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품의 적용 솔루션

SLC™ 500 - CompactLogix™ 5380 제어 시스템

최신 기술을 통한 생산성 최적화 및 위험 최소화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앞서기 위해서는 오래된 구형 장비의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을 낮추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제품, 서비스 및 업계 지식을 보유한
파트너와 협력하여 업그레이드 전략 개발함으로써 경쟁력을 극대화하십시오.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파트너는 고객과의 협력을 통해 고객의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과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현대화 전략을 개발할 것입니다. 귀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한 번에
또는 단계적으로 적절한 속도에 맞추어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SLC™
500에서 CompactLogix™ 5380 제어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SLC™ 500 컨트롤러 및 SLC™ I/O

로크웰 오토메이션 제품의 생애주기

웹 사이트에서 Product Lifecycle Status 검색 툴을 사용해서 카탈로그 번호에 따라 구체적인 라이프사이클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유효한

활성화

단종 예정

단종

유효한: 해당 제품 카테고리 내에서 가장 최신 제품군입니다.
활성화: 제품이 완전하게 지원되지만 더 새로운 제품군이 존재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치를 향상합니다.
단종 예정: 단종(discontinued) 날짜가 발표된 상태 -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와 마지막 구매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종
날짜까지 제품 주문이 가능합니다1.
단종: 제품이 더 이상 생산 또는 조달되지 않습니다2. 수리/교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2

단종(Discontinued) 날짜 이전에 특정 품목이 품절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재고가 소진될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CompactLogix™ 5380 컨트롤러 및
Compact 5000™ I/O 시스템

Compact GuardLogix® 5380
SIL 3 컨트롤러
Compact GuardLogix® 5380
SIL 2 컨트롤러

업그레이드 또는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이유

최신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향상된 성능과 높은 효율성으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492 I/O 배선 및 전환 시스템
1492 I/O 전환 모듈: Compact 5000™
I/O 인터페이스
CompactLogix™ 5380 컨트롤러

SLC™ 500 제어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제공하는 선제적인 현대화 계획의 일부입니다.
레거시 자동화 시스템의 현대화는 향상된 시스템 성능, 용량, 생산성 및 보안성을 통해 제조에 사용되는 스마트
장비 및 기계의 수요 증가를 충족하도록 지원합니다.

Compact 5000™
I/O 모듈
상단 마운팅 플
레이트

제어 시스템을 SLC 500에서 CompactLogix™ 5380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구형 장비 유지 보수의 위험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지금 계획하십시오. CompactLogix 5380 및 Compact GuardLogix® 5380
컨트롤러가 제공하는 표준 및 안전 옵션을 통해 증가하는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존 SLC™ I/O
(Bulletin 1746)
현장 배선
1492 I/O 전환 모듈: SLC™ I/O
(Bulletin 1746) 인터페이스
참고: 표시된 전환 모듈 케이블이
실제 길이보다 깁니다.

장점

CompactLogix 5380 제어 시스템으로 더 많은 이점을 얻으십시오.

•	최대 32개의 축까지 EtherNet/IP™ 통합 모션으로 추가 유연성 확보

•	듀얼 기가비트(Gb) 내장 이더넷 포트를 사용한 고속 I/O, 모션 제어 및 DLR(Device Level Ring) 및 선형
토폴로지로 성능 향상
•	컨트롤러 기반 변경 감지, 로깅 및 암호화 펌웨어로 보안 강화

•	향상된 제어 및 실시간 진단 액세스를 통해 기존 자산에서의 수익 극대화

•	단일 공통 개발 환경인 Studio 5000 Logix Designer®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시운전 시간 감소 및 생산성
최적화

하단 마운팅 플레이트

손쉬운 업그레이드

• 전반적인 전환 시간 및 작업 감소
-코드 변환 툴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프로그램을
재작성하는 시간 단축
-I/O 전환 및 기존 현장 배선 연결 유지

• 시운전 시 문제 해결 시간 단축
-배선 에러 없음

• 설
 치 시간 절약
-전환 섀시는 기존 장착 구멍을 사용하므로 드릴링이
필요 없음

현대화 계획 수립

적극적인 라이프사이클 계획에 대한 옵션을 평가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현대화 서비스

고객의 필요에 맞춘 현대화 솔루션으로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의 이전, 도중, 이후에 라이프사이클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현대화 서비스 및 지원을 통해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고, 운영상
성공을 극대화하며, 구형 장비 유지 보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부터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현대화 전략을 정의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명 시스템 통합 업체 또는 솔루션 제공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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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작업
고객이 직접 SLC™ 500에서
CompactLogix™ 5380 제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경우,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가능한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툴과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성

PartnerNetwork™ 프로그램은 로크월 오토메이션 솔루션과 연동하도록 설계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최상의 자동화 및 제조 업계 엔지니어링 전문가 및 공급 업체로 구성된 통합 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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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계획 및 실행 툴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하드웨어 선정 및 전환, 코드 변환을 위한 업그레이드 툴을 제공하므로 현장 장치 배선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는 작업자에 관계 없이 모든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 시스템 통합 업체(SI)를 통하거나 직접 수행하십시오.
설치 기반 평가

Installed Base Evaluation™(IBE®) 서비스는 중요 플랜트 자산과 그 상태에 대한 완전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 현장 서비스는 현장, 구역, 라인, 장비, 판넬별로 상세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Integrated Architecture Builder

Integrated Architecture® Builder(IAB)
툴은 현재 SLC™ 제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세부적인 자재명세서(BOM)를 비롯하여
CompactLogix™ 5380 제어 시스템
아키텍처를 자동으로 정의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용자 중심적인 그래픽
소프트웨어 툴입니다.
CompactLogix 5380 컨트롤러에 대한 인기 구성 드로잉

이 시스템 구성 드로잉을 사용하여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확장 가능한 통합 아키텍처
시스템을 구축하고 컨트롤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성능, 용량 및 구성을 이해하십시오.
ProposalWorks 제안 빌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툴로 자동화 프로젝트의 제품구성사양(BOM), RFQ 및 제안서를 사용자
컴퓨터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1,500개 이상의 마법사와 사용하기 쉬운 검색 기능을 갖춘
이 툴로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에 꼭 맞는 제품을 찾아보십시오.

RSLogix 5000 또는 Studio 5000 Project Migrator

Project Migrator 툴을 사용하면 SLC™ 500 프로그램 코드를 전환할 때 시간과 엔지니어링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RSLogix 500® 프로젝트 파일을 내보낸 후, 내장된 전환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코드를 RSLogix 5000® 또는 Studio 5000 Logix Designer®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SLC EtherNet/IP 통신 모듈

SLC EtherNet/IP™ 통신 모듈(1747-AENTR)은 이더넷 통신을 통해
CompactLogix 5380 컨트롤러와 원격 I/O 간의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단계적 현대화에서 1747-AENTR 모듈을 사용하면
기존 원격 I/O 네트워크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 전에 새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이전 프로그램으로 간편하게 다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Compact 5000 I/O 시리얼 모듈

Compact 5000™ I/O 시리얼 모듈(5069-SERIAL)은 시리얼 네트워크에서
컨트롤러와 I/O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EtherNet/IP 네트워크를 통해 로컬
I/O 또는 원격 I/O 모듈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1492 I/O 배선 및 전환 시스템

1492 I/O 전환 시스템은 SLC I/O를 Compact 5000 I/O로 전환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I/O 전환은 기존 제어 캐비닛에서 현장 배선을 제거하지 않고
수행되므로 배선 오류의 위험이 없습니다.

시작: 자동화 시스템 분석

산업 지식과 전세계 서비스 지원을 갖추고 있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귀사와 협력함으로써 SLC™ 500에서 CompactLogix™ 5380 제어 시스템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단계: 기존 시스템 레이아웃을 문서화하고 향후 시스템 요구 사항 정의

기존 시스템을 기준 지점으로 문서화함으로써 업그레이드 계획을 시작하십시오. 이를 통해
사용 가능한 옵션을 고려하고 기존 및 향후 요구 사항을 가장 잘 충족하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PanelView™ Standard 그래픽 터미널

SLC™ 500 제어 시스템

시리얼
SLC™ 원격 I/O 랙

2 단계: 업그레이드 계획

전반적인 업그레이드 방법을 계획한 후에는 Integrated Architecture® Builder(IAB) 툴을
사용해서 세부 계획을 지원하십시오. IAB에 포함된 SLC 마이그레이션 마법사가 시스템
구성 프로세스를 안내합니다. 재사용 또는 교체할 구성 요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LC I/O
를 재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IAB가 모듈 지원 및 전원 공급 장치 부하를 확인하고 새로운
EtherNet/IP 네트워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AB의 1492 I/O 전환 툴은 I/O 전환
중에 기존 현장 배선 연결을 보존함으로써 배선 오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진행: 프로젝트 실행

한 번에 모두 수행하든 단계별로 수행하든 상관없이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하면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툴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업그레이드로
인도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모듈형 자동화 시스템과 호환성을 통해 자동화 시스템의 일부를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I 단계: 애플리케이션 코드(프로그램 코드) 변환

SLC™ 500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전환할 때 RSLogix 5000® 또는 Studio 5000 Logix
Designer® 프로그램에 내장된 전환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시간과 엔지니어링 리소스를
절약하십시오. PanelView™ Standard 애플리케이션을 PanelView Plus 7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기존 프로젝트를 FactoryTalk® View Machine Edition 소프트웨어로
가져오는 것만큼 간단합니다.
툴: RSLogix 5000/Studio 5000 Logix Designer 애플리케이션, FactoryTalk® View Studio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장점:
• 자동 코드 전환을 사용한 코드 전환
• 강력한 구조와 기능을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합니다.

HMI(Human Machine Interface)
애플리케이션의 장점:

• 대부분의 경우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유틸리티는 선택한 새 하드웨어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파악하는 전환
로그를 생성합니다.
• 향상된 기능 및 그래픽

• 컨트롤러와의 통합 개선

2 단계: SLC 컨트롤러 및/또는 모듈 교체

CompactLogix™ 5380 시스템을 장착 및 배선하고 첫 번째 SLC 슬롯 모듈
(SLC 프로세서
또는 통신 모듈)을 SLC EtherNet/IP™ 통신 모듈(1747-AENTR)로 교체하십시오. 이 모듈을
사용하면 기존 SLC I/O를 유지하고 기존 필드 배선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CompactLogix
컨트롤러에서 SLC I/O 섀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I/O 재배선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고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신속하게 생산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툴: SLC EtherNet/IP 통신 모듈 사용자 매뉴얼(1747-UM076), CompactLogix 5380 및 Compact GuardLogix 5380
컨트롤러 사용자 매뉴얼(5069-UM001)

장점:

• 기존 현장 배선 유지

• 필요한 경우 SLC I/O로 복귀
가능

PanelView™ Plus 7 그래픽 터미널

CompactLogix™ 5380 컨트롤러
EtherNet/IP™

1747-AENTR 모듈이 있는 SLC™ I/O

1747-AENTR 모듈이 있는 SLC™ I/O

진행: 프로젝트 실행
3 단계: 다른 시스템 하드웨어 교체 및 투자 검토

제어 시스템에 구형 또는 경쟁사 인버터, 모션 제어, 센서 또는 모터 제어 센터가 있는
경우,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이러한 제품도 업그레이드 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업그레이드 작업을 수행하거나, 작업자를 지원 및 교육하거나,
업그레이드 완료 후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세계 서비스 그룹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고객의 네트워크 요구 사항과 시설 전반의 자산
관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툴: CompactLogix 5380 컨트롤러에 대한 인기 구성 드로잉

CompactLogix™ 5380 컨트롤러

PanelView™ Plus 7 그래픽 터미널

Stratix® 8000 스위치

4 단계: I/O 교체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에서 1492 I/O 전환 시스템을 사용하여 SLC™ 500을
CompactLogix™ 5380 제어 시스템으로 교체합니다. I/O 교체는 대규모 투자를 의미하므로,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고객의 일정과 예산에 적합한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1492 I/O 전환 시스템을
사용하면 기존 현장 배선 연결을 제거하지 않고도 I/O를 SLC™ I/O에서 Compact 5000™ I/O
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환 시간, 인건비,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중 배선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동 중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I/O를 한 번에 랙 하나씩 교체하거나 모두
한꺼번에 교체할 수 있어 마이그레이션 계획의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새 I/O
아키텍처와 이전 I/O 아키텍처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I/O 상호 참조 문서를 통해 오류를
방지하고 추후의 문제 해결이나 진단을 위한 기록 백업을 제공합니다.
툴: 1492 I/O 배선 및 전환 시스템, ProposalWorks™ 제안 빌더
CompactLogix™ 5380 컨트롤러

EtherNet/IP™

EtherNet/IP™
PanelView™ Plus 7
그래픽 터미널

Kinetix® 5500
서보 드라이브

SLC™ 원격 I/O 랙

Stratix® 8000 스위치

PanelView™ Plus 7 그래픽 터미널

SLC™ 원격 I/O 랙

PanelView™ Plus 7
그래픽 터미널

PanelView™ Plus 7
그래픽 터미널

1492 I/O 배선 및
전환 시스템이 있는
Compact 5000™
원격 I/O 랙
PowerFlex® 525 인버터

Kinetix® 5500
서보 드라이브

PanelView™ Plus 7
그래픽 터미널

1492 I/O 배선 및
전환 시스템이 있는
Compact 5000™
원격 I/O 랙
PowerFlex® 525 인버터

현대화 및 전환 서비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전환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산업 및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단기 및 장기 목표를
고려한 계획을 설계하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구현 활동 및 리소스를 조정하고 일정을 잡아 주는
기본 연락 담당자의 역할을 할 전담 엔지니어가 지정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전담 엔지니어는 표준화된 체크리스트 및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범위를 확인하고, 리스크를 검증하고, 테스트 및 승인 기준을 검토하고, 기존 화면과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소프트웨어를 수집합니다.
납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서비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엔지니어는 레거시 제어, 비쥬얼라이제이션 및 인버터 플랫폼을
전환하도록 설계된 독특한 맞춤형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전환 프로세스를
완료하고 테스트하여 새로운 제어 시스템 및 하드웨어의 작동을 확인합니다.
납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명령 및/또는 주소 지정 오류를 수정하고 새 프로세서 제품군으로 전환
• 다국어 데이터베이스 전환 제공

자재명세서(BOM)
전환 허용 기준
프로젝트 일정 및 타임라인
전환 엔지니어 팀에 전송되는 필수 정보

스타트업 및 승인

업그레이드 견적을 요청하려면, 현지 공인 Allen-Bradley
대리점 또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영업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
•
•
•

설치 전에 모든 해당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사전 로드를 비롯한 포괄적인 기능 테스트가
수행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엔지니어가 공장 직원과 긴밀한 협조 하에 운영 준수 검토를
수행합니다. 프로젝트 승인시 종합적인 시스템 문서가 제공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다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의 스타트업 및 디버깅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전화 지원
• 시스템 리엔지니어링, 작업자 인터페이스, 아키텍처 및 통신 전략, 교육, 현장 스타트업에
대한 컨설팅

납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이 수행하고 검증한 작동 테스트
제품 시트 및 소프트웨어 파일을 포함한 필수 문서
고객 승인
선택 사항: 교정 또는 업데이트된 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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