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LOGIX

MICROLOGIX™
모든 어플리케이션 및 예산에 적합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제품군

MICROLOGIX

강력한 힘, 탁월한 성능, 높은 안정성

Micrologix 컨트롤러 제품군
오늘날 시장에서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툴과
기술을 갖춰야만 합니다. Rockwell Automation의
Allen-Bradley® Micrologix™는 소형 컨트롤러를 필요로
하는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원하는 최고의 컨트롤러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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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5종류의 컨트롤러를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Micrologix 컨트롤러 제품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간편한 커뮤니케이션 기능

• 더욱 강화된 1개 이상의 내장 RS-232C 포트 DF1 Full-Duplex, DF1 Half-Duplex 슬레이브 및
DH-485 프로토콜 지원

Micrologix는 고객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충족해 드립니다. EtherNet/IP가
내장된 Micrologix 1100/1400 컨트롤러에서
광범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객의 커뮤니케이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컨트롤러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DeviceNet 및 Ethernet은 물론 개방형
Point-to-Point 및 SCADA 프로토콜을 통해 PC,
운영 인터페이스, 기타 PLC 등과 자유롭게 통신

Micrologix 1100, 1200, 1400 및 1500은
다음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 내장 Modbus RTU 마스터 및 슬레이브
프로토콜
• DF1 Half-Duplex 마스터 및 DF1 라디오 모뎀
프로토콜
• 완벽한 ASCII (읽기/쓰기) 기능
• Micrologix 1100 및 1400은 P2P 메시징을 위한
내장 EtherNet/IP 포트 제공
• Micrologix 1200R, Micrologix 1400 및 Micrologix
1500 LRP는 직렬 포트를 추가로 제공

폭넓은 I/O 옵션
내장형에서 확장 모듈 방식에 이르는 광범위한
I/O 기능을 제공하는 Micrologix 컨트롤러는
내장형 I/O의 빠른 속도와 확장형 I/O의 유연성
및 확장성을 결합하여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적합
한 I/O 옵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Micrologix 1100,
1200 및 1400 컨트롤러에 동일한 1762 확장형 I/O
모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더욱 편리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Rockwell Automation의
품질
Micrologix 제품군에는 산업 자동화 부문에서
100년 이상 최고의 명성을 지켜온 Allen-Bradley
브랜드의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Rockwell Automation만이 제공하는
이점을 누리십시오.
• 엄격한 품질 표준
• 최첨단 기술
• 글로벌 네트워크 및 지역 공급망
• 최고의 고객 서비스
•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 및 지원
Rockwell Automation의 모든 제품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영업 및
현장 직원 외에도 수천 명에 이르는 자동화 전문
인력이 완벽한 고객 지원을 약속합니다.
Rockwell Automation은 고객이 한 공급 업체에만
얽매이지 않도록 다양한 타사 제품 및 기술을
긴밀하게 통합하여 제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Rockwell Automation
제품을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의
이점을 함께 누리실 수 있습니다.

MICROLOGIX

1000

저렴한 비용, 다양한 기능

작고 저렴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찾고
계신다면 Micrologix 1000 컨트롤러를
권해 드립니다. 작은 크기와 경제적인
이 컨트롤러는 다양한 I/O 구성을
제공하며, 17개의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 면적이 120mm x 80mm x
40mm (4.72”x 3.15”x 1.57”)에 불과한
Micrologix 1000 컨트롤러는 최대 32개의
I/O 지점을 필요로 하며,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 적합한 제품으로 고급 네트워킹
기능과 완벽한 제어 솔루션을 갖춘 고속
컨트롤러입니다.

이점
Micrologix 1000 마이크로 PLC는 32점 이하의 I/O
를 통해 다양한 주요 어플리케이션 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품으로 풀사이즈 컨트롤러에
비해 차지하는 공간이 적으며, 가격 또한 훨씬
저렴합니다. 이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수많은 이점
중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리 구성된 1K 프로그래밍 및 데이터 메모리를
통해 간편한 구성 보장(비트, 정수, 타이머,
카운터 등)
• 빠른 처리 속도 − 500개의 인스트럭션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평균 처리 속도 1.5ms
• 내장 EEPROM 메모리를 사용하여 모든 래더
로직 및 데이터를 저장하므로 컨트롤러에 전원
문제가 발생해도 배터리 백업이나 별도의 메모리
모듈이 필요 없음
• 여러 개의 입력점을 제공하므로 컨트롤러를
싱킹 또는 소싱 입력 장치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출력점을 제공하므로 서로
다른 전압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을 격리시킬
수 있음

• DF1 Full-Duplex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RS-232 통신 포트를 통해 PC에
간편하게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업로드, 다운로드
및 모니터링할 수 있음
• DF1 Half-Duplex Slave를 사용하는 RTU 슬레이브
프로토콜을 지원하므로 최대 254개의 노드에서
라디오 모뎀, 리스 회선 모뎀 또는 위성 업링크를
사용하여 하나의 마스터와 통신할 수 있음
• P2P 메시징 기능을 통해 DH-485에 컨트롤러를
최대 32개까지 연결 가능(1761-NET-AIC 모듈
사용)
• 1761-NET-DNI 및 1761-NET-ENI 커뮤니케이션
모듈을 통해 DeviceNet과 EtherNet/IP를 비롯한
고급 통신 네트워크 제공
• 입력 전원이 24V DC인 컨트롤러 제품에는 고속
카운터(6.6 kHz)가 내장되어 있음
• 조정이 가능한 DC 입력 필터를 사용하므로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에 맞춰 입력
응답 시간 및 노이즈 제거 기능을 수정할 수 있음
• 전 세계 규제 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증 획득(CE,
C-Tick, UL, c-UL, Class 1 Division 2
Hazardous Location)

유연한 I/O 기술
광범위한 입력 및 출력 사양을 통해 유연한 제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입력 옵션: AC, DC 및 아날로그(전류 또는 전압)
• 출력 옵션: 계전기, TRIAC, MOSFET 및
아날로그(전류 또는 전압)
• AC 및 DC 전원 컨트롤러 모두 사용 가능

Micrologix 1000 컨트롤 시스템을 작업 현장에
활용하면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제품
생산과 관련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Micrologix 1000은 용수/폐수 처리에서 SCADA,
포장 및 원료 처리에 이르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MICROLOGIX

1100

커뮤니케이션, 제어, 시각화

온라인 편집 기능과 P2P 메시징을 위한
내장형 10/100 Mbps EtherNet/IP 포트를
갖춘 Micrologix 1100 컨트롤러는
Micrologix 제품군의 네트워크 통신 기능
및 어플리케이션 범위를 더욱 확장해 주는
차세대 컨트롤러 제품입니다. 컨트롤러 및
I/O 상태 표시 내장 LCD 스크린을 통해서,
간단한 작업자 메시지 표시 및 비트, 정수
입력이 가능하고, 디지털 볼륨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 및 이점
• P2P 메시징을 위한 10/100 Mbps EtherNet/IP
포트 내장 − 컨트롤러 간 고속 연결 옵션을
제공하므로 Ethernet 접속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액세스하여 모니터링 및 프로그래밍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온라인 편집 기능 − 컨트롤러가 작동 중에도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PID 루프를
포함하여 운영 제어 시스템을 정교하게 튜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
• 웹 서버 내장 − 사용자가 컨트롤러에서 맞춤형
데이터를 구성하여 웹 페이지로 표시할 수 있음
• RS-232/RS-485 콤보 포트(격리) − 서로 다른
Point-to-Point 및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위한
호스트 제공
• 내장 LCD 스크린 − 사용자가 컨트롤러 내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선택적으로 수정하여
제어 프로그램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내장된 디지털 I/O 및 컨트롤러 기능의 상태를
화면에 표시하여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튜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디지털 전위차계의
역할 담당

추가 기능
• 40kHz 고속 카운터 1개 내장(DC 입력을
사용하는 컨트롤러)
• 40kHz 고속 PTO/PWM 2개 (DC 출력을
사용하는 컨트롤러)
• 아날로그 입력(0-10 v DC, 10비트 해상도) 2개
내장
• 메시징 및 비트/정수 입력을 위한 작업자
인터페이스 제공
• 4,000 워드 용량의 사용자 프로그램 메모리 및
사용자 데이터 메모리
• 최대 128K 바이트의 데이터 로깅 메모리 및
64K 바이트의 레시피 메모리 용량

I/O 기능
소규모 어플리케이션 의 경우, 제품에 내장된 I/O
만으로도 충분한 제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컨트롤러 제품에는 10점의 디지털 입력과
6개의 디지털 출력, 그리고 2채널의 아날로그
입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디지털, 아날로그, RTD
및 서머커플 모듈을 추가하여 어플리케이션 의
요구 사항에 맞게 컨트롤러를 맞춤 구성할 수
있습니다.

DC 입력을 사용하는 컨트롤러 모델에는 고속
카운터가 제공되며, DC 출력을 사용하는 모델에는
2개의 PTO/PWM 출력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 동작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Micrologix 1100은 확장형 I/O도 지원합니다.
최대 4개의 1762 I/O 모듈(Micrologix 1200 및
1400 컨트롤러에서도 사용 가능)을 내장된 I/O에
추가하면 어플리케이션 유연성을 높이고 최대
80점의 디지털 I/O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응용 분야
Micrologix 1100은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에 모두
적합한 제품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SCADA RTU,
포장 및 원료 처리 부문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
니다. Micrologix 1100은 Micrologix 1500보다
더 많은 데이터 로깅 및 레시피 메모리를 제공하므
로 원격 모니터링이나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하지
만 I/O는 많이 필요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MICROLOGIX

1200

더욱 확장된 기능 및 옵션

Micrologix 1200은 다양한 기능 및 옵션을
통해 폭넓은 어플리케이션 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24점 또는 40점의 입출력을 내장하는
두 가지 모델로 제공되며, 랙 장착이
필요 없는 I/O 모듈을 사용하여 I/O 수를
더욱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비용 및 부품 재고만으로도 대규모 제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더욱 향상된
어플리케이션 유연성 및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업그레이드 가능한 플래시
운영체제를 사용하므로 하드웨어를 교체
하지 않고도 항상 최신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 사이트에서 펌웨어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컨트롤러를 손쉽
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및 이점
• 4개의 래칭 또는 펄스 캐치 입력 − 래칭 입력을
사용하면 컨트롤러가 아주 짧은(100만분의 1초)
신호를 포착하여 입력 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 20kHz 고속 카운터 − 제품에 내장된 독립형
고속 카운터는 32비트 정수까지 사용 가능하며,
8개의 작동 모드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스캔과
상관없이 출력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리미트 스위치 기능 −
이 기능을 사용하면 고속 카운터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리미트 스위치 또는 로터리 캠 스위치로
작동하도록 구성할 수 있음
• 트림 전위차계 – 디지털 출력기능(범위 0~250)이
있는 2개의 트림 전위차계가 내장되어 타이머,
카운터, 설정치 등을 빠르고 손쉽게 조절할 수
있음
• 프로그램 데이터 보안 – 데이터 파일다운로드
보호 기능을 통해 보호되는 데이터를 덮어쓰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컨트롤러로 다시 로딩할 수
있음
• 부동 소수점 데이터 파일 – 최대 256개의
IEEE-754 부동 소수점 값이 포함된 데이터 파일을
생성할 수 있음

• 메모리, 실시간 시계 또는 메모리/실시간 시계
모듈 − 메모리 백업을 통해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보호하고 이동성을 제공함. 실시간
시계는 시간/날짜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을 통해 외부 소스와 동기화할 수도
있음
• 4개의 인터럽트 입력 − 인터럽트 입력은 센서
또는 필드 장치에서 입력 조건이 감지되면 컨트
롤러가 특정 프로그램 파일(서브 루틴)을 스캔할
수 있도록 함

I/O 모듈 확장 옵션 선택 가능
Micrologix 1200 컨트롤러에 내장되어 있는 I/O가
부족할 경우에는 최대 6개의 디지털 및 아날로그
확장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62 확장 I/O
모듈은 Micrologix 1100 및 1400 컨트롤러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랙 장착이 필요
없으므로 추가 시스템 비용이나 부품 재고 부담이
없습니다.

강화된 제어 능력을 제공하는 1200R
컨트롤러
• 채널 0 포트 외에도 프로그래밍/HMI(Human
Machine Interface) 포트 제공: PC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작업이나 작업자 인터페이스 장치를
컨트롤러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추가
포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 어플리케이션 유연성 확장
• 시스템 비용 절감: 사용자가 로컬 HMI를 직접
연결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포트는 네트워킹,
모델 연결, 프로그래밍 및 기타 장치에 활용
가능
• 구성 필요 없음: DF1 Full Duplex 포트를
“기본 커뮤니케이션”구성으로 설정하면 채널 0
포트와 동일한 매개변수 제공
• 응답만 가능: 메시징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며,
제품과 연결된 장치에서 시작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 사용

Micrologix 1200을 사용하면 제약, 인쇄, 식음료,
포장 및 원료 처리 부문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자신감 있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MICROLOGIX

1400

더욱 강화된 기능으로 다양한 요구 충족

Allen-Bradley Micrologix 1400은 기존의
Micrologix PLC 제품군의 기능을 더욱
더 확장시킨 제품으로 Micrologix 1100의
Ethernet/IP, 온라인 편집 및 내장 LCD
기능과 더불어 더 많은 I/O, 더 빠른 고속
카운터/PTO, 커뮤니케이션 기능 등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백라이트가 제공되는 내장 LCD를 활용하
면 Ethernet 네트워크 구성을 설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 구성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기능을 통해 부동 소수점 값과 OEM
로고를 표시하고 이진 또는 정수 값을
가지는 모든 파일 요소를 확인/수정할 수
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작성에는 RSLogix™ 500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버전 8.1 이상)와
새로운 RSLogix Micro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및 이점
• P2P 메시징, 웹 서버 및 이메일 기능을 제공하는
Ethernet 포트
• 온라인 편집 기능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중에도 래더 로직 수정 가능
• 백라이트가 있는 내장 LCD를 제공하므로
컨트롤러 및 I/O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메시지, 비트/정수 모니터링 및 수정을 위한
간단한 메시징 인터페이스로도 사용 가능
• 144점의 이산 I/O를 제공하는 확장 I/O
모듈(1762 I/O)을 최대 7개까지 지원하여
어플리케이션 역량 확장
• 최대 6개의 내장형 100 kHz 고속 카운터(DC
입력을 사용하는 컨트롤러)
• DF1/DH485/Modbus RTU/DNP3/ASCII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2개의 직렬 포트

추가 기능

응용 분야

• 각각 10,000 워드 용량의 사용자 프로그램
메모리 및 사용자 데이터 메모리

• 일반적인 산업용 기계(원료 처리, 포장, 조립 등)

• 최대 128K 바이트의 데이터 로깅 메모리 및
64K 바이트의 레시피 메모리
• RSLogix 500 또는 RSLogix Micro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 HVAC / 빌딩 자동화 부문
• SCADA(정유 및 가스, 용수/폐수, 전력 등)
• 식음료 부문
• 제약 부문
• 상용 기계 부문(자판기, 산업용 세탁/건조기 등)

I/O 기능
Micrologix 1400에 내장되어 있는 I/O가 부족한
경우에는 최대 7개의 1762 I/O(Micrologix 1100 및
1200 컨트롤러와 공통으로 사용) 디지털 및
아날로그 확장 모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MICROLOGIX

1500

더욱 강력한 기능 및 확장성

세상이 완벽하다면 앞으로 발생할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화의 세계에서는 Micrologix 1500
컨트롤러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꿈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완벽한 세상을 열어
드립니다.
Micrologix 제품군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Micrologix 1500 컨트롤러는
탁월한 성능과, 힘, 그리고 유연성을 통해
값비싼 대형 컨트롤러를 필요로 하던
수많은 어플리케이션 을 완벽하게
대체합니다. 이동 가능한 프로세서와 I/O
및 전원 공급 장치가 내장된 기본 유닛과
1769 Compact I/O™를 통한 확장 옵션을
제공하는 Micrologix 1500을 선택하면 경제
적인 가격과 작은 설치 면적으로 모듈 방식
시스템의 모든 이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DAT(Data Access Tool) 플러그인 장치를 사용하면
제어 어플리케이션 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HMI 장치를
추가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손쉽게 모니터링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급 통신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1769-SDN
DeviceNet 스캐너를 사용하여 Micrologix 1500
컨트롤러를 DeviceNet 마스터, 슬레이브 또는
Peer 장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769-SDN
DeviceNet 스캐너는 표준 DeviceNet 마스터
기능과 향상된 성능 기능이 결합된 제품입니다.

기능:
• 전기 구성을 선택할 수 있는 3개의 기본 옵션
제공
• 120V AC 또는 24V DC 입력
• 계전기 및 고속 MOSFET 출력
• 120-240V AC 또는 24V DC 전원
• 복잡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위해 최대 14K
의 비휘발성 온보드 사용자 메모리 지원
• 1K 용량의 사용자 프로그램당 평균 스캔 시간
1ms 미만
• 512점 이상의 I/O 확장 가능
• 홈에 끼우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랙 장착이 필요
없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시스템 비용 및 부품
재고 부담 감소
• 8개의 작동 모드를 제공하는 20kHz 고속 카운터
2개, 그리고 20kHz PTO(Pulse Train Output)
또는 PWM(Pulse Width Modulated)으로 구성할
수 있는 고속 출력 2개 제공

• 내장형 I/O 및 최대 16개의 Compat I/O 모듈을
통해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 범위 제공
• 탈착이 가능한 NEMA 스타일의 터미널 블록을
사용하여 손가락 안전사고 예방
• 현장에서 업그레이드 가능한 플래시 운영체제
사용

1762 및 1769 I/O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제어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

1762 I/O(Micrologix 1100, 1200 및
1400용)는 랙 장착이 필요 없는 모듈식
디자인을 채택하여 시스템에 I/O 랙을
추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용을 절감하고
교체 부품의 재고 관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듈을 DIN 레일 또는
패널에 장착할 수 있는 패키지형으로
제공되며, 각 패키지에는 DIN 래치와 나사
장착 구멍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769 Compact™ I/O는 합리적인 가격과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는 업계 최고의 I/O
플랫폼으로서, I/O의 수와 유형을 극대화
하는 광범위한 모듈을 통해 Micrologix
1500 컨트롤러의 기능을 보완하고 확장해
드립니다. Compact I/O는 향후의 향상된
기능까지 지원하는 탁월한 확장형 플랫폼
으로 어플리케이션 요구에 맞춰 제어
수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설계 기술을 사용하여 탁월한
성능 및 기능, 그리고 사용 편의성을 보장
합니다.

기능:

기능:

• 랙 장착이 필요 없는 디자인으로 추가적인
시스템 비용 및 부품 재고 부담 제거

• 랙 장착이 필요 없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시스템 비용 및 부품 재고 부담 감소

• 작은 설치 면적 및 패널 공간 절약

• 모듈식 고밀도 I/O 종료 기능을 통해 패널 공간
절약

• 고성능 I/O 버스 기본 장착
• 시스템 내의 배치 위치가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키 제공
• 풍부한 I/O 기능으로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 지
원
• AC/DC 계전기, 24V DC 및 120V AC 전압

• 통합형 고성능 직렬 I/O 버스
• 풍부한 I/O 기능으로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
지원
• 전면 삽입/제거 방식을 사용하여 시스템 조립 및
제품 교체에 걸리는 시간 단축
• 24V DC 싱크/소스 및 120/240V AC I/O, 계전기,
아날로그 I/O 등을 통해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
지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치
안정적인 커뮤니케이션 제공

1761-NET-ENI EtherNet/IP 인터페이스, 1761-NET-DNI DeviceNet 인터페이스 및 1761-NET-AIC
고급 인터페이스 변환기(AIC+)를 사용하면 Micrologix 컨트롤러를 Ethernet, DeviceNet 또는
DH-485 멀티드롭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치는
Micrologix 프로세서와 마찬가지로 DIN 레일 또는 패널에 장착할 수 있으며, 모든 설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1761-NET-ENI 및 1761-NET-ENIW ETHERNET 인터페이스
ENI 및 ENIW는 모두 EtherNet/IP 호환성을
제공하므로 다른 Allen-Bradley Ethernet
컨트롤러와 P2P 방식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터 역할을 하는 장치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ENI 또는 ENIW의 이점
• LED가 내장된 100 Base-T Port를 사용하므로 모든
표준 RJ45 Ethernet 케이블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에 연결할 수 있으며, 내장된 LED를 통해 링크 및
송수신 상태 확인
• RS-232 포트의 격리 기능 및 Auto Baud Rate 기능
을 통해 연결된 컨트롤러의 통신 포트 설정 감지
• Ethernet을 10Mbps 또는 100Mbps, 그리고
Half-Duplex 또는 Full-Duplex(기본 설정은
Auto Negotiate)로 설정 가능

eniw만의 이점
• 새로운 ENIW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고정된 형식의
페이지를 사용자에 맞게 수정할 수 있으며, HTML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 없음
• 홈 페이지에 사용자 지정 URL 링크를 제공하며,
대부분의 페이지에 사용자가 지정한 페이지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음
• 4개의 데이터 뷰 페이지를 제공하므로 사용자
텍스트 및 정수/부동 소수점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으며, 연결된 컨트롤러에 데이터 쓰기 작업도
가능. 데이터 쓰기는 암호로 보호할 수 있으며(페
이지당 1개의 암호 사용), 데이터 뷰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업데이트 주기 및 타이머(커뮤니케이션
표시)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제공
•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최대 50개의 스트링
요소로 구성된 이벤트 로그 제공

1761- NET-DNI DEVICENET 인터페이스
• Allen-Bradley 컨트롤러 및 DF1 Full-Duplex 프로
토콜(폴링이 필요 없는 실시간 통신)을 사용하는
기타 장치 간에 P2P 메시지 교환
• DeviceNet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그래밍 및 온라인
모니터링
• 모뎀에 연결된 DNI를 통해 DeviceNet에 있는
다른 DNI 컨트롤러 조합으로 다이얼링 가능
이점
• 생산자/소비자 기술을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폭 줄임으로써 효율성 및 데이터 처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그 결과 특정 컨트롤러 또는
장치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음

• 최대 64 워드의 데이터(입력 32, 출력 32, 구성
가능) 제공
• DNI는 연결된 컨트롤러를 폴링하여 매핑된 I/O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컨트롤러에서도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DNI로 전송 가능. DNI에서
모든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처리
• DF1 Full-Duplex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장치
간에 P2P 메시징 기능 제공
• 최신 커뮤니케이션 기술 활용 가능

1761- NET-AIC 고급 인터페이스 변환기
• DH-485 프로토콜과 호환이 가능하며, RS-232
포트가 있는 모든 장치(모든 Micrologix
컨트롤러, SLC 프로세서 및 Allen-Bradley
PanelView™ HMI 장치 포함)에 대해 DH-485
네트워크 액세스 제공
• 모든 포트 간에 격리 기능을 제공하여 네트워크
안정성을 높이고 연결된 장치를 보호
• Auto Baud Rate 기능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시스템 설정
TM

이점
• RS-232 장치를 DH-485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경제적이면서도 간편한 솔루션 제공
• 2개의 격리된 RS-232 연결(9핀 D-shell과 8핀
미니 DIN)을 제공하여 연결된 장치가 서로 다른
전원을 사용할 경우 장치를 보호하며, RS-485 6핀
Phoenix 연결을 통해 멀티 드롭 네트워크 연결
지원
• DF1 Half-Duplex “마스터/슬레이브”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연결
• Micrologix 컨트롤러의 8핀 미니 DIN 또는 외부
전원 연결을 통해 전원 공급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강력하고 유연한 프로그래밍 기능

Rockwell Automation은 성능을 극대화하고
프로젝트 개발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시스템의 총 소유 비용(TCO)을 절감할 수
있는 최고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RSLogix 500과 새로 개발된 RSLogix Micro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는 Allen-Bradley
Micrologix 컨트롤러 제품군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작성, 수정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
이들 프로그래밍 제품을 사용하면
Rockwell Automation의 컨트롤러,
드라이브 및 작업자 인터페이스 제품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RSLOGIX 500/RSLOGIX MICRO

RSLogix 프로그래밍 패키지를 사용하면 모든 하드웨어 플랫폼에서의 프로그램 유지 관리 작업이
간편해질 뿐 아니라 시스템 통합 작업 또한 손쉬워집니다. RSLogix 500 및 RSLogix Micro
패키지의 이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성 향상
• 구문 오류에 대한 걱정 없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작성
• 간편하게 오류를 검색 및 수정
• 라이브러리 지원을 통해 공통 코드 공유
• 프로젝트 내 또는 프로젝트 간에 신속하게 인스트럭션 복사 또는 이동
시간 절약
•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래더 로직 편집 기능을 통해 Logix 프로그램의 작성 및 수정에 걸리는 시간 단축

− 어플리케이션 예제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제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 시간 단축
진단 및 문제 해결 역량 강화
• 컨트롤러가 작동 중에도 편집이 가능하므로 테스트 및 문제 해결 시간 단축
• 삽입, 삭제, 이동, 수정 등 원본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을 정확하게 감지
• 문제 영역을 빠르게 찾아낸 후 주소 및 텍스트를 손쉽게 교체
• 상호 연결된 데이터의 상태를 하나의 창에서 동시에 검토
• 간편한 포인트 앤 클릭 방식으로 I/O 구성에 액세스
투자 가치 향상
• 모든 Rockwell Software MS-DOS 프로그래밍 제품에서 프로젝트를 간편하게 가져오기/내보내기 가능
• Micrologix를 위해 개발된 코드를 손쉽게 재사용
• RSLogix를 맞춤 구성하여 Microsoft Office 및 기타 어플리케이션 과 통합

RSLogix 500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는 Micrologix 및 SLC 컨트롤러 모두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RSLogix Micro는 Micrologix 프로그래밍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모두 풍부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전체 개발 및 구축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작업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 수준의 시각화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필요하지만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면 Rockwell Automation에서
제공하는 Allen-Bradley PanelView™
Component 작업자 인터페이스 제품군을
권해 드립니다. 내장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및 통합 장착 클램프와 같은
PanelView Component의 새로운 기능을
활용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유지 관리
작업을 보다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단일 공급 업체를 사용하는 데 따른
효율성과 편리함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Allen-Bradley Micrologix™ PLC
제품군과 통합하면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어 및 시각화
솔루션이 탄생하게 됩니다. PanelView
Component에서는 손쉽게 설치 및 조작할
수 있는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위해
핵심 기능을 모두 갖춘 다양한 크기(2인치~
10인치)의 디스플레이 제품을 콤팩트한
사이즈의 간편한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C200
• 기능 또는 숫자/기능 조합 키
• 2인치 흑백, 그래픽 디스플레이
• 직렬 통신

C300
• 터치 스크린 또는 숫자/기능 조합 키
• 3인치 흑백, 그래픽 디스플레이
• 직렬 통신

C600
• 터치 스크린
• 6인치 흑백 또는 STN 컬러 디스플레이
• 직렬 및 Ethernet 통신

C1000
• 터치 스크린
• 10인치 TFT 컬러
• 직렬 및 Ethernet 통신

1761

1763

1762

1766

1764-LSP, 1764-LRP

Micrologix 1000

Micrologix 1100

Micrologix 1200

Micrologix 1400

Micrologix 1500

1K

4K / 4K 구성 가능

4K / 2K 구성 가능

10K / 10K 구성 가능

−

데이터 로깅: 최대 128kB
* 레시피: 최대 64kB

−

게시 내용
유형
메모리
사용자 프로그램/
데이터 공간
데이터 로깅/레시피 저장

3.6K / 4K 구성 10K / 4K 구성 가능
가능

데이터 로깅: 최대 128kB 레시피: 사용자
프로그램 메모리
* 레시피: 최대 64kB

48kB

EEPROM 백업

−

−

✓

−

−

배터리 백업

−

✓

−

✓

✓

휴대용
프로그래머로만 가능

✓

✓

✓

✓

최대 32점

16점

최대 40점

32점

최대 28점

로컬 확장 시 최대 수

−

최대 80점

최대 136점

최대 144점

최대 540점

분산 I/O

−

백업 메모리 모듈
디지털 입출력
내장

추가 기능
5채널 내장

아날로그

2채널 내장,
6채널 내장,
최대 24채널까지 확장
최대 16채널까지 확장
최대 28채널까지 확장

최대 128채널까지 확장

트림 전위차계

−

디지털 2개

2개

디지털 2개

2개

PID

−

✓

✓

✓

✓

1 @ 6.6 kHz

1 @ 40 kHz

1 @ 20 kHz

최대 6 @ 100 kHz

2 @ 20 kHz

−

✓

✓

✓

✓
2 @ 20 kHz (DC FET 버전)

고속 카운터(24V DC 입력)
실시간 시계
단순 동작: PWM/PTO

−

2 @ 40 kHz
(DC FET 버전)

1 @ 20 kHz
(DC FET 버전)

3 @ 40kHz PWM /
100kHz PTO
(DC FET 버전)

단축 서보 컨트롤

−

내장 PTO (FET) 사용

내장 PTO (FET) 사용

내장 PTO (FET) 사용

내장 PTO (FET) 사용

데이터 액세스 툴

−

내장 LCD

−

내장 LCD

✓

부동 소수점 수학

−

✓

✓

✓

✓

✓

✓

✓

✓

✓

온라인 편집

−

✓

−

✓

−

RS-232 포트

(1) − 8핀 Mini DIN

RS-485 포트

−

(1) 8핀 Mini DIN
(RS-232 포트 함께 제공)

−

1) - 8핀 Mini DIN (절연 RS232 포트 함께 제공)

−

1761-NET-DNI 사용

1761-NET-DNI 사용

1761-NET-DNI 사용

1761-NET-DNI 사용

1761-NET-DNI 사용

−

−

−

−

1769-SDN 사용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RSLogix 500 및 RSLogix
Micro
통신

DeviceNet P2P/슬레이브
DeviceNet 스캐너

(1) −9핀 D-shell(비절연)
(1) − 8핀 Mini DIN
(1) − 8핀 Mini DIN
(RS-485 포트 함께 제공) (1) − 8핀 Mini DIN (R) (1) − 8핀 Mini DIN (절연RS485 포트 함께 제공)

내장,
1761-NET-ENI 사용
1761-NET-ENI 사용
1763-NC01을 사용하여
1761-NET-AIC 사용
콤보 포트에서 직접 연결

(1) − 8핀
Mini DIN

(1) − 8핀 Mini DIN
및 (1) − 9핀 D-shell
(격리)

Ethernet

1761-NET-ENI 사용

내장,
1761-NET-ENI 사용

DH-485

1761-NET-AIC 사용

1763-NC01을 사용하여
콤보 포트에서 직접 연결

슬레이브만

✓

✓

✓

✓

−

마스터/슬레이브

마스터/슬레이브

마스터/슬레이브

마스터/슬레이브

ASCII

−

✓

✓

✓

✓

DNP3

−

−

−

슬레이브만

−

✓

✓

✓

✓

✓

DF1 Half-Duplex 마스터/
스레이브, 라디오 모뎀
Modbus RTU

1761-NET-ENI 사용
1761-NET-AIC 사용

작동 전원
120/240V AC / 24V DC

cULus Listed, CE, Class I Div. 2

인증
*레시피 메모리 크기는 사용 가능한 데이터 로깅 메모리 크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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