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X 5000 I/O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통합 제어를 제공하는 유연한 I/O 플랫폼
안정적이고 유연한 분산 I/O 솔루션인 FLEX 5000™ I/O를 통해 운영상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I/O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속도, 주파수 측정, 온도 센서, 압력 및 유량 센서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이산 및 아날로그
fail-safe I/O를 통해 통합 안전을 제공합니다. 모듈은 최대 SIL 3, PLe, Cat. 4의 TÜV 인증을 받았고 표준 모듈과 동일한
랙에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어 하드웨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FLEX 5000 I/O는 1Gb의 EtherNet/IP™ 통신을
제공하여 향상된 속도와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PRP(Parallel Redundancy Protocol), DLR(Device Level Ring), 리니어,
스타 등 다양한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토폴로지 옵션을 지원해 통신이 최적화됩니다. 또한 모듈 벤더 인증서, 펌웨어
암호화 및 보안 부팅 기능으로 심층 방어 보안 전략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극한 환경(XT) 버전

ControlLogix® 5580 컨트롤러

유연한 설계 및 유지보수
• 단일 노드, 수직 또는 수평, 그리고 모든 모듈 시퀀스에서 최대 16개의 모듈을 장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설치 면적
• 컨포멀 코팅이 적용된 최대 G3 등급의 XT 버전으로 -40...70 °C (-40...158 °F)의 온도와 극한 환경에서 작동
• Class I, Division 2, Zone 2, Group A, B, C, D의 위험 장소에서 사용
• 단순화된 RIUP(Power and Insertion Under Power)와 간편한 온라인 변경을 통해 가동 중단 최소화

LAN A

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 지원
• Studio 5000 Logix Designer® 애플리케이션 버전 33 이상의 고가용성 애플리케이션에서 ControlLogix® 5580 컨트롤러 이중화를
지원하여 더욱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 가능
• Studio 5000 Logix Designer 소프트웨어의 HART 프리미어 통합을 통해 추가 프로세스 진단에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어 가동 중단이
최소화됨
• PlantPAx® 5.0 시스템 이상의 명령어 세트와 완벽하게 통합되어 엔지니어링 시간 절감

LAN B

컨트롤러 이중화를 위한 FLEX 5000™ I/O 지원

Logix 이중화
제어 솔루션
알아보기

어댑터

장착 베이스 및 탈착식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설명

일반 환경(비 XT)

극한 환경(XT)

2개의 RJ45 포트가 있는 EtherNet/IP 어댑터,
최대 8개의 FLEX 5000 I/O 모듈 지원

5094-AENTR

5094-AENTRXT

2개의 RJ45 포트가 있는 EtherNet/IP 어댑터,
최대 16개의 FLEX 5000 I/O 모듈 지원

5094-AEN2TR

5094-AEN2TRXT

2개의 SFP 슬롯이 있는 EtherNet/IP 어댑터,
최대 8개의 FLEX 5000 I/O 모듈 지원*

5094-AENSFPR

5094-AENSFPRXT

2개의 SFP 슬롯이 있는 EtherNet/IP 어댑터,
최대 16개의 FLEX 5000 I/O 모듈 지원*

5094-AEN2SFPR

5094-AEN2SFPRXT

*SFP(Small Form-factor Pluggable) 트랜시버는 별도로 판매됩니다.

사양

어댑터

터미널 베이스 어셈블리
장착 베이스 + 탈착식 단자대

치수 (HxWxD)

92.7 x 94.0 x 96.5 mm
(3.65 x 3.70 x 3.80 인치)

89.3 x 94.0 x 63.0 mm
(3.52 x 3.70 x 2.48 인치)

작동 온도

-40~70°C(-40~158°F)

보관 온도

-40~85°C(-40~185°F)

상대 습도

5~95% 비응축

작동 충격

30g

비작동 충격

30g

진동

2.0g 10~500Hz
변위: 0.030 인치(pp)

내부식성 등급

ANSI/ISA S71.04 G2 - 비 XT 카탈로그
컨포멀 코팅 처리된 ANSI/ISA S71.04 G3 - XT 카탈로그

설명

카탈로그 넘버
일반 환경(비 XT)

극한 환경(XT)

설치 베이스

5094-MB

5094-MBXT

탈착식 단자대 나사

5094-RTB3

5094-RTB3XT

탈착식 단자대 스프링

5094-RTB3S

5094-RTB3SXT

탈착식 CJC 단자대 나사

5094-RTB3T

5094-RTB3TXT

탈착식 CJC 단자대 스프링

5094-RTB3TS

5094-RTB3TSXT

탈착식 릴레이 단자대 나사

5094-RTB3W

5094-RTB3WXT

탈착식 릴레이 단자대 스프링

5094-RTB3WS

5094-RTB3WSXT

탈착식 절연 단자대 나사

5094-RTB3I

5094-RTB3IXT

탈착식 절연 단자대 스프링

5094-RTB3IS

5094-RTB3ISXT

탈착식 단자대 AC 나사

5094-RTB3AC

5094-RTB3ACXT

탈착식 단자대 AC 스프링

5094-RTB3ACS

5094-RTB3ACSXT

탈착식 단자대 32 출력 나사

5094-RTB32C

5094-RTB32CXT

탈착식 단자대 32 출력 스프링

5094-RTB32CS

5094-RTB32CSXT

탈착식 단자대 32 입력 나사

5094-RTB32V

5094-RTB32VXT

탈착식 단자대 32 입력 스프링

5094-RTB32VS

5094-RTB32VSXT

표준 I/O 모듈
설명

^

안전 I/O 모듈
카탈로그 넘버
일반 환경(비 XT)

극한 환경(XT)

디지털 16 입력 24V DC

5094-IB16

5094-IB16XT

디지털 16 출력 24V DC

5094-OB16

릴레이 8 출력 절연

설명

카탈로그 넘버
일반 환경(비 XT)

극한 환경(XT)

안전 디지털 16 입력 24V DC

5094-IB16S

5094-IB16SXT

5094-OB16XT

안전 디지털 16 출력 24V DC

5094-OB16S

5094-OB16SXT

5094-OW8I

5094-OW8IXT

안전 릴레이 4 출력 절연

5094-OW4IS

5094-OW4ISXT

아날로그 8 입력

5094-IF8

5094-IF8XT

안전 아날로그 4 입력 절연 HART

5094-IF4IHS#

5094-IF4IHSXT#

범용 아날로그 8 입력

5094-IY8

5094-IY8XT

안전 아날로그 4 출력 절연 HART

5094-OF4IHS#

5094-OF4IHSXT#

아날로그 8 출력

5094-OF8

5094-OF8XT

안전 아날로그 8 입력 RTD/TC

5094-IRT8S#

5094-IRT8SXT#

고속 카운터

5094-HSC

5094-HSCXT

안전 주주파수 2 입력 절연

5094-IJ2IS#

5094-IJ2ISXT#

디지털 8 입력 240V AC

5094-IM8^

5094-IM8XT^

디지털 16 입력 120V AC

5094-IA16^

5094-IA16XT^

디지털 32 입력 24V DC

5094-IB32^

5094-IB32XT^

디지털 8 출력 24V DC

5094-OB8^

5094-OB8XT^

디지털 16 출력 120/240V AC

5094-OA16^

5094-OA16XT^

디지털 32 출력 24V DC

5094-OB32^

5094-OB32XT^

아날로그 8 입력 절연 HART

5094-IF8IH

5094-IF8IHXT

아날로그 8 출력 절연 HART

5094-OF8IH

5094-OF8IHXT

시리얼 인터페이스

5094-SERIAL^

5094-SERIALXT^

4g의 진동 내량과 25g의 충격 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 데이터(5094-TD001)를 참조하십시오.

#

사용 가능성은 제품 선정을 참조하십시오.

표준 및 안전 I/O 모듈

부속품

사양

설명

카탈로그 넘버

치수 (HxWxD)

87.0 x 94.0 x 54.0 mm (3.43 x 3.70 x 2.13 in.)

상호연결 케이블 0.5미터

5094-CE05

작동 온도

-40~70°C(-40~158°F)

상호연결 케이블 1미터

5094-CE10

보관 온도

-40~85°C(-40~185°F)

상호연결 케이블 3미터

5094-CE30

상대 습도

5~95% 비응축

SA 전원 점퍼 나사 - 10개 들이 팩

5094-SAJMPR-QTY10

작동 충격

30g+

쉴드 RTB 나사 - 5개 들이 팩

5094-STB-QTY5

비작동 충격

30g

종단캡 - 5개 들이 팩

5094-ECR-QTY5

진동

5 g+ @ 10~500Hz
변위: 0.030 인치(pp)

내부식성 등급

ANSI/ISA S71.04 G2 - 비 XT 카탈로그
컨포멀 코팅 처리된 ANSI/ISA S71.04 G3 - XT 카탈로그

+ 자세한

내용은 기술 데이터(5094-TD001)를 참조하십시오.

rok.auto/flex5000IO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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