40 kHZ 출력

1763-L16DWD 12...24 V DC (6) 12 V DC/24 V DC
(4) 고속 1 2V DC/2 4V DC-
(2) 아날로그 전압

(6) 개별 절연된 릴레이 (4) 40 kHZ 입력

속성 1763-L16AWA 1763-L16BWA 1763-L16BBB 1763-L16DWD

전원 공급 장치 
전압

85...264 V AC @ 47...6 3Hz 20.4...26.4V DC Class 2 
SELV

12...24V DC(-15%, 
10%) Class 2 SELV

소비 전력 46 VA 52 VA 6...30 W 6...30 W

전원 공급 장치 
최대 돌입 전류

120 V AC: 25 A for 8 ms
240 V AC: 40 A for 4 ms

24 V DC: 15 A for 20 ms 24 V DC: 15 A for 20 
ms

24 V DC 센서 전원 — 최대 250 mA, 400 µF 
용량

— —

1763 -      L   16   A  W   A

전원 공급 장치
A = 120/240V AC
B = 24V DC
D = 12...24V DC

입력 형식:
A = 120V AC

B = 24V DC
D = 12...24V DC

Bulletin Number

I/O 수 출력 형식:
B = 릴레이/24V DC
W = 릴레이

베이스 유닛



Publication 1761-SG001F-KO-P  2011년 3월

48     MicroLogix 1100 컨트롤러 선택

1763-L16BBB 및 1763-L16DWD 유닛에 대한 MicroLogix 1100 컨트롤러 DC 입력 
전원 요구 사항

MicroLogix 1100 컨트롤러 디지털 입력 사양

MicroLogix 1100 컨트롤러 디지털 출력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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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1763-L16AWA

1763-L16BWA and 1763-L16BBB 1763-L16DWD

입력 0...3 입력 4 이상 입력 0...3 입력 4 이상

On 상태 전압 범위 79...132 V AC @ 
47...63 Hz

14...26.4 V DC @ 65°C(149°F)
14...30.0 V DC @ 30°C(86°F)

10...26.4V DC @65°C(149°F)
10...30.0V DC @30°C(86°F)

10...24 V DC @ 65°C(149°F)
10...30 V DC @ 30°C(86°F)

Off 상태 전압 범위 0...20 V AC 0...5V DC 0...5 V DC

작동 주파수 47...63 Hz 0 Hz...40 kHz(1) 0 Hz...1 kHz 0 Hz...40 kHz 0 Hz...1 kHz

최대 신호 지연 On 지연 = 20 ms
Off 지연 = 20 ms

표준 입력: 0.5...16 ms에서 선택 가능

고속 입력: 0.0125...16 ms에서 선택 가능

표준 입력: 0.5...16 ms에서 선택 가능

고속 입력: 0.0125...16 ms에서 선택 가능

On 상태 전류 최소

공칭
최대

5.0 mA @ 79 V AC
12 mA @ 120 V AC
16.0 mA @ 132 V AC

2.5 mA @ 14 V DC
8.8 mA @ 24 V DC
12.0 mA @ 30 V DC

2.0 mA @ 10 V DC
8.5 mA @ 24 V DC
12.0 mA @ 30 V DC

2.0 mA @ 10 V DC
8.5 mA @ 24 V DC
12.0 mA @ 30 V DC

Off 상태 최대 누설 전류 최대 2.5 mA 최소 1.5 mA 최소 1.5 mA

임피던스, 공칭 12 k @ 50 Hz
10 k @ 60 Hz

3.1 k 2.61 k 3.1 k

최대 돌입 전류 250 mA @ 120 V AC — —

(1) OS 시리즈 B FRN 4 이상

속성

1763-L16AWA, 
1763-L16BWA, and 
1763-L16DWD 1763-L16BBB

릴레이 FET 표준 작동
FET 고속 작동(출력 2 및 
3 전용)

사용 전압 범위 5...125 V DC
5...264 V AC

20.4...26.4 V DC

접점당 최대 연속 전류 49 페이지의 MicroLogix 
1100 컨트롤러 릴레이 접
점 정격을 참조하십시오.

49 페이지의 
MicroLogix 1100 컨트

롤러 FET 표준 출력 
접점당 최대 연속 
전류를 참조하십시

오.

100 mA

공통 단자당 최대 연속 
전류

5 A/3 A

컨트롤러당 최대 연속

전류

최대 150V에서 30A 또는 접점당 부하 합계 중 작은 것
최대 240V에서 20A 또는 접점당 부하 합계 중 작은 것

On 상태 최소 전류 10.0 mA 1 mA 10.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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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100 컨트롤러 아날로그 입력 사양

MicroLogix 1100 컨트롤러 릴레이 접점 정격

MicroLogix 1100 컨트롤러 FET 표준 출력 접점당 최대 연속 전류

Off 상태 최대 누설 전류 0 mA 1 mA

최대 신호 지연 - 저항 
부하

On 지연 = 10 ms
Off 지연 = 10 ms

On 지연 = 0.1 ms
Off 지연 = 1.0 ms

On 지연 = 6 µs
Off 지연 = 1 8µs

접점당 서지 전류(피크) — 4 A for 10 ms(반복 주기는 65°C(149°F) 환경에서 2초에 
한 번, 30°C(86°F) 환경에서 1초에 한 번.)

속성
1763-L16AWA, 1763-L16BWA, 1763-L16BBB, 
1763-L16DWD

전압 입력 범위 0...10 V DC

입력 코딩(0...10 V DC) 0...1023

전압 임피던스 210 k

입력 분해능 10비트

비선형성(전체 스케일 백분율) ±0.5%

전체 정확도 -20...65°C(-4...149°F)에서 전체의 ±0.5%

업데이트 시간 100/20/16.67/4 ms(선택 가능)

전압 입력 과전압 보호 10.5 V DC

필드 배선 대 로직 절연 로직과 비절연

최대 전압

암페어

암페어 연속

볼트암페어

통전 시 차단 시 통전 시 차단 시

240V AC 15.0 A 1.5 A 5.0 A/3.0 A 3600 VA 360 VA

120V AC 30 A 3.0 A

125V DC 0.22 A 1.0 A 28 VA

24 V DC 1.2 A 2.0 A

속성

1763-L16AWA, 
1763-L16BWA, and 
1763-L16DWD 1763-L16BBB

릴레이 FET 표준 작동
FET 고속 작동(출력 2 및 
3 전용)

0.5

10°C
(50°F)

30°C
(86°F)

50°C
(122°F)

1.5A, 70°C (158°F)

3.0A, 30°C (86°F)

70°C
(158°F)

80°C
(176°F)

1.0

1.5

2.0

2.5

3.0

3.5

4.0

0.25

10°C
(50°F)

30°C
(86°F)

50°C
(122°F)

0.75A, 70°C (158°F)

(A
)

(A
)

 FET 
(1763-L16BBB)

FET   
(1763-L16BBB)

1.5A, 30°C (86°F)

70°C
(158°F)

80°C
(176°F)

0.5

0.75

1.0

1.25

1.5

1.7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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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100 메모리 모듈(1763-MM1)

컨트롤러는 메모리 모듈 포트 커버가 장착되어 출하됩니다. 사용자 프로그램 
및 사용자 데이터의 착탈식 백업을 제공하거나 컨트롤러 사이의 프로그램 전
송을 위해 메모리 모듈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모듈은 다음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백업용으로 저장

• 다른 컨트롤러에서 사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전송

• 프레스 제어 및 기타 중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특별 안전/보안 기능 
사용

• 컨트롤러 폴트 후 전원을 껐다 켜는 방법으로 자동 복구

• 프로그램의 비교

• 데이터 파일 및 메모리 모듈 쓰기 보호

• 전원을 공급한 상태에서 제거/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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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100 확장 I/O 
선택

MicroLogix 1100 컨트롤러는 MicroLogix 1200 컨트롤러와 동일한 1762 I/O 
플랫폼을 사용하여 확장됩니다. 1762 I/O 확장 모듈은 작은 크기의 저비용 
패키지로 탁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모듈이 I/O 카운트 및 형식의 
유연성을 극대화하여 MicroLogix 1100 컨트롤러의 기능을 보완하고 확장합

니다.

MicroLogix 1100 시스템 설계를 통해 모듈을 DIN 레일 또는 패널 장착 형식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IN 래치 및 나사 장착 구멍은 패키지 설계에 통합

된 일부입니다.

최대 4개의 1762 I/O 모듈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I/O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 랙 비장착식 설계로 추가적인 시스템 비용과 재고 부담 없음

• 고밀도 I/O로 차지하는 공간이 작으므로 패널 공간 요구 사항 최소화

• 통합 고성능 I/O 버스

• 시스템 내의 부정확한 위치 지정을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키잉

• 풍부한 기능의 I/O 기능을 통해 다양한 범위의 어플리케이션에 대응

• AC/DC 릴레이, 24 V DC, 120 V AC 및 240 V AC 전압

• 열전쌍/mV 및 RTD/저항 온도 입력 모듈

사용 가능 모듈

1762 확장 I/O 모듈

단계 7 – 다음을 선택합니다.

• I/O 모듈   디지털, 아날로그 및 온도

• 선택 레코드(86 페이지부터 시작)에 
선택 사항 기록

제품 번호 설명

디지털

1762-IA8 8점 120 V AC 입력 모듈

1762-IQ8 8점 싱크/소스 24 V DC 입력 모듈

1762-IQ8OW6 8점 싱크/소스 24 V DC 입력/6점 AC/DC 릴레이 출력 조합 모듈

1762-IQ16 16점 싱크/소스 24 V DC 입력 모듈

1762-OA8 8점 120/240 V AC 트라이액 출력 모듈

1762-OB8 8점 소스 24 V DC 출력 모듈

1762-OB16 16점 소스 24 V DC 출력 모듈

1762-OW8 8점 AC/DC 릴레이 출력 모듈

1762-OW16 16점 AC/DC 릴레이 출력 모듈

1762-OX6I 6점 절연 AC/DC 릴레이 출력 모듈

1762-OV32T 32 포인트 솔리드 스테이트 24V DC 싱크 출력 모듈

1762-OB32T 32 포인트 솔리드 스테이트 24V DC 소스 출력 모듈

1762-IQ32T 32T 32 포인트 DC 입력 모듈

아날로그

1762-IF4 4채널 전압/전류 아날로그 입력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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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디지털 I/O

1762 디지털 확장 입력 모듈 사양

1762-OF4 4채널 전압/전류 아날로그 출력 모듈

1762-IF2OF2 조합 2채널 입력 2채널 출력 전압/전류 아날로그 모듈

특수

1762-IR4 4채널 RTD/저항 입력 모듈

1762-IT4 4채널 열전쌍/mV 입력 모듈

제품 번호 설명

속성 1762-IA8 1762-IQ8 762-IQ8OW6(입력) 1762-IQ16 1762-IQ32T

전압 카테고리 100/120 V AC 24 V DC(싱크/소스)(1) 24 V DC(싱크/소스)(1) 24 V DC(싱크/소스)(1) 24V DC 싱크/소스(1)

사용 전압 범위 79...132 V AC @ 47...63 Hz 10...26.4 V DC @ 55°C(131°F)
10...30 V DC @ 30°C(86°F)

10...26.4 V DC @ 65°C(149°F)
10...30 V DC @ 30°C(86°F)

10...26.4 V DC @ 55°C(131°F)

10...30 V DC @ 30°C(86°F)(2)(3)
10...26.4V DC
10...30V DC

입력 수 8 8 8 16 32

공통 단자 수 1 1 입력: 2
출력: 1

2 4

최대 소비 전류 50 mA @ 5 V DC (0.2 5W) 50 mA @ 5 V DC (0.25 W) 110 mA @ 5 V DC (0.55W)
80 mA @ 24 V DC (1.92W)

60 mA @ 5 V DC (0.25W) 170mA @ 5V DC
0mA @ 24V DC

최대 열방출 2.0 총 와트 3.7 총 와트 5.0 총 와트 @ 30V
4.4 총 와트 @ 26.4V

5.3 총 와트 @ 30V
4.2 총 와트 @ 26.4V

5.4 총 와트 @ 26.4V
6.8 총 와트 @ 30.0V

최대 신호 지연 On 지연: 8.4 ms
Off 지연: 8.4 ms

On 지연: 8.4 ms
Off 지연: 8.4 ms

On 지연: 8.4 ms
Off 지연: 8.4 ms

On 지연: 8.4 ms
Off 지연: 8.4 ms

On 지연: 8.0 ms
Off 지연: 8.0 ms

Off 상태 최대 전압 20 V AC 5 V DC 5 V DC 5 V DC 5 V DC

Off 상태 최대 누설 전류 2.5 mA 1.5 mA 1.5 mA 1.5 mA 1.0 mA

On 상태 최소 전압 최소 79 V AC, 최대 132 V AC 10 V DC 10 V DC 10 V DC 10 V DC

On 상태 전류

최소
공칭
최대

5.0 mA @ 79 V AC 47Hz
12.0 mA @ 120 V AC 60 Hz
16.0 mA @ 132 V AC 63 Hz

2.0 mA @ 10 V DC
8.0 mA @ 24 V DC
12.0 mA @ 30 V DC

2.0 mA @ 10 V DC
8.0 mA @ 24 V DC
12.0 mA @ 30 V DC

2.0 mA @ 10 V DC
8.0 mA @ 24 V DC
12.0 mA @ 30 V DC

1.6 mA @ 10 V DC(분)
2 mA @ 15 V DC(분)
5.7 mA @ 26.4 V DC(최대)
6.5 mA @ 30.0 V DC(최대)

최대 돌입 전류 250 mA — 250 mA — —

임피던스, 공칭 12 k @ 50 Hz
10 k @ 60 Hz

3 k 3 k 3 k 4.7 k

절연 그룹 그룹 1: 입력 0...7
(내부 연결 공통 단자)

그룹 1: 입력 0...7
(내부 연결 공통 단자)

그룹 1: 입력 0...3
그룹 2: 입력 4...7
그룹 3: 출력 0...5

그룹 1: 입력 0...7
그룹 2: 입력 8...15

그룹 1: 입력 0...7
그룹 2: 입력 8...15
그룹 3: 입력 16...23
그룹 4: 입력 24...31



Publication 1761-SG001F-KO-P  2011년 3월

MicroLogix 1100 확장 I/O 선택     53

1762 디지털 확장 DC 출력 모듈 사양

입력 그룹 대 백플레인 

절연

다음 절연 테스트 중 하나

로 확인: 
1초 동안 1517 V AC 또는 1
초 동안 2145 V DC 
132 V AC 사용 전압(IEC 
Class 2 적용 절연)

다음 절연 테스트 중 하나

로 확인: 
1초 동안 1,200 V AC 또는 1
초 동안 1,697 V DC 
75 V DC 사용 전압(IEC Class 
2 적용 절연)

다음 절연 테스트 중 하나

로 확인: 
입력 그룹 대 백플레인 절
연 – 1초 동안 1200 V AC 또
는 1초 동안 1697 V DC
75 V DC 사용 전압(IEC Class 
2 적용 절연)
출력 그룹 대 백플레인 절
연 – 1초 동안 1,836 V AC 또
는 1초 동안 2596 V DC
265 V AC 사용 전압(IEC 
Class 2 적용 절연)
입력 그룹 대 출력 그룹 절
연 – 1초 동안 1836 V AC 또
는 1초 동안 2596 V
265 V AC 사용 전압(기본 
절연)
150 V AC 사용 전압(IEC 
Class 2 적용 절연)

다음 절연 테스트 중 하나로 
확인: 
1초 동안 1,200 V AC 또는 1초 
동안 1,697 V DC 
75 V DC 사용 전압(IEC Class 2 
적용 절연)

다음 절연 테스트 중 
하나로 확인:
2초 동안 1,200 V AC 또는 
2초 동안 1,697 V DC
75 V DC 사용 전압(IEC 
Class 2 적용 절연)

(1) 싱크/소스 입력 - 소스/싱크는 I/O 모듈과 필드 기기간의 전류 흐름을 기술합니다. 소스 I/O 회로는 싱크 필드 기기에 (소스) 전류를 공급합니다. 
싱크 I/O 회로는 전류 소스 필드 기기로 구동됩니다. 필드 전원 공급 장치의 네거티브(DC 공통 단자) 측에 연결된 필드 기기는 싱크 필드 기기입니다. 필드 공급의 
포지티브(+V) 측에 연결된 필드 기기는 소스 필드 기기입니다.

(2) 정격 감소 차트에 대해서는 MicroLogix 1762-IQ16 DC 입력 모듈 설치 매뉴얼(문서 번호 1762-IN10)을 참조하십시오.

(3) 시리즈 B I/O 모듈에서만 유효함

속성 1762-IA8 1762-IQ8 762-IQ8OW6(입력) 1762-IQ16 1762-IQ32T

속성 1762-OA8 1762-OB8 1762-OB16 1762-OB32T 1762-OV32T

전압 카테고리 100...240 V AC 24 V DC 24 V DC 24V DC 소스 24V DC 싱크

사용 전압 범위 85...26 5V AC @ 47...63 Hz 20.4...26.4 V DC 20.4...26.4 V DC 10.2...26.4V DC

출력 수 8 8 16 32

공통 단자 수 2 1 1 2

최대 소비 전류 5 V DC(0.575 W)에서 115mA 5 V DC(0.575 W)에서 115mA 5 V DC(0.88 W)에서 175 mA 5V DC에서 175mA
24V DC에서 0mA

최대 열방출 2.9 총 와트 1.61 총 와트 2.9 총 와트 @ 30°C(86°F)
2.1 총 와트 @ 55°C(131°F)

3.4와트 @ 26.4V DC 2.7W @ 26.4V DC

최대 신호 지연 - 
저항 부하

On 지연: 1/2 주기

Off 지연: 1/2 주기

On 지연: 8.4 ms
Off 지연: 8.4 ms

On 지연: 8.4 ms
Off 지연: 8. 4ms

On 지연: 0.5ms
Off 지연: 4.0ms

Off 상태 최대 누출 2 mA @ 132 V
2.5 mA @ 265 V

1.0mA 1.0 mA 0.1mA @ 26.4V DC

On 상태 최소 전류 10 mA 1.0mA 1.0 mA 1.0mA

On 상태 최대 전압 저하 1.5 V @ 0.5 A 1.0V DC 1.0 V DC 0.3V DC @ 0.5A

접점당 최대 연속 전류 0.25 A @ 55°C(131°F)
0.5 A @ 30°C(86°F)

0.5 A @ 55°C(131°F)
1.0 A @ 30°C(86°F)

0.5 A @ 55°C(131°F)
1.0 A @ 30°C(86°F)

0.5A @ 60°C(140°F)

공통 단자당 최대 연속 
전류

1.0 A @ 55°C(131°F)
2.0 A @ 30°C(86°F)

4.0 A @ 55°C(131°F)
8.0 A @ 30°C(86°F)

4.0 A @ 55°C(131°F)
8.0 A @ 30°C(86°F)

2.0A @ 60°C(140°F)

모듈당 최대 연속 전류 2.0 A @ 55°C(131°F)
4.0 A @ 30°C(86°F)

4.0 A @ 55°C(131°F)
8.0 A @ 30°C(86°F)

4.0 A @ 55°C(131°F)
8.0 A @ 30°C(86°F)

4.0A @ 60°C(140°F)

최대 서지 전류 5.0 A(1) 2.0 A(2) 2.0 A((2) 2.0A(2)(2초마다 반복 가능 @ 60°C(140°F), 10ms 동안)

(1) 반복 주기는 2초에 한 번(25 ms 동안).

(2) 반복 주기는 55°C(131°F) 환경에서 2초에 한 번, 30°C(86°F) 환경에서 1초에 한 번(10 ms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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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디지털 확장 릴레이 출력 모듈 사양

1762 아날로그 모듈

1762 아날로그 확장 모듈 공통 사양

속성 1762-IQ8OW6(출력) 1762-OW8 1762-OW16 1762-OX6I

전압 카테고리 AC/DC 상시 개방 릴레이 AC/DC 상시 개방 릴레이 AC/DC 상시 개방 릴레이 AC/DC 타입 C 릴레이

사용 전압 범위 5...265 V AC
5...125 V DC

5...265 V AC
5...125 V DC

5...265 V AC
5...125 V DC

5...265 V AC
5...125 V DC

출력 수 6 8 16 6 (N.C., N.O.)

공통 단자 수 입력: 2
출력: 1

2 2 6

최대 소비 전류 110 mA @ 5V DC(0.55 W)
80 mA @ 24 V DC(1.92 W)

80 mA @ 5 V DC(0.40 W)
90 mA @ 24 V DC(2.16 W)

140 mA @ 5 V DC(0.70 W)

180 mA @ 24 V DC(4.32 W)(1)
110 mA @ 5V DC(0.55 W)
110 mA @ 24V DC(2.64 W)

최대 열방출 5.0 총 와트 @ 30 V
4.4 총 와트 @ 26.4 V

2.9 총 와트 6.1와트(1) 2.8 와트

최대 신호 지연 -  저항 부하 On 지연: 8.4 ms
Off 지연: 8.4 ms

On 지연: 8.4 ms
Off 지연: 8. 4ms

On 지연: 8.4 ms
Off 지연: 8.4 ms

On 지연: 8.4 ms
Off 지연: 20 ms

Off 상태 최대 누출 0 mA 0 mA 0 mA 0 mA

On 상태 최소 전류 10 mA @ 5 V DC 10 mA @ 5V DC 10 mA 100 mA

On 상태 최대 전압 저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접점당 최대 연속 전류 2.5 A(72 페이지의 MicroLogix 1500 컨트롤러 릴레이 접점 정격 참조) 7A(72 페이지의 MicroLogix 
1500 컨트롤러 릴레이 접점 
정격 참조)

공통 단자당 최대 연속 전류 8 A 8 A 8 A 7A(72 페이지의 MicroLogix 
1500 컨트롤러 릴레이 접점 
정격 참조)

모듈당 최대 연속 전류 8 A 16 A 16 A 30 A

최대 서지 전류 72 페이지의 MicroLogix 1500 컨트롤러 릴레이 접점 정격을 참조하십시오.

(1) 시리즈 B I/O 모듈에서만 유효함

속성 1762-IF4 1762-IF2OF2 1762-OF4

최대 소비 전류 40 mA @ 5 V DC
50 mA @ 24 V DC

40 mA @ 5 V DC
105 mA @ 24 V DC

40 mA @ 5 V DC
165 mA @ 24 V DC

아날로그 정상 작동 범위 전압: -10...10 V DC 
전류: 4...20 mA

전압: 0...10 V DC 
전류: 4...20 mA

전압: 0...0V DC 
전류: 4...20 mA

전체 스케일(1) 아날로그 범위 전압: -10.5...10.5 V DC 
전류: -21...21 mA

전압: 0...0.5V DC 
전류: 0..21 mA

전압: 0...0.5V DC 
전류: 0..21 mA

분해능 15비트(2) 12비트(단극) 12비트(단극) 

반복(3) ±0.12%(2) ±0.12%(2) ±0.12%(2)

입력 및 출력 그룹 대 시스템 절연 30 V AC/30 V DC 정격 사용 전압(4)

(N.E.C. Class 2)
(IEC Class 2 적용 절연)
형식 테스트: 1분 동안 500 V AC 또는 707 V DC

30 V AC/30 V DC 정격 사용 전압

(IEC Class 2 적용 절연)
형식 테스트: 1분 동안 500 V AC 또는 707 V DC

(1) 공칭 작동 범위를 초과하면 범위 초과 또는 범위 미만 플래그가 설정됩니다. 모듈은 최대 전체 스케일 범위까지 아날로그 입력을 계속 변환합
니다.

(2) 시리즈 B I/O 모듈에서만 유효함

(3) 반복성은 입력 모듈이 동일한 입력 신호에 대해 연속적인 측정 시 동일한 판독값을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4) 정격 사용 전압은 어스 접지에 대해 단자에서 적용 가능한 최대 연속 전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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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아날로그 확장 입력 모듈 사양

1762 아날로그 확장 출력 모듈 사양

속성 1762-IF4 1762-IF2OF2

입력 수 4 차동(양극) 2 차동(단극)

업데이트 시간(일반적) 130, 250, 290, 450, 530 ms(선택 가능) 8.4 ms

A/D 컨버터 형식 연속 근사치 연속 근사치

공통 단자 모드 전압 범위(1) ±27 V ±27V

공통 단자 모드 거부(2) > 55 dB @ 50 Hz 및 60 Hz > 55 dB @ 50 Hz 및 60 Hz

비선형성(전체 스케일 백분율) ±0.12%(2) ±0.12%(2)

일반적인 전체 정확도(3) 전체의 ±0.32% @ -20...65°C(-4...149°F)(4)

±0.24% 전체 스케일 @ 25°C(77°F)
전체의 ±0.55% @ -20...65°C(-4...149°F)(4)

±0.3% 전체 스케일 @ 25°C(77°F)

입력 임피던스 전압 단자: 200 k, 전류 단자: 275  전압 단자: 200 k, 전류 단자: 250 

전류 입력 보호 ±32 mA ±32 mA

전압 입력 보호 ±30 V ±30 V

채널 진단 아날로그 입력에 대한 비트 보고로 초과 또는 미만 범위 또는 개방 회로 조건

(1) 적절한 작동을 위해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입력 단자 모두가 아날로그 공통 단자의 ±27 V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Vcm = 1 Vpk-pk AC.

(3) Vcm = 0 (오프셋, 게인, 비선형성 및 반복성 오류 조건 포함)

(4) 시리즈 B I/O 모듈에서만 유효함

속성 1762-IF2OF2 1762-OF4

출력 수 2 싱글 엔드(단극) 4 싱글 엔드(단극)(2)

업데이트 시간(일반적) 4.5 ms 2.5 ms

D/A 컨버터 형식 저항 스트링 R-2R 래더 전압 전환

전류 출력의 저항 부하 0...500(선로 저항 포함) 0...500(선로 저항 포함)

전압 출력의 부하 범위 > 1 k > 1 k

반작용 부하, 전류 출력 < 0.1 mH < 0.1 mH

반작용 부하, 전압 출력 < 1 µF < 1 µF

일반적인 전체 정확도(1) 전체의 ±1.17% @ -20...65°C(-4...149°F)(2)

±0.5% 전체 스케일 @ 25°C(77°F)
±1.17% 전체 스케일 @ -20...65°C(-4...149°F)(2)

±0.5% 전체 스케일 @ 25°C

출력 리플, 범위 0...500 Hz(출력 범위로 참조) < ±0.1% < ±0.1%

비선형성(전체 스케일 백분율) < ±0.59%(2) < ±0.59%(2)

개방 및 폐쇄 회로 보호 연속적 연속적

출력 보호 ±32 mA ±32 mA

(1) 오프셋, 게인, 비선형성 및 반복 오류 조건 포함

(2) 시리즈 B I/O 모듈에서만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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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온도 입력 모듈

온도 측정 및 제어가 필요한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모듈입니다. 각 채널은 RSLogix 500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여 개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화면 구성을 통해 입력 형식, 필터링 
주파수, 데이터 포맷 및 상태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보드 확장도 제
공됩니다.

1762 온도 확장 입력 모듈 사양

속성 1762-IT4 1762-IR4

최대 소비 전류 40 mA @ 5 V DC
50 mA @ 24 V DC

40 mA @ 5 V DC
50 mA @ 24 V DC

채널 수 4개의 입력 채널과 1개의 CJC 센서 4개의 입력 채널

수용 입력 열전쌍 유형: J, K, T, E, R, S, B, N, C ?0mV ?00mV ±50mV 및 ±100mV RTD: 백금(385 및 3916), 구리(426), 니켈(672 및 618), 니켈-철(518)
저항 범위: 0...3000

필터 주파수 10 Hz...1 kHz 10 Hz...1 kHz

온도 표시 °C 또는 °F °C 또는 °F

데이터 포맷 Raw/Proportional, Engineering Units, Engineering Units x 10, Scaled-for-PID, Percent Range

25°C(77°F)에서 정확도 열전쌍 입력: 열전쌍 타입에 따라 ±0.5...±3.0°C (±0.9...±5.4°F)
밀리볼트 입력: ±15...±20 mV

자동 보정 활성화 시...
RTD 입력: RTD 타입에 따라 ±0.2...±0.6°C(±0.36...±1.08°F)
저항체 입력: ±0.5...±1.5 저항 값에 따라

0...55°C에서 정확도(32...131°F) 열전쌍 타입에 따라 ±0.8...±10°C (_1.5...±-7.78°C)
밀리볼트 입력: ±25...±30 mV

자동 보정 활성화 시...
RTD 입력: RTD 타입에 따라 ±0.4...±1.1°C(±0.72...±-16.68°C)
저항체 입력: ±0.25...±2.5  저항 값에 따라

채널 업데이트 시간(일반적) 필터 선택에 따라 활성화된 채널 + CJC 업데이트 시간당 
7...303 ms(CJC 업데이트 시간은 가장 큰 활성화된 채널의 업데

이트 시간과 동일)

필터 선택에 따라 활성화된 채널당 6...303 ms

채널 진단 비트 보고에 의한 초과 또는 미만 범위 및 개방 회로 비트 보고에 의한 초과 또는 미만 범위 또는 차단된 입력

보정 모듈은 채널 활성화 및 채널 간 구성 변경 시 자동 보정을 수행합니다. 또한 5분마다 보정하도록 모듈을 프로그래밍할 수도 있습

니다.

공통 단자 모드 노이즈 제거 최소 115 dB @ 50 Hz (10 Hz 또는 50 Hz 필터 사용 시)
최소 115 dB @ 60 Hz (10 Hz 또는 60 Hz 필터 사용 시)

최소 110 dB @ 50 Hz (10 또는 50Hz 필터 사용 시)
최소 110 dB @ 60 Hz (10 또는 60Hz 필터 사용 시)

일반 모드 노이즈 제거 최소 85 dB @ 50 Hz (10 Hz 또는 50 Hz 필터 사용 시)
최소 85 dB @ 60 Hz (10 Hz 또는 6 0Hz 필터 사용 시)

최소 70 dB @ 50 Hz (10 또는 50 Hz 필터 사용 시)
최소 70 dB @ 60 Hz (10 또는 60 Hz 필터 사용 시)

입력 그룹 대 시스템 절연 1분 동안 720 V DC 1분 동안 707 V DC

채널 대 채널 절연 ±10 V DC ±10 V DC

반복(1) 25°C(77°F) 및 10Hz 필터 선택 시 열전쌍:
열전쌍 타입에 따라 ±0.1...±2.0°C (±0.18...±3.6°F) 
밀리볼트 입력: ±6 µV

니켈 및 니켈-철의 경우 ±0.1°C(±0.18°F)
기타 RTD 입력의 경우 ±0.2°C(±0.36°F)
150  저항의 경우 ±0.04 
 기타 저항의 경우 ±0.2 

입력 임피던스 >10 M >1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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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200 컨트롤러 
선택

MicroLogix 1200 컨트롤러 제품 번호 세부 사항

MicroLogix 1200 컨트롤러 전원 및 I/O 구성

MicroLogix 1200 컨트롤러 전원 공급 장치 사양

단계 8 – 다음을 선택합니다.

• 컨트롤러 전원 및 I/O 구성을 검토하여 컨트

롤러 제품 번호 선택, 자세한 정보는 전원 공급 
장치 및 I/O 사양 참조

• 부속품  메모리 및 RTC 

• 선택 레코드(86 페이지부터 시작)에 선택 사항 
기록

전원 공급 장치
A = 120/240V AC
B = 24V DC

출력 형식:
W = 릴레이

X = 릴레이/24V DC FET

Bulletin Number

베이스 유닛

I/O 수

입력 형식:
A = 120V AC

B = 24V DC

프로그래밍/HMI 포트

R = 장착

없음 = 미장착

1762  -     L  24    A    W   A     R

제품 번호 입력 선간 전압 입력 수 출력 수 고속 I/O

1762-L24AWA, -L24AWAR 120/240 V AC (14) 120 V AC (10) 릴레이 해당 없음

1762-L40AWA, -L40AWAR 120/240 V AC (24) 120 V AC (16) 릴레이 해당 없음

1762-L24BWA, -L24BWAR 120/240 V AC (10) 표준 24 V DC
(4) 고속 24 V DC

(10) 릴레이 (4) 20 kHz 입력

1762-L40BWA, -L40BWAR 120/240 V AC (20) 표준 24 V DC
(4) 고속 24 V DC

(16) 릴레이 (4) 20 kHz 입력

1762-L24BXB, -L24BXBR 24 V DC (10) 표준 24 V DC
(4) 고속 24 V DC

(5) 릴레이

(4) 표준 24 V DC FET
(1) 고속 24 V DC FET

(4) 20 kHz 입력

(1) 20 kHz 출력

1762-L40BXB, -L40BXBR 24 V DC (20) 표준 24 V DC
(4) 고속 24 V DC

(8) 릴레이

(7) 표준 24 V DC FET
(1) 고속 24 V DC FET

(4) 20 kHz 입력

(1) 20 kHz 출력

속성

1762-

L24AWA, L24AWAR L40AWA, L40AWAR L24BWA, L24BWAR L40BWA,L40BWAR L24BXB, L24BXBR L40BXB, L40BXBR

전원 공급 장치 전압 85...265 V AC @ 47...63 Hz 20.4...26.4 V DC Class 2 SELV

소비 전력 68 VA 80 VA 70 VA 82 VA 27 W 40 W

전원 공급 장치 최대 돌입 
전류

120 V AC: 8 ms 동안 25 A
240 V AC: 4 ms 동안 40 A

24 V DC:
20 ms 동안 15 A

24 V DC:
30 ms 동안 15 A

최대 부하 전류(1)

(1) 확장 I/O 전원 사용량을 계산하기 위한 예제 시스템 확인 워크시트는 62 페이지의 MicroLogix 1200 컨트롤러 시스템 확장 사양 추정을 참조하십시오.

5 V DC 400 mA 600 mA 400 mA 600 mA 400 mA 600 mA

24 V DC 350 mA 500 mA 350 mA 500 mA 350 mA 500 mA

최대 부하 전원 10.4 W 15 W 12 W 16 W 10.4 W 15 W

24V DC 센서 전원 — — 최대 250 mA, 
400 µF 용량

최대 400 mA, 
400 µF 용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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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XB 유닛에 대한 MicroLogix 1200 컨트롤러 DC 입력 전원 요구 사항

MicroLogix 1200 컨트롤러 입력 사양

속성
1762-L24AWA, 1762-L24AWAR
1762-L40AWA, 1762-L40AWAR

1762-L24BWA, 1762-L24BXB, 1762-L40BWA, 1762-L40BXB
1762-L24BWAR, 1762-L24BXBR, 1762-L40BWAR, 1762-L40BXBR

입력 0~3 입력 4 이상

On 상태 전압 범위 79...132 V AC @ 47...63 Hz 14...26.4 V DC @ 55°C(131°F)
14...30.0 V DC @ 30°C(86°F)

10...26.4 V DC @ 55°C(131°F)
10...30.0 V DC @ 30°C(86°F)

Off 상태 전압 범위 0...20 V AC 0...5 V DC

작동 주파수 해당 없음 0 Hz...20 kHz 0 Hz...1 kHz(스캔 타임에 따라)

최대 신호 지연 On 지연 = 20 ms

Off 지연 = 20 ms

표준 입력: 0.5...16 ms에서 선택 가능

고속 입력: 0.025...16 ms에서 선택 가능

On 상태 전류:
최소
일반
최대

5.0 mA @ 79 V AC
12 mA @ 120 V AC
16.0 mA @ 132 V AC

2.5 mA @ 14 V DC
7.3 mA @ 24 V DC
12.0 mA @ 30 V DC

2.0 mA @ 10 V DC
8.9 mA @ 24 V DC
12.0 mA @ 30 V DC

Off 상태 최대 누설 전류 최대 2.5 mA 최소 1.5mA

임피던스, 공칭 12 k @ 50 Hz
10 k @ 60 Hz

3.3 k 2.7 k

최대 돌입 전류 250 mA @ 120 V AC —

1762-L24BXB, 1762-L24BX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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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200 컨트롤러 디지털 출력 사양

MicroLogix 1200 컨트롤러 FET 표준 출력 접점당 최대 연속 전류

속성

1762-

L24AWA, L24BWA, L24BXB,
L40AWA, L40BWA, L40BXB,
L24AWAR, L24BWAR, L24BXBR,
L40AWAR, L40BWAR, L40BXBR

L24BXB, L40BXB
L24BXBR, L40BXBR

릴레이 FET 표준 작동 FET 고속 작동(출력 2만 해당)

사용 전압 범위 5…125V DC
5…264V AC

21.6…27.6V DC 21.6…27.6V DC

접점당 최대 연속 전류 72 페이지의 MicroLogix 1500 컨트롤러 릴
레이 접점 정격을 참조하십시오.

아래의 MicroLogix 1200 컨트롤러 FET 표
준 출력 접점당 최대 연속 전류를 참조

하십시오.

100 mA

공통 단자당 최대 연속 전류 8.0 A L24BXB, L24BXBR의 경우 7.5A
L40BXB, L40BXBR의 경우 8.0A

컨트롤러당 최대 연속 전류 최대 150 V에서 30 A 또는 접점당 부하의 총계 중 작은 것
최대 240 V에서 20 A 또는 접점당 부하의 총계 중 작은 것

On 상태 최소 전류 10.0 mA 1 mA 10.0 mA

Off 상태 최대 누설 전류 0 mA 1 mA

최대 신호 지연 -  저항 부하 On 지연 = 10 ms
Off 지연 = 1 0ms

On 지연 = 0.1 ms
Off 지연 = 1.0 ms

On 지연 = 6 µs
Off 지연 = 18 µs

접점당 서지 전류(피크) — 4 A for 10 ms(1)

(1) 반복 주기는 55°C(131°F) 환경에서 2초에 한 번, 30°C(86°F) 환경에서 1초에 한 번.

MicroLogix 1200 컨트롤러 릴레이 접점 정격

최대 전압

암페어

암페어 연속

볼트암페어

통전 시 차단 시 통전 시 차단 시

240V AC 7.5 A 0.75 A 2.5 A 1800 VA 180 VA

120V AC 15 A 1.5 A

125V DC 0.22 A(1)

(1) DC 전압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릴레이 접점의 통전/차단 암페어 정격은 지정한 DC 전압으로 28 VA를 인가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28 VA/48 V 
DC = 0.58 A. 48 V 미만의 DC 전압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릴레이 접점의 통전/차단 정격은 2 A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8V를 초과하는 DC 전압 어플리

케이션의 경우 릴레이 접점의 통전/차단 정격은 1A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A 28 VA

24V DC 1.2 A(1) 2.0 A

0.25

10˚C
(50˚F)

30˚C
(86˚F)

50˚C
(122˚F)

1.0A, 55˚C (131˚F)

1.5A, 30˚C (86˚F)

70˚C
(158˚F)

0.5

0.75

1.0

1.25

1.5

1.75

2.0

1.0

10˚C
(50˚F)

30˚C
(86˚F)

50˚C
(122˚F)

5.5A, 55˚C (131˚F)

8A, 30˚C (86˚F)

70˚C
(158˚F)

2.0

3.0

4.0

5.0

6.0

7.0

8.0

9.0

공통 단자당 FET 전류

(1762-L40BXB 및 L40BXBR)

전
류

(A
)

전
류

(A
)

온도
온도

유효 범위 유효 범위

접점당 FET 전류
(1762-L24BXB, L40BXB, 
L24BXBR, L40BX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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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200 메모리 및 RTC

컨트롤러는 메모리 모듈 포트 커버가 장착되어 출하됩니다. 필요에 맞게 
메모리 모듈, RTC 또는 조합 모듈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RTC (1762-RTC)

• 시간/날짜 예약 허용

• 자체 배터리로 장시간 사용 가능

메모리 모듈(1762-MM1)

• 사용자 프로그램 및 데이터 백업

• 프로그램 비교

• 데이터 파일 보호

• 메모리 모듈 쓰기 보호

• 전원을 공급한 상태에서 제거/삽입

조합 메모리 및 RTC 모듈(1762-MM1RTC)

1762-RTC 및 1762-MM1 모듈의 모든 RTC 및 메모리 백업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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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200 확장 
I/O 선택

MicroLogix 1200 컨트롤러는 MicroLogix 1100 컨트롤러와 동일한 1762 I/O 
플랫폼을 사용하여 확장됩니다. 1762 I/O 확장 모듈은 작은 크기의 저비용 
패키지로 탁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모듈이 I/O 카운트 및 형식의 
유연성을 극대화하여 MicroLogix 1200 컨트롤러의 기능을 보완하고 확장합

니다.

MicroLogix 1200 시스템 설계를 통해 모듈을 DIN 레일 또는 패널 장착 형식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IN 래치 및 나사 장착 구멍은 패키지 설계에 통합

된 일부입니다.

컨트롤러당 최대 6개의 확장 모듈(전원 예산에 따라)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I/O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모듈 및 사양은 51 페이지의 MicroLogix 1100 확장 I/O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MicroLogix 1200 컨트롤러에 연결된 1762 확장 I/O 모듈

단계 9 – 다음을 선택합니다. 

• I/O 모듈  디지털, 아날로그 및 온도

• 시스템 확장 사양 추정

• 선택 레코드(86 페이지부터 시작)에 선택 
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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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200 컨트롤러 
시스템 확장 사양 추정

시스템 확인을 위한 다운로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http://www.ab.com/micrologix를 방문하십시오.

유효한 시스템을 갖추려면 전류 및 전원 요구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다음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십시오.

컨트롤러 전원 공급 부하를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다음 표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컴포넌트를 선택합니다. I/O 모듈의 수
는 최대 한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현재 양을 기입하고 계산된 총 전류까지 더합니다.

MicroLogix 1200 컨트롤러 전원 공급 부하 - 시스템 전류 계산

제품 번호

소비 전류 속성 시스템의 계산된 전류

5 V DC(mA) 24 V DC(mA) 5 V DC(mA) 24 V DC(mA)

1761-NET-AIC(1) (2)

(1) 옵션 부속품입니다. 전류는 부속품이 설치된 경우에만 소비됩니다.

0 120(2)

(2) 1761-NET-AIC 또는 1761-NET-ENI(W) 기기에 대한 전류는 컨트롤러의 통신 포트에 의해 또는 외부 24 V DC 소스에서 공급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외부 소스가 사용될 경우에는 컨트롤러에서 전류가 소비되지 않습니다. 외부 소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기기를 선택하지 마십

시오. 2707-MVH232 또는 2707-MVP232 MicroView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전류는 직접 연결된 경우 컨트롤러의 통신 포트에서 공급됩니다.

1761-NET-ENI, 1761-NET-ENIW(1)(2) 0 100(2)

2707-MVH232 or 2707-MVP232(1)(2) 0 80(2)

제품 번호 n = 모듈 수(최대 6) A B n x A n x B

1762-IA8 50 0

1762-IQ8 50 0

1762-IQ8OW6 110 80

1762-IQ16 (Series A) 60 0

1762-OA8 115 0

1762-OB8 115 0

1762-OB16 175 0

1762-OW8 80 90

1762-OW16 (Series A) 120 140

1762-OX6I 110 110

1762-IF2OF2 40 105

1762-IF4 40 50

1762-OF4 40 165

1762-IR4 40 50

1762-IT4 40 50

1762-OV32T 175 0

1762-OB32T 175 0

1762-IQ32T 170 0

1762-IQ16 (Series B) 70 0

1762-OW16 (Series B) 140 180

총 모듈 계산된 총 전류 (C) (D)

1762-L24BWA, 1762-L40BWA, 1762-L24BWAR 및 1762-L40BWAR의 경우에만 모든 사용자 24V DC 센서 
전류의 합을 더합니다. (E)

http://www.ab.com/microlog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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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 표를 사용하여 (C), (D) 및 (E)가 최대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
십시오. 최대 한계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택을 조정해야 합니다.

MicroLogix 1200 컨트롤러 최대 부하 전류

4. 아래 표를 사용하여 시스템이 컨트롤러의 전원 부하 한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표시된 (C), (D) 및 (E) 값을 기입합니다. 그런 다음 와트를 계산하고 총 
와트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총 와트가 최대 전원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지 확인합니다. 최대 전원 한계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택을 조정해야 합
니다.

MicroLogix 1200 컨트롤러 최대 부하 전원 

제품 번호 부하 전류 5V DC 24V DC 사용자 24V DC 센서 전류

1762-L24AWA
1762-L24AWAR
1762-L24BXB, 1762-L24BXBR

계산된 값 (C) (D) N/A

최대 한계 400 mA 350 mA

1762-L24BWA
1762-L24BWAR

계산된 값 (C) (D) (E)

최대 한계 400 mA 350 mA 250 mA

1762-L40AWA
1762-L40AWAR
1762-L40BXB, 1762-L40BXBR

계산된 값 (C) (D) N/A

최대 한계 600 mA 500 mA

1762-L40BWA
1762-L40BWAR

계산된 값 (C) (D) (E)

최대 한계 600 mA 500 mA 400 mA

제품 번호 5V 전원 소비 계산된 와트 24V 전원 소비 계산된 와트
계산된 와트 
(5V와 24V의 합) 최대 전원 한계

1762-L24AWA 
1762-L24AWAR (C) x 5V = W (D) x 24V = W

W
10.4 W

1762-L24BXB
1762-L24BXBR (C) x 5V = W (D) x 24V = W

W 10.4 W

1762-L24BWA 
1762-L24BWAR (C) x 5V = W (D)+(E) x 24V = W

W
12 W

1762-L40AWA 
1762-L40AWAR (C) x 5V = W (D) x 24V = W

W
15 W

1762-L40BXB 
1762-L40BXBR (C) x 5V = W (D) x 24V = W

W 15 W

1762-L40BWA 
1762-L40BWAR (C) x 5V = W (D)+(E) x 24V = W

W
16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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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400 컨트롤러 
선택

MicroLogix 1400 베이스 유닛

베이스 유닛 하우징에는 입력, 출력, 전원 공급 장치 및 통신 포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이스 유닛은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경우 확장 I/O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MicroLogix 1400 컨트롤러 제품 번호 세부 사항

단계 10 – 다음을 선택합니다.

• 컨트롤러 전원 및 I/O 구성을 검토하여 
컨트롤러 제품 번호 선택, 자세한 정보는 
전원 공급 장치 및 I/O 사양 참조

• 부속품  메모리 모듈

• 선택 레코드(86 페이지부터 시작)에 선택 
사항 기록 

MicroLogix 1400 컨트롤러 전원 및 I/O 구성

제품 번호 입력 선간 전압 입력 수 출력 수
기본 탑재 
아날로그 I/O

1766-L32BWA 120/240 V AC (12) 고속 24 V DC
(8) 표준 24 V DC

(12) 릴레이 —

1766-L32AWA 120/240 V AC (20) 120 V AC (12) 릴레이 —
1766-L32BXB 24 V DC (12) 고속 24 V DC

(8) 표준 24 V DC
(6) 릴레이

(3) 고속 24 V DC
(3) 표준 24 V DC

—

1766-L32BWAA 120/240 V AC (12) 고속 24 V DC
(8) 표준 24 V DC

(12) 릴레이 (4) 전압 입력

(2) 전압 출력

1766-L32AWAA 120/240 V AC (20) 120 V AC (12) 릴레이 (4) 전압 입력

(2) 전압 출력

1766-L32BXBA 24 V DC (12) 고속 24 V DC
(8) 표준 24 V DC

(6) 릴레이

(3) 고속 24 V DC
(3) 표준 24 V DC

(4) 전압 입력

(2) 전압 출력

MicroLogix 1400 컨트롤러 전원 공급 장치 사양

속성
1766-L32AWA, 
1766-L32AWAA

1766-L32BWA, 
1766-L32BWAA

1766-L32BXB, 
1766-L32BXBA

전원 공급 장치 전압 100.240 V AC(-15%, 10%) @ 47...63 Hz 24 V DC(-15%, 10%) Class 2 
SELV

전원 공급 장치
A = 120/240V AC
B = 24V DC

출력 형식:
W = 릴레이

X = 릴레이/24 V DC FET

Bulletin Number

베이스 유닛

I/O 수

입력 형식:
A = 120V AC

B = 24V DC

아날로그 I/O
A = 사용 가능

없음 = 사용 불가

1766 -     L   32     B   W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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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L32BXB 및 1766-L32BXBA 유닛에 대한 MicroLogix 1400 컨트롤러 DC 입력 
전원 요구 사항

소비 전력 100 VA 120 VA 7.5...53 W

전원 공급 장치 최대 
돌입 전류

120 V AC: 25 A for 8 ms
240 V AC: 40 A for 4 ms

24 V DC: 15 A for 20 ms

24 V DC 센서 전원 — 최대 250 mA에서 24 V DC, 
400 µF 용량

—

MicroLogix 1400 컨트롤러 전원 공급 장치 사양

속성
1766-L32AWA, 
1766-L32AWAA

1766-L32BWA, 
1766-L32BWAA

1766-L32BXB, 
1766-L32BXBA

1766-L32BXBA   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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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 2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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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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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Logix 1400 컨트롤러 디지털 입력 사양

속성
1766-L32AWA, 
1766-L32AWAA

1766-L32BWA, 1766-L32BWAA, 1766-L32BXB, 1766-L32BXBA

입력 0...11(12 고속 DC 입력) 입력 12 이상(8 표준 DC 입력)

On 상태 전압 범위 79...132 V AC 4.5...24 V DC
4.5...26.4 V DC@ 60°C(140°F)
4.5...30 V DC@ 30°C(86°F)

10...24 V DC
10...26.4 V DC@ 65°C(149°F)
10...30 V DC@ 30°C(86°F)

Off 상태 전압 범위 0...20 V AC 0...1.5 V DC 0...5 V DC

작동 주파수 47...63 Hz 0 Hz...100 kHz 0 Hz...1 kHz(스캔 타임에 따라)

On 상태 전류

 최소 
공칭 
최대

5.0 mA @ 79 V AC
12 mA @ 120 V AC
16.0 mA @ 132 V AC

7.1 mA @ 4.5 V DC
9.9 mA @ 24 V DC
10.5 mA @ 30 V DC

3.2 mA @ 10 V DC
5.3 mA @ 24 V DC
5.5 mA @ 30 V DC

Off 상태 최대 누설 전류 최대 2.5 mA 최대 0.2 mA 최대 1.5 mA

임피던스, 공칭 12 k @ 50 Hz
10 k @ 50 Hz

2.4 k 4.5 k

최대 돌입 전류 25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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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400 컨트롤러 아날로그 입력 사양

MicroLogix 1400 컨트롤러 아날로그 출력 사양

위험 위치에서의 MicroLogix 1400 컨트롤러 출력 사양
(Class 1, Division 2, Groups A, B, C, D)

릴레이 및 FET 출력

릴레이 출력

속성 값

전압 입력 범위 0...10.0 V DC - 1 LSB

데이터 형식 12비트 부호 없는 정수

입력 코딩(0...10V DC) 0...4095

전압 임피던스 >199 k

입력 분해능 12비트

비선형성(전체 스케일 백분율) 전체 스케일의 ±0.5%

전체 정확도 전체 스케일의 ±1.0%

업데이트 시간 100/20/16.67/4 ms(선택 가능)

전압 입력 과전압 보호 10.5 V DC

필드 배선 대 로직 절연 내부 로직과 비절연

속성 값

출력 전압 범위 0...10.0 V DC - 1 LSB

데이터 형식 12비트 부호 없는 정수

스텝 응답 2.5 ms @ 95%

출력 코딩(0...10V DC) 0...4095

부하 범위 전압 출력 >1 k

출력 분해능 12비트

아날로그 출력 설정 시간 최대 3 ms

전체 정확도 전체 스케일의 ±1.0%

전기 절연 내부 로직과 비절연

케이블 길이 30 m(98 ft) 차폐 케이블

속성
1766-L32AWA, 1766-L32AWAA, 
1766-L32BWA, 1766-L32BWAA 1766-L32BXB, 1766-L32BXBA

최대 제어 부하 1440 VA 1080 VA

최대 연속 전류

채널 및 그룹 공통 단자당 전류 채널당 2.5 A
최대 8 A 채널 8...11 공통 단자

채널당 2.5 A

컨트롤러당 전류 최대 @ 150V 28 A 또는 접점당 총 부하 중 작은 것  

최대 @ 240V 20 A 또는 접점당 총 부하 중 작은 것

속성 값

Turn-On Time/Turn-Off Time 최대 10 ms(1)

(1) 스캔 타임에 따라 다릅니다.

부하 전류 1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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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접점 정격

1766-L32BXB, 1766-L32BXBA FET 출력

MicroLogix 1400 컨트롤러 FET 표준 출력

최대 전압

암페어

암페어 연속

볼트암페어

통전 시 차단 시 통전 시 차단 시

240V AC 7.5 A 0.75 A 2.5 A 1800 VA 180 VA

120V AC 15 A 1.5 A

250V DC 0.11 A 1.0 A 28 VA

125V DC 0.22 A 1.0 A 28 VA

속성 일반 작동 고속(출력 2, 3 및 4만)(1)

(1) 출력 2, 3 및 4는 다른 FET 출력에 대해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출력 2, 3 및 4
는 다른 FET 트랜지스터 출력처럼 사용될 수 있지만 제한된 전류 범위 내에서 고속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력 2, 3 및 4는 펄스열출력(PTO) 또는 펄스폭 변조 출력(PWM) 기능을 제공합

니다.

전원 공급 장치 전압(Class 2) 24 V DC (-15%, +10%)

On 상태 전압 저하 
최대 부하 전류 시
최대 서지 전류 시

1 V DC
2.5 V DC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접점당 전류 정격

최대 부하

최소 부하

최대 누출

차트 참조
1.0 mA
1.0 mA

100 mA
20 mA
1.0 mA

접점당 서지 전류

피크 전류

최대 서지 지속 시간

최대 반복 비율 @ 30°C(86°F)
최대 반복 비율 @ 65°C(149°F)

4.0 A
8.4 ms
1초에 한 번
2초에 한 번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최대 Turn-On Time 11 µs 28 ns

최대 Turn-Off Time 89 ms 2.3 µs

1.0

10 °C
(50 °F)

30 °C
(86 °F)

50 °C
(122 °F)

3.0 A, 60 °C (140 °F)

6.0 A, 30 °C (86 °F)

70 °C
(158 °F)

80 °C
(176 °F)

2.0

3.0

4.0

5.0

6.0

7.0

8.0

0.25

10 °C
(50 °F)

30 °C
(86 °F)

50 °C
(122 °F)

0.75 A, 60 °C (140 °F)

1.5 A, 30 °C (86 °F)

70 °C
(158 °F)

80 °C
(176 °F)

0.5

0.75

1.0

1.25

1.5

1.75

2.0

FET 전체 전류
(1766-L32BXB, 1766-L32BXBA)

전
류

(A
)

전
류

(A
)

온도온도

유효 범위 유효 범위

접점당 FET 전류
(1766-L32BXB, 1766-L32BX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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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400 메모리 모듈(1766-MM1)

컨트롤러는 메모리 모듈 포트 커버가 장착되어 출하됩니다. 사용자 프로그램 
및 사용자 데이터의 착탈식 백업을 제공하거나 컨트롤러 사이의 프로그램 전
송을 위해 메모리 모듈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모듈은 다음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백업용으로 저장

• 다른 컨트롤러에서 사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전송

• 프레스 제어 및 기타 중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특별 안전/보안 기능 
사용

• 컨트롤러 폴트 후 전원을 껐다 켜는 방법으로 자동 복구

• 프로그램의 비교

• 데이터 파일 및 메모리 모듈 쓰기 보호

• 전원을 공급한 상태에서 제거/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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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400 확장 
I/O 선택

MicroLogix 1400 컨트롤러는 MicroLogix 1100 컨트롤러와 동일한 1762 I/O 
플랫폼을 사용하여 확장됩니다. 1762 I/O 확장 모듈은 작은 크기의 저비용 
패키지로 탁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모듈이 I/O 카운트 및 형식의 
유연성을 극대화하여 MicroLogix 1400 컨트롤러의 기능을 보완하고 확장합

니다.

MicroLogix 1400 시스템 설계를 통해 모듈을 DIN 레일 또는 패널 장착 형식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IN 래치 및 나사 장착 구멍은 패키지 설계에 통합

된 일부입니다.

컨트롤러 I/O는 컨트롤러당 최대 7개의 확장 모듈을 사용하여 확장할 수 있
습니다. 

사용 가능한 모듈 및 사양은 51 페이지의 MicroLogix 1100 확장 I/O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MicroLogix 1400 컨트롤러에 연결된 1762 확장 I/O 모듈

단계 11 – 다음을 선택합니다. 

• I/O 모듈  디지털, 아날로그 및 온도

• 선택 레코드(86 페이지부터 시작)에 선택 
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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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500 컨트롤러 
선택

MicroLogix 1500 베이스 유닛

베이스 유닛 하우징에는 입력, 출력, 전원 공급 장치 및 0 채널 통신 포트가 내
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이스 유닛은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경우 확장 I/O
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MicroLogix 1500 컨트롤러 제품 번호 세부 사항

단계 12 – 다음을 선택합니다. 

• 베이스 유닛  전원 및 I/O 구성을 검토하

여 제품 번호 선택, 자세한 정보는 전원 
공급 장치 및 I/O 사양 참조

• 프로세서 단계 1의 주 참조

• 부속품  데이터 액세스 도구, RTC 및 메
모리 모듈

• 선택 레코드(86 페이지부터 시작)에 선택 
사항 기록

1764  -    24   A   W   A

전원 공급 장치
A = 120/240V AC
B = 24V DC

출력 형식: 
W = 릴레이

X = 릴레이/24 V DC FET

Bulletin Number

I/O 수

입력 형식:
 A = 120V AC

MicroLogix 1500 컨트롤러 전원 및 I/O 구성

제품 번호 입력 선간 전압 입력 수 출력 수 고속 I/O

1764-24AWA 120/240 V AC (12) 120 V AC (12) 릴레이, 유닛당 2개의 절연된 릴레이 해당 없음

1764-24BWA 120/240 V AC (8) 표준 24 V DC
(4) 고속 24 V DC

(12) 릴레이, 유닛당 2개의 절연된 릴레이 (4) 20 kHz 입력

1764-28BXB 24 V DC (8) 표준 24 V DC
(8) 고속 24 V DC

(6) 릴레이, 유닛당 2개의 절연된 릴레이

(4) 표준 24 V DC FET
(2) 고속 24 V DC FET

(8) 20 kHz 입력

(2) 20 kHz 출력

MicroLogix 1500 베이스 유닛 전원 공급 장치 사양 

속성 1764-24AWA 1764-24BWA 1764-28BXB

전원 공급 장치 전압 85...265 V AC @ 47...63Hz 85...265 V AC @ 47...63 Hz 20.4...30 V DC

소비 전력 70 VA 88 VA 30 W

전원 공급 장치 최대 돌입 전류 120 V AC: 25 A for 8 ms

240 V AC: 40 A for 4 ms

120 V AC: 25 A for 8 ms
240 V AC: 40 A for 4 ms

24 V DC: 4 A for 150 ms

최대 부하 전류(1) 5V DC 2250 mA 2250 mA(2) 2250 mA

24V DC 400 mA 400 mA(2) 400 mA

최대 부하 전원 16 W 22 W 16 W

24V DC 센서 전원 해당 없음 최대 400 mA(2), 400 µF 용량 해당 없음

(1) 확장 I/O 전원 사용량을 계산하기 위한 예제 시스템 확인 워크시트는 79 페이지의 MicroLogix 1500 시스템 확장 사양 추정을 참조하십시오.

(2) 5 V DC, 24 V DC 및 센서 전원 출력이 소비하는 총 부하 전원이 22 W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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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28BXB용 전원 공급 장치 선택

이 그림에는1764-28BXB 베이스 유닛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전원 공급 
장치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79 페이지의 워크시트

를 사용하여 시스템이 소비하는 총 전원(와트)를 계산합니다. 이 정보와 아래 
그래프를 사용하여 전원 공급 장치를 선택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의 정격에 
따라 전류 또는 전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icroLogix 1500 베이스 유닛 입력 사양

속성 1764-24AWA

1764-24BWA 및 1764-28BXB

입력 0...7 입력 8 이상

On 상태 전압 범위 79...132 V AC @ 47...6 3Hz 14...30.0 V DC @ 30°C(86°F)
14...26.4 V DC @ 55°C(131°F)

10...30.0 V DC @ 30°C(86°F)
10...26.4 V DC @ 55°C(131°F)

Off 상태 전압 범위 0...20 V AC 0~5 V DC 0...5 V DC

작동 주파수 해당 없음 1 kHz...20 kHz 1 Hz...500 Hz

신호 지연 On 지연 = 20 ms
Off 지연 = 20 ms

표준 입력: 0.5~16 ms에서 선택 가능

고속 입력: 0.025~16 ms에서 선택 가능

On 상태 전류 
최소
공칭
최대

5.0 mA @ 79 V AC
12. 0mA @ 120 V AC
16.0 mA @ 132 V AC

2.5 mA @ 14V DC
7.3 mA @ 24V DC
12.0 mA @ 30V DC

2.0 mA @ 10 V DC
8.9 mA @ 24 V DC
12.0 mA @ 30 V DC

Off 상태 누설 전류 최소 2.5 mA 최소 1.5 mA 최소 1.5 mA

임피던스, 공칭 12 k @ 50 Hz
10 k @ 60 Hz

3.3 k 2.7 k

최대 돌입 전류 120 V AC에서 250 mA 해당 없음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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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500 베이스 유닛 출력 사양 

MicroLogix 1500 프로세서

컨트롤러 시스템에서 프로세스 유닛은 로직 처리, 트림 전위차계, 
Run/Remote/Program 모드 전환, 통신 전환 푸쉬 버튼 및 전기 절연 RS-232 
포트(1764-LRP 프로세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프로세서는 DAT, RTC 및 메
모리 모듈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1764-LSP 및 1764-LRP의 두 프로세서 유닛이 있습니다.

속성

1764-24AWA,1764 -24BWA, 
1764-28BXB 1764-28BXB

릴레이 FET 표준 작동 FET 고속 작동(출력 2 및 3만)

사용 전압 범위 5...125 V DC
5...264 V AC

20.4...26.4 V DC

접점당 최대 연속 전류 72 페이지의 MicroLogix 1500 컨트롤러 
릴레이 접점 정격을 참조하십시오.

1 A @ 55°C(131°F)
1.5 A @ 30°C(86°F)

100 mA

공통 단자당 최대 연속 전류 8.0 A 6.0 A

컨트롤러당 최대 연속 전류 24 A @ 150 V
20 A @ 240 V

18 A @ 150 V
18 A @ 240 V

On 상태 최소 전류 5.0 mA @ 79 V AC 2.5 mA @ 14 V DC 2.0 mA @ 10 V DC

Off 상태 최대 누설 전류 0 mA 1 mA

최대 신호 지연 - 저항 부하 On 지연 = 10 ms
Off 지연 = 10 ms

On 지연 = 0.1 ms
Off 지연 = 1.0 ms

On 지연 = 6 µs
Off 지연 = 18 µs

접점당 서지 전류(피크) 해당 없음 10ms에서 4A(1)

(1) 반복 주기는 55°C(131°F) 환경에서 2초에 한 번, 30°C(86°F) 환경에서 1초에 한 번.

MicroLogix 1500 컨트롤러 릴레이 접점 정격

최대 전압

암페어

암페어 연속

볼트암페어

통전 시 차단 시 통전 시 차단 시

240V AC 7.5 A 0.75 A 2.5 A 1800 VA 180 VA

120V AC 15 A 1.5 A

125V DC 0.22 A(1)

(1) DC 전압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릴레이 접점의 통전/차단 암페어 정격은 지정한 DC 전압으로 28 
VA를 인가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28 VA/48 V DC = 0.58 A. 48 V 미만의 DC 전압 어플리케이

션의 경우 릴레이 접점의 통전/차단 정격은 2 A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8 V를 초과하는 DC 전
압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릴레이 접점의 통전/차단 정격은 1 A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A 28 VA

24V DC 1.2 A(1) 2.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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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500 데이터 액세스 도구(1764-DAT)

DAT 플러그인 도구는 즉석 데이터 모니터링 및 조정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DAT에는 다음 5개의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

• 48개의 비트 요소에 대한 직접 액세스

• 48개의 정수 요소에 대한 직접 액세스

• 2개의 함수

• 컨트롤러 폴트의 표시

• 전원을 공급한 상태에서 제거 및 삽입

MicroLogix 1500 RTC 및 메모리 모듈

이 옵션 모듈은 프로세서 유닛에 장착됩니다. 두 형식의 모듈 모두 유닛에 전
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삽입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1764 RTC 모듈

RTC 모듈은 실시간 이벤트와 조율되어야 하는 컨트롤러 기능에 대한 시간 
기반을 설정합니다. RTC 함수 파일을 사용하여 컨트롤러에 년, 월, 일, 요일, 
시간, 분 및 초 정보를 제공합니다.

1764 메모리 모듈

메모리 모듈은 다음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백업용으로 저장

• 다른 컨트롤러에서 사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전송

• 프레스 제어 및 기타 중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안전/보안

• 컨트롤러 폴트 후 전원을 껐다 켜는 방법으로 자동 복구

• 프로그램의 비교

• 데이터 파일 및 메모리 모듈 쓰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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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500 메모리 및 RTC 모듈

제품 번호 설명

1764-RTC MicroLogix 1500 RTC 모듈

1764-MM1 MicroLogix 1500 8KB 메모리 모듈

1764-MM1RTC MicroLogix 1500 8KB 메모리 모듈, RTC 

1764-MM2(1)

(1) 1764-LRP 프로세서와 함께 사용하여 더 큰 프로그램 및 데이터 요구 사항을 지원합니다.

MicroLogix 1500 16KB 메모리 모듈

1764-MM2RTC(2) MicroLogix 1500 16KB 메모리 모듈, RTC 

1764-MM3(2)

(2) 1764-MM3xxx 모듈의 사용자 메모리는 레시피 데이터 크기를 제외하면 1764-MM2xxx 모듈과 동
일합니다. MicroLogix 1500 LRP에서 Data Log Queue에 저장된 레시피 데이터는 1764-MM3xxx 모듈

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1764-MM3xxx 모듈은 Data Log Queue 영역에서 레시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1764-MM2xxx와 1764-MM3xxx 모듈 사이에 기능 차이가 없습니다.

MicroLogix 1500 16KB 메모리 모듈

1764-MM3RTC(2) MicroLogix 1500 16KB 메모리 모듈, R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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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500 시스템 
확장 부품 선택

I/O 옵션을 늘리려면 추가적인 I/O 뱅크를 MicroLogix 1500 컨트롤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I/O 뱅크는 서로 직접 연결된 I/O 모듈의 그룹입니다. 
뱅크는 케이블로 분리됩니다.

MicroLogix 1500 시스템에서는 최대 1개의 1769 증설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
으므로, 2개의 I/O 모듈 뱅크(하나는 컨트롤러에 직접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케이블을 통해 연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I/O 뱅크에는 자체 전원 공급

이 필요합니다(뱅크 0은 컨트롤러의 내장 전원 공급 장치 사용).

하나의 I/O 뱅크에는 하나의 전원 공급 장치(내장 또는 확장)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확장 전원 공급 장치는 컨트롤러에 직접 연결할 수 없습니다. 증설 케
이블 중 하나를 사용하여 연결해야 합니다.

필요한 1769 I/O 모듈과 통신 모듈을 선택하려면 콤팩트 I/O 제품 선정 가
이드, 문서 1769-SG002를 참조하십시오. 인터넷에서 
http://www.ab.com/micrologix를 방문하여 MicroLogix 1500 컨트롤러로 이
동하십시오.

본 문서의 다음 섹션 1769 콤팩트 확장 I/O 및 통신 모듈에서는 콤팩트 I/O 
확장 옵션의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I/O 옵션을 선택한 다음, 선택 항목이 시스템의 가용 전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원을 베이

스 유닛 또는 확장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I/O 옵션을 검토한 후에는 79 페이지의 MicroLogix 1500 시스템 확장 사양 
추정 섹션을 참조하여 I/O 선택 항목을 나열하고 시스템 전원 요구 사항을 
결정합니다.

시스템 확인을 위한 다운로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http://www.ab.com/micrologix를 방문하여 MicroLogix 1500 컨트롤러로 이
동하십시오.

단계 13 – 다음을 선택합니다. 

• I/O 모듈  디지털, 아날로그, 온도 및 
고속 카운터

• 통신 모듈 DPI SCANport 및 DeviceNet

• 전원 공급 장치, 케이블 및 종단캡

• 시스템 확장 사양 추정

• 선택 레코드(86 페이지부터 시작)에 선택 
사항 기록

확장 I/O 
뱅크 0

1769-CRRx(1) 
증설 케이블

확장 I/O 
뱅크 1

1769-ECL 
종단캡

확장 I/O 
뱅크 0

확장 I/O 
뱅크 1

1769-CRRx(1) 
증설 케이블

(1) 이 제품 번호에서 x는 케이블의 길이를 나타내는 1 또는 3일 수 있습니다.
1 = 1 ft(305 mm), 3 = 3.28 ft(1 m).

수직 방향

수평 방향

http://www.ab.com/micrologix
http://www.ab.com/microlog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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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콤팩트 확장 I/O 및 통신 모듈

고밀도 Bulletin 1769 콤팩트 I/O 랙 비장차식 확장 모듈은 경쟁력 있는 가격

에 탁월한 기능과 높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모듈을 통해 I/O 카운트

와 형식의 유연성을 극대화하여 MicroLogix 1500 컨트롤러의 기능을 보완하

고 확장합니다.

전원 요구 사항에 따라 시리즈 B 베이스 유닛을 사용하여 최대 16개의 모듈

을(시리즈 A의 경우 최대 8개) MicroLogix 1500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모듈은 전원 한계 내에서 유지되면서 다음 제한을 사용하여 시스템 내에 
배치해야 합니다.

• 베이스 유닛에 최대 8개의 모듈을 직접 연결 가능

• 확장 전원 공급 장치의 각 면에 최대 8개의 모듈을 연결 가능

콤팩트 I/O 시스템은 향후 향상을 위해 탁월한 플랫폼을 제공하므로 어플리

케이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제어 수준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 모듈형 시스템

• 다양한 범위의 어플리케이션에 대응하는 풍부한 기능의 I/O

• 시스템 부품을 줄여주는 랙 없는 설계

•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축소형 패널 공간 요구 사항

• 전면 삽입 및 제거를 통해 조립 및 교체 시간 단축

• 모듈간 강력한 기계적 연결을 위한 고유한 tongue-and-groove 연동 케
이스 설계

• 시스템 내의 올바르지 않은 모듈 배치를 방지하는 소프트웨어 키잉

• AC/DC 릴레이, 24 V DC 및 120/240 V AC 전압으로 사용 가능한 디
지털 I/O 모듈

• 전압 또는 전류에 대해 구성 가능한 아날로그 I/O 모듈

• 열전쌍, RTD 및 고속 카운터 입력 모듈

• DPI/SCANport 모듈은 PowerFlex 7-class 인버터, 다른 DPI 기반 호스

트 장치 및 SCANport 기반 호스트 장치(예: 1305 및 1336 PLUS II 인
버터)에 대한 연결을 제공

• DeviceNet 어댑터 및 스캐너 통신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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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콤팩트 전원 공급 장치, 증설 케이블 및 종단캡

전원 공급 장치

확장 I/O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면 확장 I/O 모듈을 추가하기 위한 시스

템 용량이 향상됩니다.

1769 콤팩트 전원 공급 장치 사양

속성 1769-PA2 1769-PB2 1769-PA4 1769-PB4 

입력 전압, 일반 120 V AC 또는 240 V AC 24 V DC 120 V AC 또는 240 V AC 24 V DC

입력 전압 범위 85...265 V AC 19.2...31.2 V DC 85...265 V AC 19.2...32 V DC

최대 라인 요구 사항 100 VA @ 120 V AC
130 VA @ 240 V AC

50 VA @ 24 V DC 200 VA @ 120 V AC
240 VA @ 240 V AC

100 VA @ 24 V DC

출력 버스 전류 용량

(0°...55°C) (32°...131°F)
2 A @ 5 V DC

0.8 A @ 24 V DC

4 A @ 5 V DC

2 A @ 24 V DC

24V DC 사용자 전원 용량

(0°...55°C) (32°...131°F)
250 mA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최대 돌입 25 A @ 132 V AC, 10  
소스 임피던스

40 A @ 265 V AC, 10  
소스 임피던스

31.2 V DC에서 30 A 25 A @ 132 V AC, 10 
소스 임피던스

40 A @ 265 V AC, 10 
소스 임피던스

30 A @ 31.2 V DC

라인 손실 순시정전 보상 최소 10 ms, ...최대 10 s 최소 5 ms, ...최대 10 s

최소 부하 전류 0 mA @ 5 V DC, 0 mA @ 24 V DC

단락 방지 앞면 연결 퓨즈

(교체 부품 번호:
Wickmann 19195-3.15A,
Wickmann 19343-1.6A, 또는
Wickmann 19181-4A)

앞면 연결 퓨즈

(교체 부품 번호:
Wickmann 19193-6.3A)

앞면 연결 퓨즈

(교체 부품 번호:
Wickmann 19195-3.15A 또는 
Wickmann 19181-4A)

앞면 연결 퓨즈

(교체 부품 번호:
Wickmann 19193-6.3A)

버스 과전압 보호 +5V DC 및 +24V DC 모두

절연 전압

(1769 버스 입력 전원) 
이 절연 테스트 중 하나로 확인

1초 동안 1836 V AC 또는 1초 동안 
259 6V DC 또는 265 V 사용 전압

(IEC Class 1 – 접지 필요)

1초 동안 1,200 V AC 또는 1초 
동안 1,697 V DC 또는 75 V 사용 
전압(IEC Class 1 - 접지 필요)

1초 동안 1,836 V AC 또는 1초 동
안 2,596 V DC  또는 265 V 사용 
전압(IEC Class 1 – 접지 필요)

1초 동안 1,200 V AC 또는 1초 
동안 1,697 V DC 또는 75 V 사용 
전압(IEC Class 1 – 접지 필요)

전원 공급 장치 거리 정격 8 (최대 8개의 I/O 모듈을 전원 공급 장치의 양측에 연결 가능하므로 최대 16개 모듈 가능)

인증 UL, CSA(Class I, Division 2, Group A, B, C, D),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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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 케이블

증설 케이블은 두 번째 I/O 모듈 뱅크를 설치할 때 필요합니다. 컨트롤러 뱅
크의 오른쪽에서 확장 뱅크의 왼쪽 또는 오른쪽에 연결됩니다.

종단캡

모든 확장 I/O 시스템에는 종단캡을 사용하여 시리얼 통신 버스의 끝을 종단

해야 합니다. 종단캡은 시스템의 마지막 I/O 모듈에 연결합니다.

1769 콤팩트 증설 케이블 선택표

케이블 종류 길이 제품 번호

오른쪽 뱅크 – 오른쪽 뱅크 305 mm(1 ft) 1769-CRR1

오른쪽 뱅크 – 오른쪽 뱅크 1 m(3.28 ft) 1769-CRR3

오른쪽 뱅크 – 왼쪽 뱅크 305 mm(1 ft) 1769-CRL1

오른쪽 뱅크 – 왼쪽 뱅크 1 m(3.28 ft) 1769-CRL3

1769 콤팩트 종단캡 선택표

종단캡 제품 번호

오른쪽 종단캡 1769-ECR

왼쪽 종단캡 1769-E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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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ogix 1500 시스템 
확장 사양 추정

시스템 확인을 위한 다운로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http://www.ab.com/micrologix를 방문하여 MicroLogix 1500 컨트롤러로 이
동하십시오.

이 문서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시스템 기기 선택

• 시스템 부하 확인

• 증설 케이블 및 종단캡 선택

시스템 기기 선택

1. 아래 표를 사용하여 프로세서 또는 통신(옵션) 또는 디스플레이 기기

를 선택합니다. 기기 선택 열에 1을 입력합니다.

2. 시스템의 계산된 전류 열에 전류 인출 값을 입력합니다. 외부 전원 공
급 장치를 사용하여 통신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산에 
해당 전류 값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류 인출 값을 더하여 소계1 값을 
결정합니다.

하드웨어 선택: MicroLogix 1500 베이스 유닛 및 통신/디스플레이 기기

제품 번호 기기 선택

소비 전류 속성 시스템의 계산된 전류

5 V DC(mA) 24 V DC(mA) 5 V DC(mA) 24 V DC(mA)

프로세서 LSP 또는 LRP 선택

1764-LSP 300 0

1764-LRP 380 0

1764-DAT(1) 옵션 350 0

통신/디스플레이 기기, 선택 사항, 대 1

1761-NET-AIC(1)(2) 0 120

1761-NET-ENI, 

1761-NET-ENIW(1)(2)
0 100

2707-MVH232, 

2707-MVP232(1)(2)
0 80

소계1 (A1) (B1)

(1) 옵션 부속품입니다. 전류는 부속품이 설치된 경우에만 소비됩니다.

(2) 1761-NET-AIC 및 1761-NET-ENI(W) 기기에 대한 전류는 컨트롤러의 통신 포트에 의해 또는 외부 24 V DC 소스에서 공급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공

한 외부 소스가 사용될 경우에는 컨트롤러에서 전류가 소비되지 않습니다. 외부 소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기기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2707-MVH232 또는 2707-MVP232 MicroView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전류는 직접 연결된 경우 컨트롤러의 통신 포트에서 공급됩니다.

http://www.ab.com/microlog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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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2 페이지의 표를 사용하여 I/O 모듈을 선택합니다. 베이스 유닛 확장 
또는 뱅크 1 열에 모듈 수를 입력합니다.

구성에 따라 1769-SDN 모듈은 컨트롤러 I/O 이미지 테이블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적 상태로 구성되었는지 확인

하기 위해 이 모듈을 4개 이상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4 KB의 
데이터 테이블 크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769-SDN 
사용 설명서, 문서 1769-UM009를 참조하십시오.

4. 계산된 전류 열에 전류 인출 값을 입력합니다. 전류 인출 값을 더하여 
소계2 값을 결정합니다.

5. 총 모듈 수가 시스템 제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
모듈에는 전원 공급 장치 거리 정격이 있음에 유의하

십시오. 이것은 I/O 모듈과 전원 공급 장치 사이의 최
대 거리입니다. 대부분의 모듈의 경우 8이 정격입니

다. 1769-HSC 및 1769-SDN 모듈의 경우 4가 정격입니다. 
1769-SM1 모듈의 경우 6이 정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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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선택: 1769 콤팩트 I/O

각 뱅크에 대한 I/O 모듈 선택 소비 전류 속성 (mA) 전류 인출 계산

I/O 모듈 베이스 유닛 
확장

뱅크 1 베이스 유닛 확장에 대한 계산
된 전류 (mA)

뱅크 1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한 
계산된 전류 (mA)

n1 n2 X Y n1 x X n1 x Y n2 x X n2 x Y

제품 번호 모듈 수(1) 5V DC 24V DC 5V DC 24V DC 5V DC 24V DC

1769-ASCII 500 0

1769-BOOLEAN 220 0

1769-IA16 115 0

1769-IA8I 90 0

1769-IF4 (시리즈 A) 120 150

1769-IF4 (시리즈 B) 120 60

1769-IF4I 145 125

1769-IF4XOF2 120 160

1769-IF4XOF2F 220 120

1769-IF8 120 70

1769-IF16C 190 70

1769-IF16V 190 70

1769-IG16 120 0

1769-IM12 100 0

1769-IQ16 115 0

1769-IQ16F 110 0

1769-IQ32 170 0

1769-IQ32T 170 0

1769-IQ6XOW4 105 50

1769-IR6 100 45

1769-IT6 100 40

1769-OA8 145 0

1769-OA16 225 0

1769-OB8 145 0

1769-OB16 200 0

1769-OB16P 160 0

1769-OB32 300 0

1769-OB32T 220 0

1769-OF2 (시리즈 A) 120 200

1769-OF2 (시리즈 B) 120 120

1769-OF4 120 170

1769-OF4CI 145 140

1769-OF4VI 145 75

1769-OF8C 145 160

1769-OF8V 145 125

1769-OG16 200 0

1769-OV16 200 0

1769-OV32T 200 0

1769-OW8 125 100

1769-OW8I 125 100

1769-OW16 205 180

1769-HSC(2) 425 0

1769-SDN(2) 4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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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부하 확인

유효한 시스템을 갖추려면 전류 및 전원 요구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베이스 유닛 부하 확인

1. 79 페이지 및 81 페이지의 표에 있는 소계 값을 입력합니다. 

2. 베이스 유닛에 대한 총 전류 인출을 추가합니다.

3. 값이 최대 한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아래 표를 사용하여 최대 전원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1769-SM1(3) 280 0

1769-SM2(2) 350 0

총 모듈 소계 2 (A2) (B2) (C) (D)

(1) 시리즈 B 베이스 유닛 및 시리즈 C 프로세서를 사용할 경우 최대 16개의 모듈(시리즈 A 베이스 유닛의 경우 최대 8개)을 MicroLogix 1500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유닛에 최대 8개의 모듈을 직접 연결 가능

확장 전원 공급 장치의 각 면에 최대 8개의 모듈을 연결 가능

(2) 1769-ASCII, 1769-HSC, 1769-SDN 및 1769-SM2 모듈의 전원 공급 장치 거리 정격은 4입니다. 전원 공급 장치와 MicroLogix 1500 베이스 유닛 또는 확장 전
원 공급 장치 사이에는 모듈이 3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1769-SM1 모듈의 전원 공급 장치 거리 정격은 6입니다. 전원 공급 장치와 MicroLogix 1500 베이스 유닛 또는 확장 전원 공급 장치 사이에는 모듈이 5
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뱅크에 대한 I/O 모듈 선택 소비 전류 속성 (mA) 전류 인출 계산

I/O 모듈 베이스 유닛 
확장

뱅크 1 베이스 유닛 확장에 대한 계산
된 전류 (mA)

뱅크 1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한 
계산된 전류 (mA)

n1 n2 X Y n1 x X n1 x Y n2 x X n2 x Y

제품 번호 모듈 수(1) 5V DC 24V DC 5V DC 24V DC 5V DC 24V DC

MicroLogix 1500 베이스 유닛 전원 공급 장치 부하 - 전류 한계 확인

전류 출처

시스템의 계산된 전류

@ 5 V DC(mA) @ 24 V DC(mA)

1764-24BWA 모듈의 경우에는 모든 사용자 24 V DC 센서 전류의 합 입력 (E)

최대 한계 400 mA 사용자 24 V DC

소계1의 값 (A1) (B1)

소계2의 값 (A2) (B2)

총 베이스 유닛 전류 부하 (F) (G)

최대 한계 2250 mA @ 5 V DC 400 mA @ 24 V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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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전원 공급 장치 부하 확인

소계2의 값을 사용하여 시스템 부하 및 I/O 분배가 아래 한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 선택 시 향후 확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설 케이블 및 종단캡 선택

콤팩트 I/O 부품을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에는 종단캡이 있어야 합니다. I/O 
뱅크 1을 사용할 경우에는 증설 케이블도 필요합니다. 78 페이지의 정보를 사
용하여 아래 표에서 선택합니다. 

MicroLogix 1500 베이스 유닛 전원 공급 장치 부하 - 필요한 전원 확인

제품 번호 1764-24AWA, 1764-28BXB 1764-24BWA

5 V 전원 계산 (F) x 5V = W (F) x 5V = W

24 V 전원 계산 (G) x 24V = W (G) x 24V = W

(E) x 24V = W

총 와트 W W

최대 전원 한계 16 W 22 W

뱅크 1 전원 공급 장치 부하 - 전류 한계 확인

속성 제품 번호

시스템의 계산된 전류
24 V DC 사용자 출력 
용량@ 5 V DC(mA) @ 24 V DC(mA)

소계2의 값(81 페이지): (C) (D)

최대 전류 한계

1769-PA2 2000 800 250 mA

1769-PA4 4000 2000

해당 없음

1769-PB2 2000 800

1769-PB4 4000 2000

I/O 분배 - 전원 공급 장치의 왼쪽 또는 오른쪽에서 
소비되는 전류가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I/O 모
듈을 분배합니다.

1769-PA2 2000 800 250 mA

1769-PA4 2000 1000

1769-PB2 2000 800

1769-PB4 2000 1000

종단캡 및 증설 케이블 선택

시스템 종류 요구 사항 선택된 제품 번호

콤팩트 I/O만 있는 베이스 유닛 오른쪽 종단캡 1769-ECR

콤팩트 I/O 및 뱅크 1이 있는 베이스 유닛, 수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증설 케이블 1769-CRL1, 1769-CRL3

오른쪽 종단캡 1769-ECR

콤팩트 I/O 및 뱅크 1이 있는 베이스 유닛, 수직 방향 오른쪽에서 오른쪽 증설 케이블 1769-CRL1, 1769-CRL3

왼쪽 종단캡 1769-E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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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부품 선택

MicroLogix 1000 교체 부품

설명 제품 번호

1761-L32AWA, -L32BWA 및 -L32AAA용 단자 커버 도어(패키지당 도어 2개) 1761-RPL-T32X

교체 단자대 — 1761-NET-AIC와 함께 사용되는 6단 DH-485 플러그/커넥터 1746-RT30

교체 단자대 — 1761-NET-DNI와 함께 사용되는 5단 DeviceNet 플러그/커넥터 1761-RPL-RT00

MicroLogix 1100 교체 부품

설명 제품 번호

교체 배터리 1763-BA

MicroLogix 1200 Replacement Parts

설명 제품 번호

교체 착탈식 단자대 — (1) 25점 2행, (1) 1762-L40AWA 및 -L40BWA에 대해 29점 2행 1762-RPLRTB40

단계 14 – 다음을 선택합니다. 

• 교체 부품

• 선택 레코드(86 페이지부터 시작)에 선택 
사항 기록

MicroLogix 1400 교체 부품

설명 제품 번호

교체 배터리 1747-BA

교체 착탈식 단자대 — (1) 25점 2행, (1) 모든 1766-L32Xxxx에 대해 29점 2행 1762-RPLRTB40

MicroLogix 1500 교체 부품

설명 제품 번호

교체 단자대 — 1764-24AWA 및 1764-24BWA 입력에 대해 17점 1764-RPLTB1

교체 단자대 — 1764-28BXB 입력 및 모든 베이스 유닛의 출력에 대해 21점 1764-RPLTB2

교체 배터리 1747-BA



Publication 1761-SG001F-KO-P  2011년 3월

교육 자료 선택     85

교육 자료 선택

설명 제품 번호

MicroLogix 1000 통합 데모 유닛: 1761-L20BWA-5A 컨트롤러, 1761-NET-AIC DH-485 인터페이스, 1761-NET-DNI DeviceNet 인터페이스, 
쿼드러처 엔코더, 셀렉터 스위치 4개, 점등식 푸쉬 버튼 8개, 전위차계 1개, 아날로그 미터 1개

1796-MICRO1

MicroLogix 1500 통합 데모 유닛: 1764-28BXB 베이스 유닛, 1764-LSP 프로세서 유닛, 1769-IF4 아날로그 입력 모듈, 1769-OF2 아날로그 출력 모듈, 
1761-NET-AIC DH-485 인터페이스 모듈, 1761-NET-DNI DeviceNet 인터페이스 모듈, 쿼드러처 엔코더, 셀렉터 스위치 4개, 점등식 푸쉬 버튼 8개, 
전위차계 1개, 아날로그 미터 1개, 주파수 미터 1개

1796-MICRO151 
(B 시리즈 )

MicroLogix 1000 입력 시뮬레이터. 1761-L16BWA MicroLogix 1000 컨트롤러에 사용 1761-SIM-B16

MicroLogix 1200 입력 시뮬레이터. 1762-L24BWA 및 1762-L24BXB 컨트롤러에 사용 1796-SIM1200

MicroLogix 1500 입력 시뮬레이터. 1764-24BWA 및 1764-28BXB 베이스 유닛에 사용 1796-SIM1500

MicroLogix 1200/PanelView 300 Micro 통합 데모 유닛: 1762-L24BWA, 2711-M3A18L1, 전도성 근접 스위치, 광전자 센서, 프로그래밍 케이블 1796-PV300MICROx(1)

(1) x는 전원 코드 옵션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Allen-Bradley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MicroLogix 1100 입력 시뮬레이터 DEMO-SIM1100

MicroLogix 1400 데모 장치 DEMO-ML1400x(1)

연결 구성 요소 데모 장치 DEMO-MICROSOLx(1)

단계 15 – 다음을 선택합니다.  

• 교육 및 판촉 제품  스타터 팩, 데모 
유닛 및 시뮬레이터

• 선택 레코드(86 페이지부터 시작)에 선택 
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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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목록 기입

주요 제품 번호 리스트

단계 16 – 다음을 선택합니다.   

• 시스템 사양에 필요한 모든 제품 번호 안내

제품 번호 설명 선택 수량

MicroLogix 1000 컨트롤러

1761-L10BWA MicroLogix 1000 10점 AC 컨트롤러

1761-L10BWB MicroLogix 1000 10점 DC 컨트롤러

1761-L10BXB MicroLogix 1000 10점 DC 컨트롤러

1761-L16AWA MicroLogix 1000 16점 AC 컨트롤러

1761-L16BBB MicroLogix 1000 16점 DC 컨트롤러

1761-L16BWA MicroLogix 1000 16점 AC 컨트롤러

1761-L16BWB MicroLogix 1000 16점 DC 컨트롤러

1761-L16NWA MicroLogix 1000 16점 AC 컨트롤러

1761-L16NWB MicroLogix 1000 16점 DC 컨트롤러

1761-L20AWA-5A MicroLogix 1000 25점 AC 컨트롤러, 아날로그

1761-L20BWA-5A MicroLogix 1000 25점 AC 컨트롤러, 아날로그

1761-L20BWB-5A MicroLogix 1000 25점 DC 컨트롤러, 아날로그

1761-L32AAA MicroLogix 1000 32점 AC 컨트롤러

1761-L32AWA MicroLogix 1000 32점 AC 컨트롤러

1761-L32BBB MicroLogix 1000 32점 DC 컨트롤러

1761-L32BWA MicroLogix 1000 32점 AC 컨트롤러

1761-L32BWB MicroLogix 1000 32점 DC 컨트롤러

MicroLogix 1100 컨트롤러 및 부속품

1763-L16AWA MicroLogix 1100 16점 AC 컨트롤러

1763-L16BWA MicroLogix 1100 16점 AC 컨트롤러

1763-L16BBB MicroLogix 1100 16점 DC 컨트롤러

1763-L16DWD MicroLogix 1100 16점 DC 컨트롤러

1763-MM1 MicroLogix 1100 메모리 모듈

MicroLogix 1200 컨트롤러 및 부속품

1762-L24AWA MicroLogix 1200 24점 AC 컨트롤러

1762-L24AWAR MicroLogix 1200 24점 AC 컨트롤러, 프로그램/HMI 포트

1762-L24BWA MicroLogix 1200 24점 AC 컨트롤러

1762-L24BWAR MicroLogix 1200 24점 AC 컨트롤러, 프로그램/HMI 포트

1762-L24BXB MicroLogix 1200 24점 DC 컨트롤러

1762-L24BXBR MicroLogix 1200 24점 DC 컨트롤러, 프로그램/HMI 포트

1762-L40AWA MicroLogix 1200 40점 AC 컨트롤러

1762-L40AWAR MicroLogix 1200 40점 AC 컨트롤러, 프로그램/HMI 포트

1762-L40BWA MicroLogix 1200 40점 AC 컨트롤러

1762-L40BWAR MicroLogix 1200 40점 AC 컨트롤러, 프로그램/HMI 포트

1762-L40BXB MicroLogix 1200 40점 DC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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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L40BXBR MicroLogix 1200 40점 DC 컨트롤러, 프로그램/HMI 포트

1762-MM1 MicroLogix 1200 메모리 모듈

1762-MM1RTC MicroLogix 1200 메모리 모듈, RTC 

1762-RTC MicroLogix 1200 RTC 모듈

MicroLogix 1100/1200/1400 I/O

1762-IA8 8점 120 V AC 입력 모듈

1762-IF2OF2 조합 2채널 입력 2채널 출력 전압/전류 아날로그 모듈

1762-IF4 4채널 전압/전류 아날로그 입력 모듈

1762-IQ16 16점 싱크/소스 24 V DC 입력 모듈

1762-IQ8 8점 싱크/소스 24 V DC 입력 모듈

1762-IQ8OW6 8점 싱크/소스 24 V DC 입력/6점 AC/DC 릴레이 출력 조합 모듈

1762-IR4 4채널 RTD/저항 입력 모듈

1762-IT4 4채널 열전쌍/mV 입력 모듈

1762-OA8 8점 120/240 V AC 트라이액 출력 모듈

1762-OB16 16점 소스 24 V DC 출력 모듈

1762-OB8 8점 소스 24 V DC 출력 모듈

1762-OF4 4채널 전압/전류 아날로그 출력 모듈

1762-OW16 16점 AC/DC 릴레이 출력 모듈

1762-OW8 8점 AC/DC 릴레이 출력 모듈

1762-OX6I 6점 절연 AC/DC 릴레이 출력 모듈

1762-OV32T 솔리드 스테이트 24V DC 싱크 출력 모듈

1762-OB32T 솔리드 스테이트 24V DC 소스 출력 모듈

1762-IQ32T DC 입력 모듈

MicroLogix 1400 컨트롤러 및 부속품

1766-L32BWA MicroLogix 1400 32점 AC 컨트롤러

1766-L32AWA MicroLogix 1400 32점 AC 컨트롤러

1766-L32BXB MicroLogix 1400 32점 DC 컨트롤러

1766-L32BWAA MicroLogix 1400 32점 AC 컨트롤러, 아날로그

1766-L32AWAA MicroLogix 1400 32점 AC 컨트롤러, 아날로그

1766-L32BXBA MicroLogix 1400 32점 DC 컨트롤러, 아날로그

1766-MM1 MicroLogix 1400 메모리 모듈

MicroLogix 1500 컨트롤러 및 부속품

1764-24AWA MicroLogix 1500 24점 AC 베이스 유닛

1764-24BWA MicroLogix 1500 24점 AC 베이스 유닛

1764-28BXB MicroLogix 1500 28점 DC 베이스 유닛

1764-DAT MicroLogix 데이터 액세스 도구

1764-LRP MicroLogix 1500 프로세서 유닛, RS-232 포트

1764-LSP MicroLogix 1500 프로세서 유닛

1764-MM1 MicroLogix 1500 8 KB 메모리 모듈

1764-MM1RTC MicroLogix 1500 8 KB 메모리 모듈, RTC 

1764-MM2 MicroLogix 1500 16 KB 메모리 모듈

1764-MM2RTC MicroLogix 1500 16 KB 메모리 모듈, RTC 

1764-M3 MicroLogix 1500 16 KB 메모리 모듈

1764-MM3RTC MicroLogix 1500 16 KB 메모리 모듈, RTC 

1764-RTC MicroLogix 1500 RTC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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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콤팩트 I/O

1769-ADN CompactLogix DeviceNet 어댑터, 시리얼 B

1769-ASCII 콤팩트 2채널 ASCII 인터페이스 모듈

1769-BOOLEAN 콤팩트 24V I/O 부울 제어 모듈

1769-CRL1 콤팩트 I/O 오른쪽 뱅크-왼쪽 뱅크 1 ft 증설 케이블(1)

1769-CRL3 콤팩트 I/O 오른쪽 뱅크-왼쪽 뱅크 3 ft 증설 케이블(1)

1769-CRR1 콤팩트 I/O 오른쪽 뱅크-오른쪽 뱅크 1 ft 증설 케이블(1)

1769-CRR3 콤팩트 I/O 오른쪽 뱅크-오른쪽 뱅크 3 ft 증설 케이블(1)

1769-ECL 콤팩트 I/O 왼쪽 종단캡

1769-ECR 콤팩트 I/O 오른쪽 종단캡

1769-HSC 콤팩트 I/O 고속 카운터 모듈

1769-IA16 콤팩트 120 V AC 입력 모듈

1769-IA8I 콤팩트 개별 절연 120 V AC 입력 모듈

1769-IF4 콤팩트 1769-IF4(시리얼 B 이상) 아날로그 입력 모듈

1769-IF4I 콤팩트 4채널 절연 아날로그 입력 모듈

1769-IF4XOF2 콤팩트 8비트 낮은 분해능 아날로그 I/O 조합 모듈

1769-IF4XOF2F 콤팩트 조합 고속 아날로그 I/O 모듈

1769-IF8 콤팩트 8채널 아날로그 입력 모듈

1769-IF16C 컴팩트 HD 아날로그 전류 입력 모듈

1769-IF16V 컴팩트 HD 아날로그 전압 입력 모듈

1769-IG16 콤팩트 TTL 입력 모듈

1769-IM12 콤팩트 240 V AC 입력 모듈

1769-IQ16 CompactLogix 24 V DC 16점 싱크/소스 입력 모듈

1769-IQ16F CompactLogix 24 V DC 16점 고속 싱크/소스 입력 모듈

1769-IQ32 CompactLogix 24 V DC 32점 싱크/소스 입력 모듈

1769-IQ32T 콤팩트 전류 싱크/소스 24 V DC 입력 모듈

1769-IQ6XOW4 콤팩트 조합 24 V DC 싱크/소스 입력 및 AC/DC 릴레이 출력 모듈

1769-IR6 콤팩트 I/O 1769-IR6 RTD/저항 입력 모듈

1769-IT6 콤팩트 I/O 1769-IT6 열전쌍/mV 입력 모듈

1769-OA16 콤팩트 100 - 240 V AC 솔리드 스테이트 출력 모듈

1769-OA8 콤팩트 100 - 240 V AC 솔리드 스테이트 출력 모듈

1769-OB16 콤팩트 솔리드 스테이트 16점 24 V DC 소스 출력 모듈

1769-OB16P 콤팩트 솔리드 스테이트 16점 24 V DC 소스 출력 모듈, 전자 보호

1769-OB32 콤팩트 솔리드 스테이트 32점 24 V DC 소스 출력 모듈

1769-OB32T 콤팩트 전류 솔리드 스테이트 소스 24 V DC 출력 모듈

1769-OB8 콤팩트 솔리드 스테이트 8점 24 V DC 소스 출력 모듈

1769-OF2 콤팩트 아날로그 출력 모듈

1769-OF4 컴팩트 아날로그 출력 모듈

1769-OF4CI 콤팩트 4채널 전류 절연 아날로그 출력 모듈

1769-OF4VI 콤팩트 4채널 전압 절연 아날로그 출력 모듈

1769-OF8C 콤팩트 8점 아날로그 전류 출력 모듈

1769-OF8V 콤팩트 8점 아날로그 전압 출력 모듈

1769-OG16 콤팩트 TTL 출력 모듈

1769-OV16 콤팩트 솔리드 스테이트 16점 24 V DC 싱크 출력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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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OV32T 콤팩트 전류 싱크 24 V DC 출력 모듈

1769-OW16 콤팩트 16 출력 AC/DC 릴레이 모듈

1769-OW8 콤팩트 8 출력 AC/DC 릴레이 모듈

1769-OW8I 콤팩트 개별 절연 8 출력 AC/DC 릴레이 모듈

1769-PA2 콤팩트 124/240 V AC 확장 전원 공급 장치

1769-PA4 콤팩트 124/240 V AC 확장 전원 공급 장치

1769-PB2 콤팩트 24V DC 확장 전원 공급 장치

1769-PB4 콤팩트 24V DC 확장 전원 공급 장치

1769-SDN CompactLogix DeviceNet 스캐너 모듈

1769-SM1 콤팩트 I/O - DPI/SCANport 모듈

1769-SM2 콤팩트 I/O - DSI 통신 모듈

MicroLogix 통신 인터페이스 기기

1761-NET-AIC MicroLogix 고급 인터페이스 컨버터 모듈

1761-NET-DNI MicroLogix DeviceNet 인터페이스 모듈

1761-NET-ENI MicroLogix 이더넷/IP 인터페이스 모듈

1761-NET-ENIW MicroLogix 이더넷/IP 인터페이스 모듈, 웹 서버 기능

프로그래밍 도구 및 소프트웨어

1747-UIC USB - DH-485 인터페이스 컨버터

1761-HHM-K08 MicroLogix 1000 Hand-Held Programmer용 8 KB 메모리 모듈

1761-HHM-K64 MicroLogix 1000 Hand-Held Programmer용 64 KB 메모리 모듈

1761-HHP-B30 MicroLogix 1000 Hand-Held Programmer

9324-RL0100ENE RSLogix 500 Starter

9324-RL0300ENE SLC 500 및 MicroLogix 제품군용 RSLogix 500 프로그래밍 

9324-RL0700NXENE RSLogix 500 Professional

9324-RLM0100ENE RSLogix Micro Starter

9324-RLM0800ENE RSLogix Micro Professional

케이블

1747-CP3 SLC 5/03, SLC 5/04 및 SLC 5/05 RS-232 프로그래밍 케이블

1761-CBL-AC00 RS-232 작동 케이블, 9핀 D 쉘 - 9핀 D 쉘(MicroLogix), 0.5m(1.5 ft)

1761-CBL-AM00 RS-232 작동 케이블, 8핀 미니 DIN - 8핀 미니 DIN(MicroLogix), 0.5m(1.5 ft)

1761-CBL-AP00 RS-232 작동 케이블, 8핀 미니 DIN - 9핀 D 쉘(MicroLogix), 0.5m(1.5 ft)

1761-CBL-AS03 컨트롤러/DH-485 케이블, 6핀 Phoenix - RJ45, 3m(10 ft)

1761-CBL-AS09 컨트롤러/DH-485 케이블, 6핀 Phoenix - RJ45, 9.5m(31 ft)

1761-CBL-HM02 RS-232 작동/프로그래밍 케이블, 8핀 미니 DIN - 8핀 미니 DIN(MicroLogix), 2m(6.5 ft)

1761-CBL-PM02 RS-232 작동/프로그래밍 케이블, 8핀 미니 DIN - 9핀 D 쉘(MicroLogix), 2m(6.5 ft)

1763-NC01 DH-485 케이블, 8핀 미니 DIN - 6핀 Phoenix

2711-CBL-HM05 RS-232 작동 케이블, 8핀 미니 DIN - 8핀 미니 DIN(PanelView 300 Micro - MicroLogix), 5m(16.4 ft)

2711-CBL-HM10 RS-232 작동 케이블, 8핀 미니 DIN - 8핀 미니 DIN(PanelView 300 Micro - MicroLogix), 10m(32.7 ft)

2711-CBL-PM05 RS-232 작동/프로그래밍 케이블, 9핀 D 쉘 - 8핀 미니 DIN(PanelView 300 Micro - SLC 또는 PLC), 5m(16.4 ft)

2711-CBL-PM10 RS-232 작동/프로그래밍 케이블, 9핀 D 쉘 - 8핀 미니 DIN(PanelView 300 Micro - SLC 또는 PLC), 10m(32.7 ft)

교체 부품

1747-BA MicroLogix 1400/1500 컨트롤러용 리튬 배터리(RAM 기록 유지용) 

1761-RPL-RT00 1761-NET-DNI용 교체 단자대, 5단 DeviceNet 플러그/커넥터

1761-RPL-T32X 1761-L32AWA, 1761-L32BWA, 1761-L32AAA, 1761-L32BWB 또는 1761-L32BBB용 단자 커버 도어(패키지당 
도어 2개)

1761-RT30 1761-NET-AIC용 교체 단자대, 6단 DH-485 플러그/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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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MicroLogix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 MicroLogix 소프트웨어 유틸리

티 및 펌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려면 MicroLogix 웹 사이트

(http://www.ab.com/micrologix)를 방문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DNI 및 ENI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기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확인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I/O 전원 사용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http://www.rockwellautomation.co.kr에서 문서들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쇄본을 주문하려면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영업소나 대리점으

로 연락하십시오.

1762-RPLRTB40 모든 1762-L40xxxx 및 모든 1766-L32xxxx 컨트롤러용 교체 단자대

1762-RPLTLBL2 1762 I/O 모듈용 교체 단자대

1763-BA MicroLogix 1100 리튬 배터리

1764-RPLTB2 1764-28BXB MicroLogix 1500 베이스 유닛용 21점 교체 단자대

(1) 대략적인 케이블 길이는 케이블의 끝에서 끝까지만 측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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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Bradley, MicroLogix, SLC, SLC 5/03, SLC 500, CompactLogix, ControlLogix, FlexLogix, PowerFlex, PanelView, RSLogix, RSLogix 500, RSNetWorx for ControlNet, RSNetWorx for DeviceNet, Rockwell Automation 
및 Rockwell Software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상표입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자산입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

로크웰 오토메이션에서는 사용자의 제품 사용에 도움이 되는 기술 정보를 웹에서 제공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rockwellautomation.com/support/에서 기술 매뉴얼, 지식 기반 FAQ, 기술 노트 및 어플리케이션 노트, 샘플 코드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팩 링크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 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할 수 있는 MySupport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설치, 구성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 지원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TechConnect 지원 프로그램

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 대리점 또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영업소에 문의하거나 웹 사이트 
http://www.rockwellautomation.com/support/를 방문하십시오.

설치 지원

설치 후 24시간 이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 매뉴얼에 있는 정보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여 제품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제품 반품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제조 시설에서 신제품 출하 시 제품의 모든 기능 및 요소가 완벽하게 동작하는지 테스트합니다. 그러나 제품이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거나 반품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문서 피드백 

귀하의 의견은 해당 문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본 문서 개선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http://www.rockwellautomation.com/literature/에서 제공하는 본 양식(문서 번호 RA-DU002)을 작성해 주십시오.

미국 또는 캐나다 1.440.646.3434

미국 또는 캐나다 이외 
지역

웹사이트 http://www.rockwellautomation.com/support/americas/phone_en.html의 Worldwide Locator를 사용하거나 현지 로크웰 오토

메이션 영업소에 문의하십시오.

미국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품 절차를 완료하려면 고객 지원 서비스 번호(위 전화 번호로 문의하여 서비스 번호 확인)를 대
리점에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 이외 지역 해당 지역의 로크웰 오토메이션 영업소에 문의하여 반품 절차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http://www.rockwellautomation.com/support/americas/phone_en.html
http://www.rockwellautomation.com/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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