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그레이션 솔루션
MicroLogix™ 1100 및 MicroLogix 1200 컨트롤러를 Micro870™ 컨트롤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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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Logix™ 1100 및 MicroLogix 1200 컨트롤러를 Micro870™ 컨트롤러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변환 시간과
엔지니어링 비용을 줄여줍니다.

MicroLogix 1100 컨트롤러

MicroLogix 1200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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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E MATURE

END OF LIFE

DIS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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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종
날짜까지 제품 주문이 가능합니다1.
• DISCONTINUED: 신제품이 더 이상 제조 또는 조달되지 않습니다2. 수리/교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2

단종 날짜 이전에 특정 품목이 품절될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제한된 재고만 재고정리 방법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Micro800 컨트롤러

업그레이드 또는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이유?
MicroLogix™ 1100 및 MicroLogix 1200 컨트롤러는 Allen-Bradley 컨트롤러 포트폴리오에서 20년 이상 중요한 제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업계 선도적인 제품 안정성과 함께 고객의 자동화
투자를 보호하는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조 업계의 산업 공정에는 2백만개가 넘는 MicroLogix 컨트롤러가 사용되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업계 및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진화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확장된 기능을 갖춘 Micro800® 컨트롤러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이 최신 제어
시스템은 고급 기능과 우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대형 독립 장비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설계된 Micro870™ 컨트롤러는 장비 제조업체가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사용자 프로그램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 효율적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Micro800 제품군에 포함된 강력한 확장형 최신 컨트롤러인 Micro870 컨트롤러는 설계자가 유연하고 구성 가능한 장비 설계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단일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의 편리성을 바탕으로 간편한 네트워크 연결 기능을 통해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오늘 Micro870 컨트롤러의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함께 현대화를 시작하십시오.

		

Micro870 컨트롤러의 장점
• 최대 8개의 확장 I/O 모듈과 304개의 디지털 I/O 포인트의 지원을 통해
장비를 확장함으로써 운영상의 수요 충족
• EtherNet/IP™를 통해 간편하게 장치를 프로그래밍하고 HMI에 연결
• 클라이언트 메시징과 함께 심볼릭 주소 지정을 사용하여 인버터를
제어하고 다른 컨트롤러에 간편하게 통신
• 최대 280KB 메모리 크기로 장비 개발 시간 단축 및 최대 20,000개
프로그래밍 단계 지원
• 탈착식 단자대로 배선 시간 단축
• Micro800 플러그인 개념으로 공통 컨트롤러 플랫폼의 유연성 향상
• 마이크로 컨트롤러, HMI, 인버터 및 기타 장치를 위한 단일 프로그래밍 및
설계 환경인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

확장 I/O가 있는 Micro870 컨트롤러

Micro870™ 컨트롤러와 비교한 MicroLogix™ 1100 및 MicroLogix 1200 컨트롤러
특징 및 장점

MicroLogix 1100 컨트롤러

MicroLogix 1200 컨트롤러

Micro800 컨트롤러

메모리(사용자 단어)
메모리
(사용자 프로그램/사용자
데이터)
비휘발성 프로그램 및
데이터

MicroLogix 1200 컨트롤러

Micro800 컨트롤러

120/240V AC

있음

있음

전원 공급 장치 모듈을
통해, 2080-PS120-240VAC

24V DC

있음

있음

있음

RS-232/RS-485 시리얼 포트,
이더넷

RS-232 시리얼 포트

RS-232/RS-485 시리얼 포트,
이더넷, USB

있음

1761-NET-ENI 또는
1761-NET-ENIW 사용

있음

1763-NC01과 네트워크

1761-NET-AIC와 네트워크

N/A

SCADA RTU - DF1
Half-duplex 슬레이브

있음

있음

N/A

SCADA RTU - Modbus RTU
슬레이브

있음

있음

있음

SCADA RTU - Modbus RTU
마스터

있음

있음

있음

Modbus TCP

N/A

N/A

있음

ASCII – 읽기/쓰기

있음

예

예

CIP 시리얼

N/A

N/A

있음

작동 전원
4 KB / 4 KB

4 KB / 2 KB

20 K 프로그램 단계 / 280 KB

배터리 백업 SRAM

플래시 (배터리 없음)

FRAM (배터리 없음)

있음

N/A

Run 모드 변경

16

40

24

내장 아날로그 I/O

모든 컨트롤러에서 2개의
0 … 10V 입력

N/A

2080-IF2에서 옵션

최대 로컬 확장 I/O

144

96

304

확장 I/O

확장 I/O

플러그인 모듈,
확장 I/O

온라인 편집

MicroLogix 1100 컨트롤러

특징 및 장점

통신
통신 포트

입력/출력
최대 내장 디지털 I/O

열전대/RTD
추가된 기능

2 (디지털)

2

있음, PID AutoTune 사용

있음

있음

있음, PID AutoTune 사용

고속 카운터
(임베디드)

1 @ 40 kHz

1 @ 20 kHz

최대 4 @ 100kHz

모션: PTO/PWM 지원

2 @ 40 kHz

1 @ 20 kHz

2 @ 100 kHz

실시간 클럭

있음

1762-RTC에서 옵션

2080-MEMBAK-RTC2에서
옵션

레시피 저장

최대 64KB의 데이터
로깅 메모리 사용

N/A

N/A

데이터 로깅

128 KB

N/A

N/A

부동 소수점

있음

예

32비트 및 64비트

트림 전위차계
PID

EtherNet/IP™
DH-485

마이그레이션 지원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풍부한 업계 지식과 전세계 서비스 및 지원을 통해 귀사와 협력함으로써 MicroLogix™ 컨트롤러에서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Micro800® 컨트롤러 플랫폼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계: 마이그레이션 계획

2 단계: 애플리케이션 코드 변환

전반적인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계획한
후에는 Integrated Architecture® Builder(IAB)
가 세부 계획을 지원합니다. IAB에 내장된
MicroLogix 마이그레이션 마법사는 시스템
구성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안내함으로써
마이그레이션할 Micro800 컨트롤러를
결정하도록 지원합니다. 마법사는 I/O 크기와
MicroLogix 컨트롤러 유형을 일치시키는 추가 Micro800 플러그인 모듈을 제시합니다.

MicroLogix to Micro800 Converter Tool을 사용함으로써
시간과 엔지니어링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툴을 사용하면 기존 RSLogix 500®
프로그램을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프로젝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툴: Integrated Architecture Builder(IAB), Popular Configuration Drawings, MicroLogix 1000 to Micro800 마이그레이션 가이드
Publication 2080-RM002.

MicroLogix to Micro800 Converter Tool 버전 4.00은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 버전 11.00 이상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툴: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Software 버전 11.

자세한 정보
필요한 옵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지 Allen-Bradley 대리점 또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영업 사무소로 문의하거나 rok.auto/productstatus 및 rok.auto/modernization을 방문하십시오.
Allen-Bradley,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Integrated Architecture, LISTEN. THINK. SOLVE., Micro800, Micro870, MicroLogix, RSLogix 500 및 Rockwell Automation은 Rockwell Automation, Inc.의 상표입니다.
다른 모든 상표 및 등록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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