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saView 5000 산업용 컴퓨터 포트폴리오
현대식, 오픈 아키텍처 산업용 컴퓨터 및 Thin 클라이언트
Allen-Bradley® VersaView® 5000 포트폴리오는 개방형 아키텍처 산업용 PC,Thin 클라이언트 및
모니터의 완전한 제품군입니다. 제품에는 내장형 최신 완전 유리 디스플레이 및 비 디스플레이
소형 모델이 포함됩니다. VersaView 5000 플랫폼은 독립형 장비 수준과 분산 HMI 어플리케이션
모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아키텍처는 현대 운영 체제와 다양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지만, 가장
적합한 설치는 분산 어플리케이션에 FactoryTalk® View S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품군은 팬이 없고 유지보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장비 가동 중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완전 유리형
디스플레이

		

FactoryTalk View Site Edition
멀티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용 관리자 수준 HMI 소프트웨어
생산 현장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HMI 소프트웨어가 여러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FactoryTalk View SE는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VersaView
컴퓨터에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

엔지니어링 및 유지보수 팀은 어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
아키텍처를 확장하고 , 배치된 시스템을 손쉽게 관리하는 것을 원합니다.

•

운영 팀은 디스플레이 화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알람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시스템 전반에 걸친 진단이 가능할 것을 요구합니다.

•

프로덕션 IT 관계자들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보안 기능, 웹 기능, 고가용성
시스템, 가상화 솔루션과의 조화를 원합니다.

FactoryTalk View Site Edition(SE)은 단일 소프트웨어 패키지에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각 그룹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FactoryTalk View SE를 사용하면 프로세스의 HMI 문제 , 배치 및 이산
어플리케이션 등이 단일 소프트웨어 솔루션에서 관리되어 필요한 곳에서는
언제나 시각화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FactoryTalk View
S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VersaView 5000 컴퓨터는 21CFR Part 11을
준수합니다.

VersaView 5400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
에지리스(edgeless), 완전 유리형, 10 지점 멀티터치 스크린은 VersaView 5400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를 청결하게 유지하며 향상된 응답성을 제공합니다.
•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속한 부팅

•

Windows 7/WES 7/Windows 10 IoT Enterprise 32 비트 및 64 비트 운영 체제

•

듀얼 외부 디스플레이 지원

•

12인치, 15인치, 19인치, 22인치로 사용 가능 – 모두 와이드 스크린 방향

•

1920 x 1080의 풀 HD 해상도 사용 가능

•

Plant PAx 및 FactoryTalk View SE 템플릿은 1080p 화면에 적합하기 때문에 제어실과 장비
사이에 동일한 화면 공유 가능

비 디스플레이 산업용 컴퓨터
VersaView 5400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는 설치 면적이 작고, 듀얼 비디오
출력을 제공하고, 팬이 없는 경량형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DIN 레일을 비롯한
복수의 설치 옵션을 제공합니다.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와 동일한 성능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로드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라인 및 장비 어플리케이션 유연성을 위해,
최신 VersaView 5000 산업용 컴퓨터는 장비
작업자 제어를 강화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찾고 있는 사용자에게 첨단 기술을
제공합니다.

VersaView 5200 판넬 및 박스 Thin 클라이언트
중앙집중식 관리 솔루션으로 복수의 컴퓨터 관리
VersaView 5400 컴퓨터와 동일한 현대적인 디자인의 VersaView 5200 Thin 클라이언트도
판넬 버전과 비 디스플레이 버전을 모두 제공합니다. 그러나, VersaView 5200 Thin
클라이언트 버전은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분산 어플리케이션에 최적입니다.
Thin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Thin 클라이언트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메인 서버에 종속되는
환경에서 서버에 대한 원격 액세스에 사용됩니다. 공장 또는 시설 전반에서 다양한 역할을
가진 Thin 클라이언트를 원하는 만큼 많이 설치할 수 있지만, 모든 클라이언트는 메인
서버에서 관리될 수 있습니다.
VersaView 5200 Thin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현대식 공장용 중앙집중식 관리 솔루션을 위한
ThinManager®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VersaView 5200 컴퓨터 하드웨어와 ThinManag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산업 환경의 규모나 시설 수에 상관 없이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플랫폼에서 제어 및 보안이 가능합니다.
•

ThinManager Thin 클라이언트 아키텍처는 경제적인 비용으로 하드웨어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안을 강화하면서 관리 및 하드웨어 비용을 절감하는 어플리케이션
및 툴을 사용자에게 익숙한 포맷으로 제공합니다.

•

ThinManager는 기존 PLC 및 작업자 인터페이스와 완벽하게 통합되며 장소에 상관 없이
사용자 세션을 간편하게 모니터링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기능, 도구 및
액세스 방법을 제공합니다.

•

VersaView 5200 하드웨어에 ThinManager를 사용하면 사용자 정의, 프리미어
ThinManager 기능을 얻게 됩니다.

VersaView 5000 산업용 컴퓨터 사양
Thin 클라이언트

모니터

VersaView 5200 디스플레이 Thin 클라이
언트

산업용 컴퓨터

VersaView 5200 비 디스플레이 Thin 클라이
언트

속성

VersaView 5100 모니터

CPU

해당사항 없음

싱글 코어 Intel Atom E3815

쿼드 코어 Intel Atom E3815

RAM

해당사항 없음

2GB

4GB

SSD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전용량식(PC) 멀티터치

정전용량식(PC) 멀티터치

해당사항 없음

정전용량식(PC) 멀티터치

해당사항 없음

12인치: 1280x800
15인치 및 19인치: 1366x768
22인치: 1920x1080

12인치: 1280x800
15인치 및 19인치: 1366x768
22인치: 1920x1080

해당사항 없음

12인치: 1280x800
15인치 및 19인치: 1366x768
22인치: 1920x1080

해당사항 없음

단일

이중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크기 및 해상도
서멀 솔루션

해당사항 없음

운영 체제

해당사항 없음

단일

128GB

이중
ThinManager

Windows 7/WES 7/Windows 10
24V DC

전력
0 °C ... 50 °C

0 °C ... 50 °C

-20 °C ... 60 °C

0 °C ... 50 °C

-20 °C ... 60 °C

판넬 및 VESA 마운트

벽, VESA 마운트, DIN 레일,
북쉘프, 장비

CE, cULus Listed, EAC, KC 및 RCM

인증/규정
장착 옵션

VersaView 5400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

팬 없음

외부 디스플레이 출력

작동 온도

VersaView 5400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

판넬 및 VESA 마운트

판넬 및 VESA 마운트

벽, VESA 마운트, DIN 레일,
북쉘프,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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