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NELVIEW 800  
그래픽  
터미널
스마트 장비를 위한  
비쥬얼라이제이션 솔루션



비즈니스 환경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적시에 실행 가능한 

결정을 내려 운영 효율성을 달성하려면 모든 단계에서  

스마트 장비가 필요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 마이크로 제어 시스템은 독립형 장비 개발을  

위한 확장형 통합 스마트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로 제어 시스템의 일부인 PanelView™ 800 그래픽 터미널은 

마이크로 시스템과 소형 시스템 간의 확장 기능을 갖춘  

고성능 제어 및 비쥬얼라이제이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터미널을 사용하면 더 많은 장비를 더 스마트하고 생산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PanelView 800 그래픽 터미널은 고속 프로세서와 작업자 입력을 

위한 키패드 또는 터치스크린 옵션을 갖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또한 원격 모니터링 기능도 제공하며, 다양한  

중소규모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독립형 장비에 이상적입니다.

독립형 장비의 비쥬얼라이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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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ctLogix 5370 카탈로그 넘버 1769-L37xxx 제외
**CompactLogix 5380 카탈로그 넘버 5069-L306xxx만 해당

PanelView™ 800 
그래픽 터미널

PowerFlex® 
인버터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TM 소프트웨어

Micro850® 컨트롤러

Stratix® 2000 
스위치EtherNet/IP™

마이크로 및 소형 컨트롤러와 호환
•  중소규모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Micro800™, MicroLogix™,  

CompactLogix™ 5370* 및 CompactLogix 5380** 컨트롤러에 연결

•  그래픽 터미널과 컨트롤러 간의 CIP 패스스루와 브릿징으로 시간 절약

•  컨트롤러를 통한 직접 애플리케이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로  
사용성 향상

•  직접 태그 참조를 통해 Micro800 컨트롤러와 터미널 연결 최적화

원격 모니터링 지원
•  가상 네트워크 컴퓨팅(VNC) 서버를 통해 원격으로 터미널을 모니터링하고  

구성할 수 있어 가동 중단 시간 최소화

안전한 비쥬얼라이제이션 솔루션
•  암호 보호를 사용한 액세스 제어로 터미널 보안성 향상

•  사용하지 않는 EtherNet/IP™ 또는 직렬 포트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여  
터미널에 대한 무단 연결 제한

다중 통신 프로토콜
•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장비 설정 시간 단축:

 -  시리얼(RS-232, RS422/485)  -  EtherNet/IP

 -  Modbus RTU/TCP  -  DNP3 및 DF1

편리성
•  다국어 지원으로 작업자와 터미널 간 통신 향상

•  터미널에서 레시피 이름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 효율성 향상

•  한 번의 작업으로 레시피 값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여 프로그래밍 시간 단축

•  레시피를 .csv 파일 형식으로 저장해 레시피를 오프라인에서 손쉽게 백업 또는 수정

•  언어 목록을 .xlsx 파일 형식으로 가져오고 내보낼 수 있어 유지보수가 용이

•  상호 참조 브라우저를 사용해 태그를 추적하고 검색할 수 있어 프로그래밍을 간소화

결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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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통합 설계 소프트웨어로 손쉬운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경험해 

보십시오.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는 컨트롤러 

프로그래밍 및 시뮬레이션, 장비 구성 및 HMI(Human Machine Interface) 
편집기 통합 기능을 제공합니다.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는 초기 장비 개발 시간 단축, 테스트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평가 및 디버그, 변수 이름 자동 변경 등을 지원합니다.

  rok.auto/ccw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DesignStation
DesignStation은 PanelView 800 그래픽 터미널용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때 향상된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 내에 개발 툴입니다.

DesignStation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유니코드 언어 전환을 통한 손쉬운 터미널 언어 구성

•  변수가 내장되고 알람 이력 크기가 증가한 알람 메시지를 통해 장비 상태에 대한 
가시성 확보

•  네이티브 레시피 개체를 사용해 기본 레시피 기능의 프로그래밍 시간 단축

•  그래픽 터미널 변경 기능으로 모든 터미널 크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복제할 수 있어 프로그래밍을 간소화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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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View 800 그래픽 터미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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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및 세로 설치를 위한 
디스플레이 크기

4인치 7인치 10인치

카탈로그 넘버 2711R-T4T 2711R-T7T 2711R-T10T

해상도 480 x 272 WQVGA 800 x 480 WVGA 800 x 600 SVGA

디스플레이 유형 TFT 터치 스크린, 와이드 LCD

디스플레이 시간 40,000시간

컬러 65K 컬러

백라이트 LED

프로세서, CPU 속도 800 MHz

입력 방식 감압식 터치 및 기능 키 감압식 터치

메모리 및 시스템 저장장치 256 MB RAM 및 256 MB 저장장치

RTC(Real Time Clock) 및 배터리 있음

소프트웨어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 버전 8 이상

액세서리/카탈로그 넘버 –
7인치 어댑터 플레이트 

키트/2711R-APK7
10인치 어댑터 플레이트 

키트/2711R-APK10

자세한 정보와 기능 비교는 PanelView 운영자 인터페이스 포트폴리오 기능 비교(Publication 2711P-SP011) 및 비쥬얼라이제이션 솔루션 제품 선정 가이드

(Publication VIEW-SG002)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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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sp/2711p-sp011_-en-p.pdf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sg/view-sg002_-en-p.pdf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sg/view-sg002_-en-p.pdf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현재 업계와 본 문서에 등장하는 일부 용어가 기술의 포괄적인 언어를 향한 움직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이러한 용어에 대한 대안을 찾고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제품 및 콘텐츠를 변경하기 위해  

업계 동종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적용하는 동안 콘텐츠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Allen-Bradley, CompactLogix,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expanding human possibility, Micro800, Micro850, MicroLogix, PanelView, PowerFlex, 
Rockwell Automation, Stratix 및 TechConnect는 Rockwell Automation, Inc.의 상표입니다.  

EtherNet/IP는 ODVA, Inc.의 상표입니다. Rockwell Automation, Inc.의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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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알아보기 

  rok.auto/pv800 방문

  rok.auto/pv800videos의 자율형 튜토리얼을 통한 효율성 향상

  마이크로 제어 시스템을 통한 장비 자동화

https://www.facebook.com/ROKAutomation
https://www.instagram.com/rokautomation/
http://www.linkedin.com/company/rockwell-automation
https://twitter.com/ROKAutomation
https://rok.auto/pv800
https://rok.auto/pv800videos
https://rok.auto/micro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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