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800
컨트롤러
독립형 장비를 위한
확장형 마이크로 제어 솔루션

시작

MicroLogix™ 같은 우수한 제품이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전역의
많은 현장에서 사용되면서 새롭고 더 나은 제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Micro800™ 제품군은 그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익숙하고 강력한 프로그래밍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연결성,
성능 및 다목적성까지 향상되었습니다.

맞춤화로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충족
Allen-Bradley® Micro800™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제품군으로 장비를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고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하세요.

- Grupo Zeta, 멕시코

Micro800 컨트롤러 플랫폼은 소규모에서
대규모에 이르는 독립형 애플리케이션에
확장 가능하고 견고한 마이크로 제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크기로 제공되며,
맞춤화와 유연성을 고려하여 컨트롤러를
설계 및 제작했습니다. 필요한 기능만 구입하고
애플리케이션 요건에 맞는 플러그인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Micro800 제어 시스템은
장비 설계 시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 제조를 시작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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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달성
운영 효율성 최적화
• 플러그인 모듈을 사용해 컨트롤러 기능을 확장하여 컨트롤러 설치 면적 최소화
• 최
 대 8개의 확장 I/O 모듈과 304개의 디지털 I/O 지점의 지원을 통해 장비를
확장하여 운영 및 하드웨어 비용 효율성 달성
• 내
 장된 PID(Proportional Integral Derivative) 명령어와 부동 소수점 계산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폐루프 제어 시스템 생산
• 연
 결된 스마트 장비에서 Micro800 컨트롤러로 성능 정보를 전송하고 이 정보를
EtherNet/IP™를 통해 기업 전체에 전달하여 예기치 않은 가동 중단 시간 최소화

엔지니어링 및 설치 간소화
• 비쥬얼라이제이션과 안전을 포함하는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개발이 용이하고 스마트한 Micro800 제어 시스템 구축
• 사
 용자 정의 펑션(UDF), 사용자 정의 펑션 블록(UDFB) 및 샘플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사용하여 장비 모델과 구성 전체에 걸쳐 모듈형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축 시간 단축
• 최
 대 280KB의 메모리 크기와 최대 20,000개의 프로그래밍 단계를 지원해
프로그래밍 시간 단축
• 탈착식 단자대로 배선 시간 단축

편리한 컨트롤러 연결
• 클라이언트 메시징과 함께 기호 주소 지정을 사용하여 인버터를 제어하고 다른
컨트롤러에 간편하게 통신
• PanelView™ 800 그래픽 터미널에 연결 시에 직접 애플리케이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로 사용성 향상

Micro820® 컨트롤러는 I/O 요구사항이 낮은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이며 이더넷 기능과
가변 속도 드라이브의 시리얼 Modbus 제어를 제공하여
가치를 극대화하는 몇 안 되는 PLC 중 하나입니다.
당사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스캔 타임은 약 3ms로
매우 빠릅니다.
- Compac Sorting Equipment, 뉴질랜드

개요
2페이지

혜택
3페이지

요약
4페이지

컨트롤러 선택
5페이지

제어 시스템 아키텍처
6페이지

소프트웨어
7페이지

3

Micro800 컨트롤러 요약

DNP3 지원
DF1 지원
플러그인 모듈 및 microSD™ 카드 지원
펄스열출력(PTO)을 통한 모션 제어
EtherNet/IP 지원

성능 및 특징

EtherNet/IP™ 지원

Micro870®
Micro850®
Micro830®
Micro820®

가장 높은 메모리 및 I/O

3개의 모션 축 지원

간편한 모션

원격 자동화

Micro810®
스마트 릴레이
메모리 및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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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800 컨트롤러 선택
Micro810®

Micro820®

Micro830®

Micro850®

Micro870®

내장된 디지털 I/O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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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통신 옵션 및 프로토콜

• USB 프로그래밍
• USB 프로그래밍 포트
• USB 프로그래밍 포트
포트(어댑터 포함) (2080-REMLCD 포함)
• CIP Serial, DF1, Modbus RTU,
ASCII
• CIP™ Serial, DF1,
Modbus RTU, ASCII
• EtherNet/IP™, Modbus
TCP

고속 카운터(HSC) 입력

-

모션 지원

-

-

프로그램 전송,
데이터 로그 및
레시피 관리를 위해
microSD™ 사용

-

내장 슬롯

24V DC 모델의 100 kHz 속도 HSC 입력
펄스열출력(PTO)을 통해
최대 2개의 축

펄스열출력(PTO)을 통해 최대 3개의 축

카드 지원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1

• USB 프로그래밍 포트
• USB 프로그래밍 포트
• CIP Serial, DF1, Modbus RTU, ASCII • CIP Serial, DF1, Modbus
RTU, ASCII
• EtherNet/IP, Modbus TCP
• EtherNet/IP, Modbus TCP,
DNP31

DNP3은 2080-L70E-xxxxN 컨트롤러에서 지원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Micro800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제어 제품 선정 가이드(Publication 2080-SG001)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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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시스템 아키텍처의 확장 및 맞춤화
Micro800 확장 I/O 모듈
• 탈착식 단자대로 설치, 배선 및 유지보수가 용이
• 고
 밀도 디지털 및 아날로그 I/O로 공간 절약
• 높
 은 정확도의 RTD 및 열전대 모듈로 온도 제어 제공
• 다
 양한 Micro800 I/O 및 통신 옵션을 통해 제공되는 센서 및
액추에이터의 실시간 진단 데이터로 가동 중단 시간 최소화

Micro800 플러그인 모듈

원격 LCD, Micro820 컨트롤러와 호환

• 컨트롤러 설치 면적의 증가 없이 디지털 및 아날로그 I/O 기능 확장
• 통
 신 기능 향상

• 4개 또는 8개 라인의 ASCII 텍스트와 터치 키패드를 사용하여
비쥬얼라이제이션 및 제어 구현

• 기
 술 파트너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향상된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더욱 긴밀한 통합 달성

• 내
 장된 USB 포트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업로드/다운로드하여
컨트롤러 프로그래밍 및 디버깅이 용이

• Micro820®, Micro830®, Micro850® 및 Micro870® 컨트롤러에 추가

• 다국어 시스템 메뉴로 프로그래밍이 용이
• 전면 판넬 및 DIN 레일 장착 옵션으로 설치 시간 및 작업 감소

기술 파트너가 제공하는 보완 제품 알아보기

개요
2페이지

혜택
3페이지

요약
4페이지

컨트롤러 선택
5페이지

제어 시스템 아키텍처
6페이지

소프트웨어
7페이지

6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컨트롤러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구성

• Micro850 및 Micro870 컨트롤러 카탈로그 번호
2080-Lx0E와의 호환성에 최적화된 최신 설계
기술 활용

• 모든 장비를 위한 단일 공통 프로젝트로 개발 시간
단축

• 초기값 IEC와 Logix 테마를 쉽게 전환하여 원하는
환경에서 프로그래밍 가능
• 강
 력한 Micro800 컨트롤러 프로그래밍을 통해
장비 설정 시간을 줄여 더욱 유연하고 스마트한
장비를 개발함으로써 운영 비용 절감
• 글로벌 및 로컬 변수 데이터 그리드에서
필터 및 빠른 선언(Quick Declaration) 기능을
사용해 프로그래밍 시간 단축

• 다양한 통신 옵션 및 프로토콜로 구성이 용이:
USB 프로그래밍 포트, 비절연형 시리얼 포트
(RS-232 및 RS-485), 이더넷 포트, EtherNet/IP,
DNP3, DF1
• ControlFLASH™ 없이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장치 펌웨어 업데이트

비쥬얼라이제이션

• 더
 욱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향상된 Run 모드
변경(Run Mode Change) 기능으로 효율성 향상

• DesignStation을 사용해 PanelView 800 그래픽
터미널 애플리케이션을 Micro800 컨트롤러에
통합

• 암
 호 설정/확인 및 사용자 프로젝트 암호화/
복호화로 시스템 보안 강화

• Micro800 컨트롤러 변수를 HMI(Human Machine
Interface) 태그에서 직접 참조하여 시간 절약

시뮬레이션

• 컨트롤러 없이 개체 애니메이션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공

• 하
 드웨어가 없는 디지털 엔지니어링 및
프로그램 경험
• Micro800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제어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코드 개발 및 테스트
• EtherNet/IP 장비를 Micro800 시뮬레이터에
연결하여 원격 통신 검증을 수행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

rok.auto/ccw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단일 통합 설계 소프트웨어를 통한
장비 개발 가속

레시피 통합과 새로운 제어 시스템
덕분에 한 고객은 혼합 시간을
약 30% 줄일 수 있었고
이는 전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AMF Bakery Systems,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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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뒤로

rok.auto/micro800 방문
rok.auto/micro800videos의 자율형 튜토리얼을 통한 효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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