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화 노후화의 위험성 파악, 완화 및 제거 

오늘날 경제에서는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기존 장비의 유지보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고객은 자사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업그레이드 전략과 관련된 제품, 

서비스 및 산업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 업체와 협력해야 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파트너는 고객의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과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고객과 협력할 것입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고객에게 편안하고 예산에 적합한 속도로 한 번에 또는 단계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고객의 목표를 염두에 두면서 PanelView™ Plus 6 그래픽 터미널을 

PanelView Plus 7 그래픽 터미널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변환 시간과 엔지니어링 비용을 줄여줍니다.

제품 라이프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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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십시오.

• ACTIVE: 해당 제품 카테고리 내에서 가장 최신 제품군입니다.

• ACTIVE MATURE: 제품이 완전하게 지원되지만 더 새로운 제품군이 존재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가치가 올라갑니다.

• END OF LIFE: 단종(discontinued) 날짜가 발표되고,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와 마지막 구매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Discontinued 날짜까지는 제품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1

• DISCONTINUED: 신제품이 더 이상 제조 또는 구매되지 않습니다.2 수리/교환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

1 단종(Discontinued) 날짜 이전에 특정 품목이 품절될 수 있습니다.  
2 지역적으로 제한된 재고만 재고정리 방법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솔루션
PanelView Plus 6 그래픽 터미널에서 PanelView Plus 7 그래픽 터미널로

PanelView Plus 6 Compact
그래픽 터미널

PanelView Plus 7 Standard
그래픽 터미널

PanelView Plus 6
그래픽 터미널

PanelView Plus 7 Performance
그래픽 터미널

ACTIVE ACTIVE MATURE END OF LIFE DISCONTINUED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o/lifecycle


  

업그레이드 또는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이유?

컨포멀 코팅, 해양 및 고휘도 등과 같은 일부 PanelView Plus 6 그래픽 터미널은 아직도 활성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있지만, 이 중 일부는 활성 노후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PanelView 6 

Compact 그래픽 터미널을 PanelView Plus 7 Standard 그래픽 터미널로 마이그레이션하고 PanelView 

Plus 6 그래픽 터미널을 PanelView Plus 7 Performance 그래픽 터미널로 마이그레이션하도록 

권장합니다.

현재 활성 노후화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있는 PanelView Plus 6 그래픽 터미널을 단종 상태로 즉시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PanelView Plus 7 그래픽 터미널 제품군의 이점을 활용하고 

기존 하드웨어 사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방지하도록 지금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PanelView Plus 7 그래픽 터미널 

PanelView Plus 7 그래픽 터미널 제품군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상도가 향상된 최신형 하드웨어

• 증가된 메모리 

• DLR(Device Level Ring) 네트워킹 기능

• 더욱 광범위한 크기 및 와이드스크린 디스플레이 옵션

• 설치 간편성 증가 - 공구 필요 없음

PERFORMANCE형 모델

STANDARD형 모델

페이스플레이트 및 

애드온 명령어로 복잡한 

화면 개발 시간 단축

사용자 설명서 및 설치 

안내서를 보여주는 내장 
PDF Viewer

ATEX 2/22 인증
(PanelView Plus 7 

Performance Series A 
모델에는 제공되지 않음)

신(thin)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RDP 클라이언트 기능

웹 브라우저 ActiveX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내에 

HTML 페이지 내장



  

Publication MIGRAT-PP029A-KO-P – 2017년 6월  © 2017 Rockwell Automation,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USA. 

Allen-Bradley, LISTEN. THINK. SOLVE. 및 PanelView 등은 Rockwell Automation, Inc. 의 상표입니다.

다른 모든 상표 및 등록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는 액세서리 

간편한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PanelView Plus 6 그래픽 터미널을 PanelView Plus 7 Performance 

그래픽 터미널로 이전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어댑터 키트, 판넬 설치 템플릿 및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넬 설치 템플릿

PanelView Plus 7 Standard 그래픽 터미널

Publication: 2711P-DS010

PanelView Plus 7 Performance 그래픽 터미널

Publication: VIEW-DS001

카탈로그 넘버 변환 문서

PanelView Plus 6에서 PanelView Plus 7 그래픽 터미널로 

Publication: 2711P-AP004

USB - 시리얼 어댑터 케이블

• 9300-USBCBL-CP3 

• 9300-USBCBL-PMO2

업그레이드 또는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이유? 

필요한 옵션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현지 Allen-Bradley 대리점 또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영업 사무소로 문의하거나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rockwellautomation.com/go/lifecycle 및 www.rockwellautomation.com/go/migration

어댑터 키트 변환 표

어댑터 키트  
카탈로그 넘버

기존 PanelView Plus 6 또는  
PanelView Standard 터미널을. . . 

PanelView 5500 또는 PanelView Plus 7  
Performance 터미널로 교체 

2711P-RAAT7 PanelView Plus 6 700 터치 스크린 6.5인치 터치 스크린

2711P-RAAK7
PanelView Plus 6 700 키패드, 또는 터치 스크린이 있는 키패드 

PanelView Standard 600 키패드, 또는 터치 스크린이 있는 키패드
터치 스크린이 있는 6.5인치 키패드

2711P-RAAT10
PanelView Plus 6 1000 터치 스크린

PanelView Standard 900 터치 스크린
10.4인치 터치 스크린

2711P-RAAK10
PanelView Plus 6 1000 키패드, 또는 터치 스크린이 있는 키패드

PanelView Standard 900 키패드
터치 스크린이 있는 10.4인치 키패드

2711P-RAAT12
PanelView Plus 6 1250 터치 스크린

PanelView Standard 1000 터치 스크린
12.1인치 터치 스크린

2711P-RAAT12K
PanelView Plus 6 1250 키패드, 또는 터치 스크린이 있는 키패드

PanelView Standard 1000 키패드
12.1인치 터치 스크린

2711P-RAAT15
PanelView Plus 6 1500 터치 스크린

PanelView Standard 1400 터치 스크린
15.1인치 터치 스크린

2711P-RAAK15
PanelView Plus 6 1500 키패드, 또는 터치 스크린이 있는 키패드

PanelView Standard 1400 키패드
터치 스크린이 있는 11.1인치 키패드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ds/2711p-ds010_-en-p.pdf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ds/view-ds001_-en-p.pdf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ap/2711p-ap004_-en-p.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