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EM 6300M 산업용 모니터

Allen-Bradley® ASEM™ 6300은 개방형 아키텍처 산업용 PC, 씬 클라이언트 
및 모니터의 완전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다양하고 조정 가능한 제품들은 
특정 성능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군은 산업 
환경을 위한 고성능 HMI(Human Machine Interface) 솔루션이 필요한 
고객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FactoryTalk® View SE 및 FactoryTalk View 
ME 소프트웨어와 완벽하게 통합되어 시설 내에서 원활하게 동화됩니다.

ASEM 6300M 산업용 모니터에는 장갑을 끼고도 사용할 수 있는 10점식 
멀티터치 스크린이 포함됩니다. 터치스크린은 사전에 캘리브레이션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캘리브레이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니터는 ASEM 6300 
컴퓨터 및 씬 클라이언트 포트폴리오와 함께 사용해 비쥬얼라이제이션, 
유지보수, 제어 또는 정보 컴퓨팅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장비 제조 업계에서 설계 고려 사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와이드스크린 디스플레이 및 모니터의 로우 프로파일 베젤은 이 장비를 
타사 제품들과 완전히 차별화하는 초현대적인 외관을 제공합니다.

또한 ASEM 6300M은 다양한 설계 옵션을 제공하므로 이 견고한 제품군은 
생산 현장 환경에 적합합니다.

기능 및 이점
• 다양한 크기와 10.1”~24”의 화면비를 

지원하는 1,600만 컬러 LED 백라이트 
디스플레이를 통해 풀 HD(FHD)  
해상도 지원

• 모든 모니터에서 DVI 및 DisplayPort 
입력 제공

• 표준 스크린과 와이드스크린 형식의 패널 
장착 옵션 

• FHD/SXGA/XGA/WXGA 해상도 포함

• 아날로그 감압식 또는 정전용량식 
디스플레이(멀티터치 작업용)

• 표준 및 로우 프로파일 베젤 사용 가능

• IP65/IP66K/IP69K(모델에 따라 다름)

• 표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True Flat 
베젤에 USB 2.0 3개, 후면 및  
USB 2.0(Type-A, 전면) 1개 포함

• 작동 온도: 0~50C

• 24V DC 절연 또는 100~230V AC 전원

• 다음과 같은 베젤 옵션이 있는 풀 HD 
디스플레이에 이르는 해상도의 표준 
장치가 있습니다.

 – 알루미늄
 – 알루미늄 True Flat
 – 스테인리스 스틸 True Flat

• 로우 프로파일 장치는 다음과 같은 
현대적인 외관의 베젤 옵션이 있는 
풀 HD 와이드스크린 디스플레이가 
특징입니다.

 – 로우 프로파일 알루미늄
 – 알루미늄 유리 True Flat 
 – 위생 스테인리스 스틸

• CE, cULus Listed, RCM

로우 프로파일 베젤 표준 베젤

스테인리스 스틸 베젤

식품 등급  
개스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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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알루미늄 
베젤

표준 스테인리스 
스틸 True Flat 

베젤
로우 프로파일 
알루미늄 베젤

로우 프로파일 
알루미늄 및 유리 

베젤
알루미늄

True Flat 베젤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드스크린 베젤

LCD 백라이트  
TFT LCD 

8.4” - 800x600

10.4” - 800x600 

12.1” – 1024x768

15” – 1024x768

17” – 1280x1024

19” – 1280x1024 

12.1” – 1024x768

15” – 1024x768

17” – 1280x1024

19” – 1280x1024 

10.1” W – 1280x800

12.1” W – 1280x800

15.6” W – 1920x1080

18.5” W – 1920x1080

21.5” W - 1920x1080

24” W – 1920x1080

10.1” W – 1280x800

12.1” W – 1280x800

15.6” W – 1920x1080

18.5” W – 1920x1080

21.5” W - 1920x1080

24” W - 1920x1080

8.4” - 800x600

10.4” - 800x600

12.1” - 1024x768

15” - 1024x768

17” - 1280x1024

19” - 1280x1024

12.1” W – 1280x800

15.5” W – 1920x1080

18.5” W – 1920x1080

21.5” W – 1930x1080

24” W - 1920x1080

터치스크린 저항 5 와이어 P-CAP 멀티터치,  
(10점식) 저항 5 와이어

T/S 컨트롤러 USB

전면 판넬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True Flat 알루미늄 알루미늄 유리  

True Flat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보호
등급 IP65 IP66K IP65 IP69K

비디오 입력 DVI/DisplayPort

USB
USB 2.0 3개
USB 2.0 앞면
(Type-A) 1개

USB 2.0 3개 USB 2.0 3개, 후면
USB 2.0 3개
USB 2.0 앞면
(Type-A) 1개

USB 2.0 3개, 후면

전원 24V DC 절연형 
100V/230V AC

작동 온도 0°C~50°C

승인

UL Type 12 인증 UL Type 12 인증
CE(EN 61326-1, EN 61010-1, EN 61010-2-201), cULus LISTED(UL 61010), RCM  

DC 전원 모델만 해당: UL Class 1 Div 2 Hazardous Location Certification 
모로코, KC(한국) 및 EAC(유라시아 러시아)

https://www.facebook.com/ROK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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