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olLogix 컴퓨트 모듈
단일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구현하는 Logix 성능 및 기업용 운영 체제.
Allen-Bradley® ControlLogix® 컴퓨트 모듈은 백플레인 전반에서 ControlLogix 프로세서에
액세스하여 섀시 내부에서 고속 컴퓨팅 성능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이제 실시간 의사결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을 갖춘 이 모듈을 사용하면 위도우 10 IoT 엔터프라이즈 또는 리눅스 운영 체제에서
맞춤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으며 자동화 시스템 보강을 위해 기성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 & 이점
성능 강화, 인섀시 컴퓨팅 기능.
• 백
 플레인 전반에서 ControlLogix 컨트롤러에 고속 액세스 가능
• 고화질 VersaView® 산업용 모니터에 직접 연결하기 위한 통합된
DisplayPort.
• ControlLogix 섀시에 컴퓨팅 능력 제공

확장 가능한 컴퓨팅 제공
생산 현장 전체에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컴
 퓨트 제품을 데이터 소스에 더 가까이 배치하여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하고
정보 활용도를 높여서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업
 계 최고의 오토메이션 기술과 윈도우 10 IoT 엔터프라이즈 및 리눅스 운영
체제를 연결합니다.
 객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설계 및 비쥬얼라이제이션 소프트웨어와 함께
• 고
타사 윈도우 10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고객에게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인캐비닛, 인섀시 또는 인컨트롤러
컴퓨팅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VersaView 5000 산업용 컴퓨터

ControlLogix 컴퓨트 모듈

CompactLogix 5480 컨트롤러

인캐비닛 컴퓨팅
산업 환경을 위한 엄격한 플랫폼에서
프로세싱 파워 강화

인섀시 컴퓨팅
ControlLogix 패밀리의 컴퓨팅 성능

인컨트롤러 컴퓨팅
단일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구현하는
고성능 제어 및 컴퓨팅 성능

• 산업 환경에서 여러 개 또는 단독으로
생산 현장 애플리케이션을 신뢰성과
가시성을 제공하며 운영
• 쿼
 드코어 산업용 PC를 이용해 HMI
애플리케이션의 높은 요구량을 충족
• 고
 화질 VersaView 5100 산업용 모니터에
직접 연결하기 위한 통합된 DisplayPort

• 백플레인 전반에서 ControlLogix
컨트롤러에 고속 액세스 가능

• Logix 컨트롤러와 윈도우 10 IoT
엔터프라이즈 병렬

• 고
 화질 VersaView 산업용 모니터에
직접 연결하기 위한 통합된 DisplayPort

• Logix 및 운영 체제의 빌트인 RSLinx
커뮤니케이션

• ControlLogix 섀시에서 컴퓨팅 성능 제공

• 고화질 VersaView 5100 산업용 모니터에
직접 연결하기 위한 통합된 DisplayPort

ControlLogix 1756 컴퓨트 모듈
CPU

Intel Atom 듀얼코어 1.46 GHz 프로세서

저장용량

32 GB mSATA (약 20 GB 저장 공간)

RAM

4 GB

팬

없음

OS

윈도우 10 IoT 엔터프라이즈 64-bit, Linux 32-bit

Ports

(1) USB 3.0, (2) GbE

모니터 인터페이스

DisplayPort

작동 온도

–25 – 60 °C (C 시리즈 섀시), –25 – 50 °C (B 시리즈 섀시)

마운팅:

ControlLogix 섀시

인증

CE, CULH, KCC, RCM, ULH, EU WEEE, 중국 RoHS

카탈로그 넘버

사양

1756-CMS1B1

듀얼코어, 32 GB SSD, 윈도우 10 IoT 엔터프라이즈 64-bit, SW/FW 번들 없음

1756-CMS1C1

듀얼코어, 32 GB SSD, 리눅스 32-bit (Debian 8.9), SW/FW 번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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