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특징

공간 절약 : 센서에서 단자반으로 직접 
배선이 가능하여 단자 스트립 불필요

다양한 기능 : 2점에서 32점까지 다양한 
모듈을 통해 대형 랙 기반 I/O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제공

생산성 향상 : 마법사를 사용한 I/O 모듈의 
간편한 설정 및 구성으로 설계 및 설치 가속

다운타임 절감 : 전원 공급 상태에서 제거 
및 삽입(RIUP) 가능 및 모듈 수준의 진단 
기능

광범위한 선택 옵션 : 90여종 및 다양한 
특수 모듈로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 요구 
충족

유연한 네트워크 : EtherNet/IP, 
ControlNet, DeviceNet, 리모트 I/O 및 
기타 개방형 네트워크로 통신 가능

공장 운영 개선 : HART 아날로그 모듈이 
자산 관리 소프트웨어 또는 컨트롤러로 
HART 데이터 전송

FLEX I/O는 대형 랙 기반 I/O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적은 공간에서 제공합니다. 비용 
효율성, 유연성, 모듈 방식 및 안정성을 제공하는 가장 대중적인 분산 I/O 플랫폼으로 
전세계적으로 4백만 모듈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FLEX I/O는 다수의 긴 배선이 필요하지 않고 종단 수를 감소해주어 설계 및 설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물론 다운타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며, 분산 I/O 솔루션을 위한 모든 로크웰 
오토메이션 컨트롤러 플랫폼을 보완합니다.

FLEX I/O 시스템은 EtherNet/IP™, ControlNet™, DeviceNet™ 뿐 만 아니라 리모트 I/O, 
PROFIBUS DP, Interbus-S 등의 다양한 개방형 네트워크와도 통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의 필요에 따라 I/O, 종단 유형 및 네트워크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Flex I/O™ 및 Flex I/O XT™ 모듈 
인캐비닛 모듈형 I/O 플랫폼



FLEX I/O 시스템은 네트워크 어댑터, 단자반, I/O 
모듈을 포함하며 FLEX 전원 공급 장치나 기타 
호환 가능한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 당 최대 8개의 단자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맞게 어댑터 별로 다양한 I/O 
채널을 사용할 수 있고, 아래의 경우처럼 디지털, 
아날로그 및 특수 I/O 모듈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256 디지털 입력/출력과 32점 모듈

•  96 아날로그 입력

FLEX I/O는 정격 저감 없이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준 35mm DIN 레일이나 패널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모듈은 극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동작이 가능하도록 해당 규정에 따라 컨포멀 
코팅이 된 XT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모듈의 작동 
온도 범위는 -20°C/-25°C에서 70°C입니다.

본질 안전 제품군의 일부인 FLEX Ex™는 FLEX 
I/O 제품군에 포함됩니다. FLEX Ex는 부피가 큰 
방폭 외함 또는 퍼지된 외함없이 위험 영역에 분산 
설치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MOD

LINK 1 LINK 2
REDUNDANY MEDIA

ADAPTER
1794-AENTR

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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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NDANY MEDIA

ADAPTER
1794-AENTR



FLEX I/O 제품군 
제공되는 FLEX I/O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사양 작동 온도

• FLEX I/O 0...55 ºC (32....131 ºF)

• FLEX I/O-XT -20/-25...70 ºC (-4....185 ºF)

보관 온도 -40...85 ºC (-40...185 ºF)

상대 습도 5...95% 비응축

충격, 동작 시1 30 g 피크 가속, 11(±1) ms 펄스 폭

충격, 비 동작 시1 50 g 피크 가속, 11(±1) ms 펄스 폭

진동1 5 g @ 10...500 Hz, IEC 68-2-6에 의거하여 테스트 완료

대략적인 치수 (가로x세로x높이)                     무게

I/O 모듈 46 x 94 x 53 mm (1.8 x 3.7 x 2.1 in) 0.1 kg (0.14 kg)

I/O 어댑터 87 x 68 x 69 mm (3.4 x 2.7 x 2.7 in) 0.2 kg (0.18 kg)

단자반 94 x 94 x 69 mm (3.4 x 3.7 x 2.7 in) 0.2 kg (0.23 kg)

전원 공급 장치 1794-PS13
1794-PS3

87 x 68 x 69 mm (3.4 x 2.7 x 2.7 in) 0.2 kg (0.23 kg)
87 x 94 x 69 mm (3.4 x 3.7 x 2.7 in) 0.4 kg (0.36 kg)

1794-AENT 치수: 87 x 94 x 69 mm (3.4 x 3.7 x 2.7 in)
1794-AENTR, 1794-ACN15 및 1794-ACNR15 어댑터 치수: 87.4 x 94 x 92 mm (3.4 x 3.7 x 3.6 in)

제품 카탈로그 번호                                    설명

통신

컴포넌트
어댑터 1794-ACN15 24Vdc ControlNet 어댑터

1794-ACNR15 24Vdc ControlNet 이중화 미디어 어댑터

1794-ACNR15XT 24Vdc ControlNet 이중화 미디어 어댑터, 극한온도(-20C ~ 70C)

1794-ADN 24Vdc DeviceNet 어댑터

1794-AENT 24Vdc EtherNet I/P 어댑터

1794-AENTR 24Vdc EtherNet I/P, 2-포트, 꼬임쌍선 미디어

1794-AENTRXT 24Vdc EtherNet I/P, 2-포트, 꼬임쌍선 미디어, 극한온도(-25C ~ 70C)

1794-APB 12Mbps PROFIBUS DP 어댑터

1794-APBDV1 12Mbps PROFIBUS DP –V1 어댑터

1794-ASB 24Vdc 리모트 I/O 어댑터(8개 모듈)

1794-ASB2 24Vdc 리모트 I/O 어댑터(2개 모듈)

Termination Styles 단자반 유닛 1794-TB2 2-선 케이지 클램프 단자반 유닛

1794-TB32 3-선 케이지 클램프 단자반 유닛

1794-TB3S2 3-선 스프링 클램프 단자반 유닛

1794-TB32 32-점 케이지 클램프 단자반 유닛

1794-TB32S 32-점 스프링 클램프 단자반 유닛

1794-TB3T2 단자반 유닛

1794-TB3TS2 스프링 클램프 온도 단자반 유닛

1794-TB3G2 케이지 클램프 접지 단자반 유닛

1794-TB3GS2 스프링 클램프 접지 단자반 유닛

1794-TBN2 단자반 유닛(NEMA 형)

1794-TBNF 퓨즈 단자반 유닛(NEMA 형)

1794-TBKD 나이프 스위치 분리 단자반 유닛

1794-TB37DS 37핀 D-쉘 종단(디지털 & 아날로그 모듈)

1794-TB62DS 62핀 D-쉘 종단(32pt. I/O 모듈)
1이 규격을 유지하려면 DIN 레일 잠금 장치와 이에 맞는 규격을 사용해야 합니다.
2제품에 표시된 경우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듈 설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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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1-M



제품 카탈로그 번호                                     설명

AC I/O 120Vac 모듈 1794-IA8 120Vac 8 입력 모듈

1794-IA8I 120Vac 8 절연 입력 모듈

1794-IA16 120Vac 16 입력 모듈

1794-OA8 120Vac 출력 모듈

1794-OA8I 120Vac 8 절연 출력 모듈

1794-OA16 120Vac 16 출력 모듈

 220Vac 모듈 1794-IM8 220Vac 8 입력 모듈

1794-IM16      220Vac 16 입력 모듈

1794-OM8 220Vac 8 출력 모듈

1794-OM16      220Vac 16 출력 모듈

DC I/O 5Vdc 모듈 1794-IG16      5Vdc 16 TTL 입력 모듈

1794-OG16     5Vdc 16 TTL 출력 모듈

24Vdc 모듈 1794-IB8 24Vdc 8 싱크 입력 모듈

1794-IB10X0B6 24Vdc 10 싱크 입력/6 2A 소스 출력 모듈

1794-IB10X0B6XT 24Vdc 10 싱크 입력/6 2A 소스 출력 모듈, 극한온도(-20C ~ 70C)

1794-IB16 24Vdc 16 싱크 입력 모듈

1794-IB16XT 24Vdc 16 싱크 입력 모듈, 극한온도(-20C ~ 70C)

1794-IB16D 24Vdc 16 싱크 입력 모듈, 진단 기능 포함

1794-IB16X0B16P 24Vdc 콤보 모듈, 16 싱크 모듈/16 소스 출력, 보호된 모듈

1794-IB32 24Vdc 32 싱크 입력 모듈

1794-IV16 24Vdc 16 소스 입력 모듈

1794-IV32 24Vdc 32 소스 입력 모듈

1794-OB8 24Vdc 8 소스 출력 모듈

1794-OB8EP 24Vdc 전기적 퓨즈된 8 2A 출력 모듈, 보호됨

1794-OB8EPXT 24Vdc 전기적 퓨즈된 8 2A 출력 모듈, 극한온도(-20C ~ 70C)

1794-OB16 24Vdc 16 소스 출력 모듈

1794-0B16D 24Vdc 16 소스 출력 모듈, 진단 기능 포함

1794-OB16P 24Vdc 16 소스 출력 모듈, 보호됨

1794-OB16PXT 24Vdc 16 소스 출력 모듈, 보호됨 극한온도(-20C ~ 70C)

1794-OB32P 24Vdc 32 소스 출력 모듈, 보호됨

1794-OV32 24Vdc 32 소스 출력 모듈

1794-OV16 24Vdc 16 싱크 출력 모듈

1794-OV16P 24Vdc 16 싱크 출력 모듈, 보호됨

 48Vdc 1794-IC16 48Vdc 16 싱크 입력 모듈

1794-OC16 48Vdc 16 소스 출력 모듈

125Vdc 1794-IH16 125Vdc 16 싱크 입력 모듈

120 VAC INPUT - ISOLATED 

1794-IA8I



                                               제품 카탈로그 번호                                     설명

아날로그 I/O 24Vdc Analog Modules 1794-IE4XOE2 24Vdc 4 입력/2 출력 아날로그 콤보 모듈

1794-IE4XOE2XT 24Vdc 4 입력/2 출력 아날로그 콤보, 극한온도(-20C ~ 70C)

1794-IE8 24Vdc 선택 가능한 아날로그 8 입력 모듈

1794-IE8XT 24Vdc 선택 가능한 아날로그 8 입력 모듈, 극한온도(-20C ~ 70C)

1794-IE8H 24V dc 선택 가능한 아날로그, 8 입력, HART 패스 스루 기능 포함

1794-IE8XOE4 24Vdc 8 입력/4 출력 선택 가능한 아날로그 모듈

1794-IE12 24Vdc 선택 가능한 아날로그 12 입력 모듈

1794-OE4 24Vdc 선택 가능한 아날로그 4 출력 모듈

1794-OE4XT 24Vdc 선택 가능한 아날로그 4 출력 모듈, 극한온도(-20C ~ 70C)

1794-OE8H 24Vdc 선택 가능한 아날로그 8 출력, HART 패스 스루 기능 포함

1794-OE12 24Vdc 선택 가능한 아날로그 12 출력 모듈

절연 아날로그 I/O 아날로그 모듈 1794-IF4I 24Vdc 소스 절연 4 입력 모듈

1794-IF4IXT 24Vdc 소스 절연 4 입력 모듈, 극한온도(-20C ~ 70C)

1794-IF2XOF2I 24Vdc 2 입력/2 출력 절연 아날로그 콤보 모듈

1794-IF2XOF2IXT 24Vdc 2 입력/2 출력 절연 아날로그 콤보 모듈, 극한온도(-20C ~ 70C)

1794-OF4I 24Vdc 소스 절연 4 출력 모듈

1794-OF4IXT 24Vdc 소스 절연 4 출력 모듈, 극한온도(-20C ~ 70C)

1794-IF8IH  FLEX 절연 HART 아날로그 입력

1794-OF8IH  FLEX 절연 HART 아날로그 출력

릴레이 특수 I/O 릴레이 모듈 1794-OW8 8 절연 릴레이 출력 모듈

1794-0W8XT 8 채널 릴레이 출력 모듈, 극한온도(-20C ~ 70C)

인코더 입력 모듈 1794-ID2 24Vdc 2 채널 증분형 인코더 입력 모듈

주파수 입력 모듈 1794-IJ2 24Vdc 2 입력 주파수 모듈

1794-IJ2XT 2 채널 카운터 모듈, 극한온도(-20C to 70C)

펄스 카운터 입력 모듈 1794-IP4 24Vdc 4 채널 펄스 카운터 모듈

RTD 입력 모듈 1794-IR8 24Vdc RTD 입력 모듈

열전대/
RTD 입력 모듈

1794-IRT8 24Vdc 열전대/RTD/mV 모듈

1794-IRT8XT 24Vdc 열전대/RTD/mV 모듈, 극한온도(-20C ~ 70C)

열전대/
mV 입력 모듈

1794-IT8 24Vdc 열전대/mV 모듈

고속 카운터 모듈

전원 공급 장치
1794-VHSC 24Vdc 4 디지털 출력 모듈

전원 공급 장치 전원 공급 장치 1794-PS13 24Vdc, 1.3A

1794-PS3 24Vdc, 3.0A

1794-IOW8



 제품 카탈로그 번호  설명

액세서리 액세서리 1794-CE1 연장 케이블, 0.3m (1 f t.)

1794-CE3 연장 케이블, 0.9m (3 f t.)

1794-CJC2 냉접합 보정 키트

1794-N2 FLEX 더미 필러 모듈

1794-NM1 패널 마운트 키트

1794-LBL 단자반 라벨 키트

1492-EA35 DIN 레일 잠금 장치(수직 마운트 용)

eCADWorks (ABECAD) : http://www.rockwellautomation.com/en/e-tools/drawings.html에서 무료 제공

Integrated Architecture Builder 4.0 : http://www.rockwellautomation.com/en/e-tools/con�guration.
html에서 무료 제공

제품

인증
2 산업용 제어 장비로 UL 승인

위험 영역(Class l, Division 2 Groups A, B, C, D) 사용을 위한 UL 승인

모든 해당 규제에 대해 CE 마크 획득
3

위험 영역(Class I, Division 2 Group A,B,C,D) 사용을 위한 CSA 프로세스 제어 장비 인증

모든 해당 법령에 대해 C-Tick 마크 확보

해양 장비 인증(Marine Certi�cation)4

SIL 2 인증5

XT 제품 FLEX I/O conformal coated products meet or exceed the following standards:

ANSI / ISA-S71.04-1985, Class Gl, G2, G3 환경

CEI IEC 6065A-4 Class 1 및 2 환경

UL 746E

매뉴얼 1794-SG002_-EN-P FLEX 선택 가이드

ACIG-BR002_-EN-P 분산 I/O 제품 브로셔

1797-PP001H-EN-P Flex Ex I/O 제품 프로파일

XT-PP001F-EN-E 극한 환경 시스템
3CE 마크 - 준수성 선언: http://www.rockwellautomation.com/products/certi�cation/ce/index.html
4해양 및 원양 애플리케이션 인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5e SIL 2: http://www.rockwellautomation.com/products/certi�cation/ce/index.html를 참조하십시오.

Encompass 파트너 제품

회사 제품 설명 연결성

ProSof t Technology, Inc. “C” 프로그래머블 솔루션 “C” 프로그래머블,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에 종속된 인터페이스 제공

백플레인

ProSof t Technology, Inc. FLEX-통신 어댑터  
3170 제품군

Rockwell Automation FLEX I/O 모듈과  
다양한 프로토콜 통합

RS-232/422/485, 기타 네트워크, 
리모트 I/O

ProSof t Technology, Inc. FLEX 통신 어댑터  
MVI 94 제품군

FLEX 플랫폼과 모든 시리얼 필드 기기의 연결을 
위한 FLEX 통신 모듈

RS-232/422/485, 기타 네트워크, 
시리얼/DF1

Spectrum Controls Inc. I/O 모듈  -  아날로그/이산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rockwellautomation.com/encompass를 방문하여 FLEX I/O 부분에서 해당 제품을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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