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성 최적화를 돕기 위해 Allen-Bradley가 PanelView™ 5000  
그래픽 터미널 제품군과 Studio 5000 View Designer® 
소프트웨어를 확장했습니다. Studio 5000 View Designer 
소프트웨어는 Studio 5000 Automation Engineering & Design 
Environment®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통합 환경은 엔지니어가 설정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전체 자동화 설계 시스템에 걸쳐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은 더욱 쉽게 최신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더욱 신속하게 데이터에 기반을 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PanelView 5000 그래픽 터미널  
제품군

Studio 5000 View Designer 소프트웨어 탑재

특징 및 장점

향상된 Logix 통합

• PanelView 5500에서 Logix 기반 알람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설정이 불필요

•  장비의 조그(Jog) 애플리케이션에 신속한 응답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고속 HMI 버튼

•  더욱 풍부한 콘텐츠의 개발을 돕는 Logix 태그 확장  
속성 지원 기능

직관적인 설계 환경으로 생산성 향상

•  설정 시간을 줄여주는 간편한 탐색 메뉴

•  객체와 화면을 모든 터미널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하는 확장형 벡터 그래픽

•  맞춤형 재사용 가능 애드온 그래픽 생성을 통한 더욱 
효율적인 애플리케이션 구축

PanelView 5500 그래픽 터미널

Studio 5000 View Designer 소프트웨어

PanelView 5310 그래픽 터미널



직관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

슬림형 알루미늄 베젤을 사용한 
최신 확장형 디자인

PanelView 5500 그래픽 터미널

PanelView 5500 그래픽 터미널은 높은 수준의 HMI 및 컨트롤러 통합을  
필요로 하는 장비 제조 업체와 엔드 유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와이드스크린, 터치 및 키패드 옵션과 함께 7" ~ 19"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크기로 제공됩니다. DLR 및 임베디드 스위치 기술이 적용된 EtherNet/IP는  
네트워크 오류 자동 복구 및 가동 중단 시간 감소를 위해 링 토폴로지를 
지원합니다. 또한 터미널의 탐색 버튼을 사용해 쉽게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AC 전원과 DC 전원을 모두 지원해 애플리케이션 유연성이 
뛰어납니다. 이 터미널은 Studio 5000 View Designer V4를 통해 사용자에게 
100개의 화면, 단일 컨트롤러 연결 및 1,000개의 알람을 제공합니다.

PanelView 5310 그래픽 터미널

PanelView 5310 터치스크린 그래픽 터미널은 더 작은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크기의 비쥬얼라이제이션 솔루션을 원하는 장비 제조 업체와 
엔드 유저에 이상적입니다. 7" ~ 12"의 화면 크기를 지원하는  
이 터미널은 50개의 화면, 단일 컨트롤러 연결 및 1,000개의 알람을 
제공합니다. 또한 온스크린 탐색 버튼을 사용해 쉽게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전 구성 콘텐츠를 이용해 더욱 신속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PanelView 5500은 
디스플레이 영역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영역에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더 작은 
크기의 터미널을 사용해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알람 요약 및 진단 표시기를 통해 설계 시간을 줄이고 일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사전 구성 시스템 배너

•  화면 디스플레이 영역을 최적화하고 사용자 화면, 알람, 설정 및 진단을 위한 기본 옵션을 
포함하는 직관적인 탐색 메뉴를 표시하는 탐색 버튼

•  장비의 조그(Jog) 애플리케이션에 신속한 응답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고속 HMI 버튼

•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마트 런타임 오류 알림

화면에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정의 시스템 배너

애플리케이션에 편리한 보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전 
구성 콘텐츠

설정된 알람, 진단 및 설정 정보를 
간편하게 표시하는 탐색 버튼

작업자 효율성 개선

PanelView 5310 그래픽 터미널

PanelView 5500  
그래픽 터미널



향상된 Logix 통합
Studio 5000 Logix Designer® 및 Studio 5000 View Designer 애플리케이션은 
자동으로 태그, 알람 및 기타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수준의 통합 설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제공합니다.

• HMI 태그를 작성할 필요 없이 터미널에서 컨트롤러 태그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엔지니어링 시간을 줄여주는 공유형 Logix 태그

• PanelView 5500 및 5310 그래픽 터미널에서 Logix 기반 알람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알람 프로그래밍이 불필요하고 네트워크 
트래픽이 감소

•  고속 버튼 제어 – I/O 속도로 Logix 컨트롤러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자동 진단 버튼

•  실행 중 언어 전환 기능이 Logix 컨트롤러의 화면 텍스트, 태그 설명 및 
알람 메시지를 전환

화면 및 메뉴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 탐색기

화면의 그래픽 
요소로 구성된 검색 
가능 툴박스

요소를 일관성 있게 
설정할 수 있는  
속성 창

Studio 5000 
View Designer 
애플리케이션과 
Logix 시스템 간 
통합 데이터 공유



Studio 5000 View 
Designer 소프트웨어

PanelView 5500 PanelView 5310

새로운 Studio 5000 View Designer V4 특징

문서 및 콘텐츠 뷰어 PDF

터미널 에뮬레이터 

원격 액세스/연결성 VNC

트렌드 실시간 및 기록

데이터 로그 로컬 전용

페이스플레이트 – 장비 

페이스플레이트 – 사용자 지정  
(전역 객체/애드온 그래픽)



이동식 매체에서 로드 

새로운 Studio 5000 View Designer V5 특징 (변경될 수 있음)

레시피 관리 

설정된 알람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

PanelView 5500
•  컨트롤러: 최대 연결 1개, CompactLogix™ 

5370/5380/5480 또는 ControlLogix® 5570/5580, 
v27+ 펌웨어

•  알람: V3의 경우 500개, V4의 경우 최대 1,000개, 
Logix-기반 알람만 해당

•  화면 수: V3의 경우 50개, V4의 경우 최대 100개

PanelView 5310
•  컨트롤러: 최대 연결 1개, CompactLogix 

5370/5380/5480 또는 ControlLogix 5570/5580, 
v27+ 펌웨어

•  알람: 최대 1,000개, Logix 기반 알람만 해당

•  화면 수: 최대 50개

Studio 5000 View Designer 소프트웨어는 버전 4 및 버전 5 릴리스를 통해 PanelView 5000 
제품군에 아래와 같은 새로운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징

•  고속 HMI 버튼

• Logix 기반 알람

•  탐색 메뉴

•  상태 표

•  실시간 트렌드

•  사전 정의된 Logix 통합 콘텐츠

•  다국어 지원 및 언어 전환

•  유연한 속성 결합 및 명령 실행

•  정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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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View 5000 그래픽 터미널

PanelView 5500 PanelView 5310

디스플레이 크기 및 카탈로그 넘버

7" 터치 - 2715-T7CD 및 2715-T7CA
7" 키패드 - 2715-B7CD 및 2715-B7CA
9" W - 2715-T9WD 및 2715-T9WA
10" 터치 - 2715-T10CD 및 2715-T10CA
10" 키패드 - 2715-B10CD 및 2715-B10CA
12" W - 2715-T12WD 및 2715-T12WA
15" 터치 - 2715-T15CD 및 2715-T15CA
15" 키패드 - 2715-B15CD 및 2715-B15CA
19" W - 2715-T19CD 및 2715-T19CA

7" W 터치 – 2713P-T7WD1 및 2713P-T7WD1-B
9" W 터치 – 2713P-T9WD1 및 2713P-T9WD1-B
12" W 터치 – 2713P-T12WD1 및 2713P-T12WD1-B

디스플레이 유형
컬러 TFT LCD, 18비트 컬러 그래픽(262,144 색),  
LED 백라이트

컬러 TFT LCD, 24비트 컬러 그래픽(16,777,216 색),  
LED 백라이트

터치스크린 아날로그 저항막식

RAM 512 MB 1,024 MB

비휘발성 저장장치 250 MB 500 MB

Ethernet DLR (Device Level Ring), 리니어 또는 스타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지원하는 2개의 10/100 Base-T, Auto MDI/MDI-X Ethernet 포트

10/100 단일 Ethernet 포트

입력 전원 옵션
DC 모델: 24V DC (18…30V DC)  
AC 모델: 100…240V AC

24V DC (18…30V DC)

작동 온도
7인치…15인치 터미널: 0…55 °C (32…131 °F)  
19인치 터미널: 0…50 °C (32…122 °F)

0…50 °C (32…122 °F)

인증
c-UL-us listed; Class 1, Div 2, Groups A, B, C, D; KCC; CE (EMC);  
CE (LVD); RoHS; RCM

c-UL-us, CE, KC, RCM, EAC, RoHS

외함 등급 NEMA 및 UL Type 12, 13, 4X, 또한 UL 분류에 따른 IP66 등급 NEMA 및 UL Type 12, 13, 4X, 또한 UL 분류에 따른 IP65 등급

소프트웨어 Studio 5000 View Designer (PanelView 5310 터미널에는 V4 이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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