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ctLogix 5480 컨트롤러
Logix의 성능과 상용 운영 체제를 단일 플랫폼에 구현
Allen-Bradley® CompactLogix™ 5480 컨트롤러는 Windows® 기반 플랫폼에서 Logix 제어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Logix 제어 엔진에 독립적으로 상용 CPU와 Windows 10 IoT Enterprise 운영 체제를
지원하고, 고성능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타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엔드 유저와 장비 제조 업체는 장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생산 현장에 더욱 밀접한 가치 있는 정보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 레벨에서의 의사 결정 능력을 통해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비전을 지원합니다.

향상된 성능, 유연성 및 문제 해결 능력
특징

이용 사례

• ControlLogix® 5580 및 CompactLogix 5380 컨트롤러에
최초로 도입된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고성능 아키텍처
기반
• Studio 5000® 환경 및 개발 툴 사용
• 단일 플랫폼에서 Logix 실시간 제어 및 Windows 10 IoT
Enterprise 운영 체제 지원
• 향상된 성능으로 스캔 타임 실행 및 모션 루프
업데이트가 빨라져 장비 처리 성능 및 생산성 향상
• FactoryTalk® Security 사용자 인증 및 권한 부여를
지원하는 내장 Logix 보안 기능

• 분석, 데이터 수집 및 예측 계산
•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데이터 집중기
• 장비 및 라인 제어
• 통합 제어 및 비쥬얼라이제이션
• 제어 및 타사 장비 비전

확장 가능한 컴퓨팅 솔루션을 통해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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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실시간 제어

Logix 제어 엔진

개방형 운영 체제

Windows 10 IoT Enterprise(Logix 제어 엔진에 독립적)

CPU

Intel i7 2.4 GHz Quad

저장 장치

20 MB(Logix) 약 64 GB SSD(Windows)

SDRAM

6 GB(Windows)

GbE 포트(Logix)

3(포트 2개는 듀얼 IP 또는 DLR용으로 구성 가능)

GbE 포트(OS)

1

모니터 인터페이스

1(디스플레이 포트) – HDMI, DVI, VGA 디스플레이용 VESA 승인 컨버터 지원

USB 포트

1 장비 포트(Logix) 2 USB 3.0 호스트 포트(OS)

I/O

최대 31개의 로컬 5069 Compact I/O™ 모듈 지원

Allen-Bradley, Compact I/O, CompactLogix, ControlLogix, FactoryTalk, Studio 5000 및 Rockwell Software는 Rockwell Automation, Inc.의 상표입니다.
Rockwell Automation의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Windows는 Microsoft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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