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rolLogix 시스템

1756 시리즈 카탈로그 넘버

제품 선정 가이드



ControlLogix 시스템
Logix 컨트롤러 비교
특성 ControlLogix® 5580 컨트롤러

GuardLogix® 5580 컨트롤러

ControlLogix 5570 컨트롤러

GuardLogix 5570 컨트롤러

Armor™ ControlLogix 5570 컨트롤러

Armor GuardLogix 5570 컨트롤러

컨트롤러 태스크

• 연속
• Periodic
• 이벤트

• 32
• 1000 프로그램/태스크

• 32
• 1000 프로그램/태스크

이벤트 태스크 Consumed 태그, EVENT 명령 트리거, 모듈 입력 데이터 변
경 및 모션 이벤트

Consumed 태그, EVENT 명령 트리거, 모듈 입력 데이터 변경 및 모션 
이벤트

사용자 메모리 1756-L81E 3 MB 1756-L71, 1756-L71EROM 2 MB

1756-L82E 5 MB 1756-L72, 1756-L72EROM 4 MB

1756-L83E 10MB 1756-L73, 1756-L73XT, 1756-L73EROM 8 MB

1756-L84E 20 MB 1756-L74 16MB

1756-L85E 40MB 1756-L75 32MB

1756-L81ES 3 MB + 1.5 MB 안전 1756-L71S, 1756-L71EROMS 2 MB + 1 MB 안전

1756-L82ES 5 MB + 2.5MB 안전 1756-L72S, 1756-L72EROMS 4 MB + 2 MB 안전

1756-L83ES 10 MB + 5 MB 안전 1756-L73S, 1756-L73EROMS 8 MB + 4 MB 안전

1756-L84ES 20 MB + 6 MB 안전

내장 포트 • 싱글 포트 이더넷 포트 10 Mpbs/100Mbps/1 Gbps
• 1개 포트 USB 클라이언트

1756-L71, 1756-L72, 1756-L73, 1756-L73XT, 
1756-L74, 1756-L75, 1756-L71S, 1756-L72S, 
1756-L73S

1개 포트 USB 클라이언트

1756-L71EROM, 1756-L71EROMS, 
1756-L72EROM, 1756-L72EROMS, 
1756-L73EROM, 1756-L73EROMS

• 1개 포트 USB 클라이언트

• 듀얼 포트 EtherNet/IP, 
10Mpbs/100Mbps

통신 옵션 • EtherNet/IP
• ControlNet™
• DeviceNet™
• Data Highway Plus™
• 리모트 I/O
• SynchLink™
• USB 클라이언트

• EtherNet/IP
• ControlNet
• DeviceNet
• Data Highway Plus
• 리모트 I/O
• SynchLink
• USB 클라이언트

컨트롤러 연결 사용 불가 500개의 연결

네트워크 노드 Studio 5000 Logix Designer® 애플리케이션 버전 30 이상 사용 불가

1756-L81E, 1756-L81ES 100

1756-L82E, 1756-L82ES 175

1756-L83E, 1756-L83ES, 1756-L84E, 
1756-L84ES

250

1756-L85E 300

컨트롤러 이중화 향후 1756-L71, 1756-L72, 1756-L73, 1756-L73XT, 
1756-L74 및1756-L75 컨트롤러 전용

모두 지원

통합 모션 EtherNe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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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시스템
특성 CompactLogix™ 5380 컨트롤러

Compact GuardLogix 5380 컨트롤러

CompactLogix 5370 L3 컨트롤러

Compact GuardLogix 5370 L3 컨트롤러

Armor CompactLogix 5370 L3 컨트롤러

Armor Compact GuardLogix 5370 컨트롤러

컨트롤러 태스크

• 연속
• Periodic
• 이벤트

• 32
• 1000 프로그램/태스크

• 32
• 1000 프로그램/태스크

이벤트 태스크 Consumed 태그, EVENT 명령 트리거, 모듈 입력 데이터 변
경 및 모션 이벤트

Consumed 태그, EVENT 명령 트리거 및 모션 이벤트

사용자 메모리 5069-L306ER, 5069-L306ERM 0.6 MB 11769-L30ER, 1769-L30ER-NSE, 1769-L30ERM, 
1769-L30ERMK

1MB

5069-L310ER, 5069-L310ER-NSE, 
5069-L310ERM

1MB 1769-L33ER, 1769-L33ERM, 1769-L33ERMK,
1769-L33ERMO

2 MB

5069-L320ER, 5069-L320ERM 2 MB 1769-L36ERM, 1769-L36ERMO, 3 MB

1769-L37ERM, 1769-L37ERMK, 1769-L37ERMO 4 MB

5069-L330ER, 5069-L330ERM 3 MB 1769-L38ERM, 1769-L38ERMK, 1769-L38ERMO 5 MB

5069-L340ER, 5069-L340ERM 4 MB 1769-L30ERMS 1 MB + 0.5 MB 안전

5069-L350ERM 5 MB 1769-L33ERMS, 1769-L33ERMOS 2 MB + 1 MB 안전

5069-L380ERM 8 MB 1769-L36ERMS, 1769-L36ERMOS 3 MB + 1.5 MB 안전

5069-L3100ERM 10MB 1769-L37ERMS, 1769-L37ERMSK, 1769-L37ERMOS 4 MB + 1.5 MB 안전

5069-L306ERS2, 5069-L306ERMS2 0.6 MB + 0.3 MB 안전 1769-L38ERMS, 1769-L38ERMSK, 1769-L38ERMOS 5 MB + 1.5 MB 안전

5069-L310ERMS, 5069-L310ERMS2 1 MB + 0.5 MB 안전

5069-L320ERS2, 5069-L320ERMS2,
5069-L320ERS2K, 5069-L320ERMS2K 

2 MB + 1 MB 안전

5069-L330ERS2, 5069-L330ERMS2
5069-L330ERS2K, 5069-L330ERMS2K

3 MB + 1.5 MB 안전

5069-L340ERS2, 5069-L340ERMS2 4 MB + 2 MB 안전

5069-L350ERS2, 5069-L350ERMS2,
5069-L350ERS2K, 5069-L350ERMS2K

5 MB + 2.5 MB 안전

5069-L380ERS2, 5069-L380ERMS2 8 MB + 4 MB 안전

5069-L3100ERS2, 5069-L3100ERMS2 10 MB + 5 MB 안전

내장 포트 • 2 - 이더넷 포트, 10 Mpbs/100 Mbps/1 Gbps
• 1개 포트 USB 클라이언트

• 듀얼 포트 EtherNet/IP, 10 Mpbs/100 Mbps
• 포트 USB 클라이언트 1개

통신 옵션 • EtherNet/IP
• USB 클라이언트

• EtherNet/IP
– 임베디드 스위치
– 단일 IP 주소

• DeviceNet
• USB 클라이언트

컨트롤러 연결 사용 불가 256개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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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시스템
네트워크 노드 Studio 5000 Logix Designer 애플리케이션 버전 31 이상(1)

5069-L306ER, 5069-L306ERM, 
5069-L306ERS2, 5069-L306ERMS2

16 1769-L30ER, 1769-L30ER-NSE, 1769-L30ERM,
1769-L30ERMK, 1769-L30ERMS

16

5069-L310ER, 5069-L310ER-NSE, 
5069-L310ERM, 5069-L310ERS2, 
5069-L310ERMS2

24 1769-L33ER, 1769-L33ERM, 1769-L33ERMK,
1769-L33ERMS, 1769-L33ERMSK, 1769-L33ERMO,
1769-L33ERMOS

32

5069-L320ER, 5069-L320ERM, 
5069-L320ERS2, 5069-L320ERMS2,
5069-L320ERS2K, 5069-L320ERMS2K 

40 1769-L36ERM, 1769-L36ERMS, 1769-L36ERMO, 
1769-L36ERMOS

48

5069-L330ER, 5069-L330ERM, 
5069-L330ERS2, 5069-L330ERMS2, 
5069-L330ERS2K, 5069-L330ERMS2K

60 1769-L37ERM, 1769-L37ERMS, 1769-L37ERMO,
1769-L37ERMOS, 1769-L37ERMK, 1769-L37ERMSK

64

5069-L340ER, 5069-L340ERM, 
5069-L340ERS2, 5069-L340ERMS2

90 1769-L38ERM, 1769-L38ERMS, 1769-L38ERMO,
1769-L38ERMOS, 1769-L38ERMK, 1769-L38ERMSK

80

5069-L350ERM, 5069-L350ERS2, 
5069-L350ERMS2, 5069-L350ERS2K, 
5069-L350ERMS2K

120

5069-L380ERM, 5069-L380ERS2, 
5069-L380ERMS2

150

5069-L3100ERM, 5069-L3100ERS2, 
5069-L3100ERMS2

180

통합 모션 EtherNet/IP EtherNet/IP

컨포멀 코팅 5069-L320ERS2K, 5069-L320ERMS2K, 5069-L330ERS2K, 
5069-L330ERMS2K, 5069-L350ERS2K, 5069-L350ERMS2K

1769-L30ERMK, 1769-L33ERMK, 1769-L33ERMSK, 1769-L37ERMK,
1769-L37ERMSK, 1769-L38ERMK, 1769-L38ERMSK

(1) 나열된 최대 노드 수는 컨트롤러가 Logix Designer 애플리케이션 버전 31 이상과 함께 함께 사용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일부 컨트롤러는 이전 Logix Designer 애플리케이

션 버전과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Logix Designer 애플리케이션 버전 30 이하에서 컨트롤러가 지원하는 최대 노드 수는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특성 CompactLogix 5370 L2 컨트롤러 CompactLogix 5370 L1 컨트롤러

컨트롤러 태스크

• 연속
• Periodic
• 이벤트

• 32
• 1000 프로그램/태스크

• 32
• 1000 프로그램/태스크

이벤트 태스크 Consumed 태그, EVENT 명령 트리거 및 모션 이벤트 Consumed 태그, EVENT 명령 트리거 및 모션 이벤트

사용자 메모리 1769-L24ER-QB18, 1769-L24ER-QBFC1B 750 KB 1769-L16ER 384 KB

1769-L27ERM 1 MB 1769-L18ER, 1769-L18ERM 512 KB

1769-L19ER-BB1B 1 MB

내장 포트 • 듀얼 포트 EtherNet/IP
• 1개 포트 USB 클라이언트

• 듀얼 포트 EtherNet/IP
• 포트 USB 클라이언트 1개

통신 옵션 •  EtherNet/IP
– 임베디드 스위치
– 단일 IP 주소

• DeviceNet
• USB 클라이언트

• EtherNet/IP
– 임베디드 스위치
– 단일 IP 주소

• USB 클라이언트

컨트롤러 연결 256개의 연결 256개의 연결

네트워크 노드 1769-L24ER-QB18, 1769-L24ER-QBFC1B 8 1769-L16ER 4

1769-L27ERM 16 1769-L18ER, 1769-L18ERM, 1769-L19ER-BB1B 8

통합 모션 EtherNet/IP

컨포멀 코팅 1769-L24ER-QBFC1BK 없음

특성 CompactLogix™ 5380 컨트롤러

Compact GuardLogix 5380 컨트롤러

CompactLogix 5370 L3 컨트롤러

Compact GuardLogix 5370 L3 컨트롤러

Armor CompactLogix 5370 L3 컨트롤러

Armor Compact GuardLogix 5370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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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시스템 선정

1단계

ControlLogix I/O 모듈

2단계

ControlLogix 통합 모션

3단계

ControlLogix 통신 모듈

4단계

ControlLogix 컨트롤러

5단계

ControlLogix 섀시

6단계

ControlLogix 전원 공급 장치

선택

• I/O 모듈—일부 모듈은 필드 측 진단, 전자식 퓨즈 또는 개별적으

로 절연된 입력/출력을 가지고 있음

• 각 I/O 모듈에 대한 탈착식 단자대(RTB) 또는 배선 시스템

선택

• 통합 모션을 위한 EtherNet/IP 통신 모듈

• 관련 케이블

• 인버터, 모터 및 액세서리 선택(Motion Analyzer 소프트웨어 사용)

선택

• 네트워크

• 통신 모듈

• 관련 케이블 및 네트워크 장비

• 이중화 시스템을 계획하는 경우에 충분한 모듈 및 케이블

컨트롤러 선택:
• 표준 ControlLogix® 컨트롤러

• 이중화 ControlLogix 컨트롤러

• 안전 GuardLogix® 컨트롤러

• 극한 환경 ControlLogix 컨트롤러

• 표준 Armor™ ControlLogix 컨트롤러

• 안전 Armor GuardLogix 컨트롤러

선택

• 충분한 슬롯이 있는 섀시

• 빈 슬롯용 슬롯 필러

선택

• 표준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각 섀시에 대해 1개의 전
원 공급 장치

• 이중화 전원 공급 장치 시스템을 계획하는 경우 전원 공급 장치 
번들

12페이

22페이지

23페이지

28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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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시스템 선정
ControlLogix 시스템 개요

ControlLogix 시스템은 경제적인 소형 패키지에 통신 및 첨단- I/O와 함께 이산, 인버터, 모션, 프로세스 및 안전 제어 기능을 제공

합니다. 이 시스템은 모듈 형이므로 교육 및 엔지니어링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폭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설계, 제작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구성 사례 - ControlLogix 시스템

간단한 ControlLogix 시스템은 독립형 컨트롤러와 I/O 모듈을 1개의 섀시에 구성한 것입니다 . 더욱 포괄적인 시스템에는 다음

을 사용합니다.

• 한 섀시에서 복수의 컨트롤러 사용

•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여러 개의 컨트롤러

• 여러 개의 위치에 분산되어 있고 복수의 I/O 링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개의 플랫폼에 있는 I/O

PowerMonitor™ 5000 Stratix ®5700
PanelView™ Plus 7

PowerFlex® 755

1794 FLEX™ I/O

ControlLogix

Stratix 5700

ControlLogix

Dynamix™ 1444

1715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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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시스템 선정
컨포멀 코팅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일부 ControlLogix 제품에 컨포멀 코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컨포멀 코팅은 가혹한 부식 환경에서 제품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오염 물질과 습기에 대한 보호 층을 제공함으로써 어셈블리를 보호합니다. 컨포멀 코팅된 제품은 카
탈로그 넘버의 끝에 1756-A4K와 같이 'K'가 붙습니다. 컨포멀 코팅된 Allen-Bradley® 제품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 ANSI/ISA 71.04.2013 G3 Environment (10년 노출)
• IEC 61086-3-1 Class 2

• IPC-CC-830

• MIL-I-46058C

• EN60068-2-52 염무 테스트, 심각도 레벨 3

컨포멀 코팅 제품의 최신 목록은 http://www.ab.com/en/epub/catalogs/12762/2181376/2416247/360807/ControlLogix-System.html
을 방문하거나 현지 Allen-Bradley 대리점 또는 영업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ControlLogix-XT 시스템

ControlLogix-XT™(확장된 온도) 컨트롤러는 확장된 온도 범위를 가진 기존 ControlLogix 컨트롤러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

다. ControlLogix-XT 제품에는 극심한 부식 환경에서 제품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컨포멀 코팅된 제어 및 통신 시스템 컴포넌

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표준 ControlLogix-XT 시스템은 0…60°C(33…140°F) 온도 범위를 견딜 수 있습니다 .

• ControlLogix-XT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25…+70°C (-13…+158°F) 의 온도 범위를 견딜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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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시스템 선정
구성 사례 - 이중화 ControlLogix 시스템

ControlLogix 5570 컨트롤러는 컨트롤러 이중화를 지원합니다.

이중화 섀시 페어

EtherNet/IP 스
위치

1756 ControlLogix I/O

워크스테이션

1715 Redundant I/O PowerFlex 755 인버터1734 POINT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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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시스템 선정
구성 사례 - 이중화 I/O 시스템

1715 Redundant I/O 시스템은 ControlLogix 5570 컨트롤러가 EtherNet/IP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이중화 I/O 섀시와 통신할 수 있
도록 합니다. 1715 Redundant I/O 시스템은 이중화 어댑터 페어와 이중화 I/O 모듈 페어를 사용함으로써 핵심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폴트 내고장성 및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이중화 I/O 시스템은 EtherNet/IP 네트워크를 통해 ControlLogix 5570 시스템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모든 연결은 1756-EN2TR 통
신 브릿지가 지원하는 토폴로지를 사용하여 이더넷 네트워크를 통해 설정됩니다.

세부적인 사양은 1715 Redundant I/O System Specifications Technical Data (1715 Redundant I/O 시스템 사양 기술 데이터

)(Publication 1715-TD001)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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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시스템 선정
GuardLogix 안전 시스템

GuardLogix 컨트롤러는 안전 제어 기능도 제공하는 ControlLogix 컨트롤러입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 이점은 여전히 함께   하나

의 프로젝트, 안전 및 표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전 파트너 컨트롤러는 시스템의 일부이며, 자동으로 구성되고, 사용자 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사양

SIL 3 GuardLogix 시스템은 이중 컨트롤러 솔루션이므로 SIL 3/PLe/Cat. 4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 파트너와 함께 GuardLogix 
컨트롤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GuardLogix 컨트롤러 시스템은 IEC 61508에 따라 최대 SIL 3까지의 안전 애플리케이션과 ISO 13849-1에 따라 최대 카테고리 
(PLe/Cat 4)까지의 애플리케이션용으로 형식 승인되고 인증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 GuardLogix 5570 컨트롤러 사용자 매뉴얼(Publication 1756-UM022)은 Studio 5000 Automation Engineering & Design Environment™ 프로젝

트 버전 21 이상에서 GuardLogix 5570 컨트롤러를 설치, 구성 및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ControlLogix 5580 and GuardLogix 5580 Controllers User Manual (ControlLogix 5580 및 GuardLogix 5580 컨트롤러 사용자 매뉴얼)(Publication 

1756-UM543)은 I/O 모듈을 설치, 설정, 선택하고, 통신을 관리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ControlLogix 5580 및 
GuardLogix 5580 컨트롤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GuardLogix 5570 컨트롤러 시스템 레퍼런스 매뉴얼(Publication 1756-RM099)은 Studio 5000® 프로젝트 버전 21 이상에서 
GuardLogix 5570 컨트롤러에 대한 안전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GuardLogix 5580 and Compact GuardLogix 5380 Controller Systems Safety Reference Manual (GuardLogix 5580 및 Compact GuardLogix 5380 컨트롤러 
시스템 안전 레퍼런스 매뉴얼)(Publication 1756-RM012)은 Studio 5000 Logix Designer®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GuardLogix 5580 
컨트롤러 시스템에서 SIL 2/PLd 및 SIL 3/PLe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공합니다.

• GuardLogix 컨트롤러 사용자 매뉴얼(Publication 1756-UM020)은 RSLogix 5000® 프로젝트 버전 20 이상에서 GuardLogix 5560 및 
GuardLogix 5570 컨트롤러를 설치, 구성 및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GuardLogix Controller Systems Safety Reference Manual (GuardLogix 컨트롤러 시스템 안전 레퍼런스 매뉴얼)(Publication 1756-RM093)은 
RSLogix 5000® 프로젝트 버전 20 이상에서 GuardLogix 5560 및 GuardLogix 5570 컨트롤러에 대한 안전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
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GuardLogix 안전 명령어 세트 참조 매뉴얼(Publication 1756-RM095)은 프로그래머에게 GuardLogix 안전 애플리케이션 명령
어 세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SIL 2 GuardLogix 5560 및 5570 컨트롤러의 경우:
• ControlLogix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IEC 61508에 따라 SIL 2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도록 형식 승인되고 인증되었습니다.
• SIL 2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ControlLogix 시스템 구성요소의 목록은 Using ControlLogix in SIL 2 Applications Safety Reference Manual(SIL 2 

애플리케이션 안전 레퍼런스 매뉴얼)(Publication 1756-RM001)에서 "ControlLogix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GuardLogix 5580 컨트롤러의 경우:
• 안전 파트너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 태스크 및 안전 I/O를 사용하여 SIL 2/PLd(카테고리 3)를 구현할 수 있습

니다. 
• Studio 5000 Logix Designer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GuardLogix 5580 컨트롤러 시스템에서 SIL 2/PLd(카테고리 3)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 사항은 GuardLogix 5580 and Compact GuardLogix 5380 Controller Systems Safety Reference Manual(GuardLogix 
5580 및 Compact GuardLogix 5380 컨트롤러 시스템 안전 레퍼런스 매뉴얼)(Publication 1756-RM012)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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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시스템 선정
Armor ControlLogix 및 Armor GuardLogix 시스템

On-Machine ™ 표준 및 세이프티 컨트롤러는 ControlLogix 와 동일한 온도 범위를 지원하는 한편 , 열악한 환경에서

15 cm…1 m(5.91…393.70 인치) 사이의 침수에 대한 전세계의 인증과 Ingress Protection(IP67) 분진 및 세척 보호 등급을 충족합

니다.

ArmorStratix™ 5700 Armor™ ControlLogix

1732E ArmorBlock®

1738-AENTR ArmorPOINT®

280E 네트워크 Armor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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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시스템 선정
ControlLogix I/O 모듈

ControlLogix 아키텍처는 고속 디지털부터 프로세스 제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걸쳐 광범위한 입출력 모듈을

제공합니다. ControlLogix 아키텍처는 복수의 컨트롤러 사이에 입력 정보와 출력 상태를 공유할 수 있도록 Producer/Consumer
모델을 사용합니다.

각 ControlLogix I/O 모듈은 ControlLogix 섀시에 설치되고 모든 현장측 배선에 연결할 수 있는 탈착식 단자대(RTB) 또는 1492 인
터페이스 모듈(IFM)을 요구합니다. RTB 및 IFM은 I/O 모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주문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양은 1756 ControlLogix I/O Modules Specifications Technical Data(1756 ControlLogix I/O 모듈 사양 기술 데이터 )
(Publication 1756-TD002)를 참조하십시오.

AC 디지털 입력 모듈

AC 디지털 출력 모듈

카탈로그 넘버 입력/출력 전압 분류 사용 전압 범위 탈부착식 단자대

1756-IA8D 8개의 진단 입력
(4 포인트/그룹)

120V AC 79…132V AC 1756-TBNH
1756-TBSH

1756-IA16 16개의 입력
(8 포인트/그룹)

120V AC 74~132V AC 1756-TBNH
1756-TBSH

1756-IA16I 개별 절연 입력 16개 120V AC 74~132V AC 1756-TBCH
1756-TBS6H

1756-IA32 32개의 입력
(16 포인트/그룹) 

120V AC 74…132V AC 1756-TBCH
1756-TBS6H

1756-IM16I 개별 절연 입력 16개 240V AC 159…265V AC 1756-TBCH
1756-TBS6H

1756-IN16 16개의 입력
(8 포인트/그룹) 

24V AC 10…30V AC 1756-TBNH
1756-TBSH

카탈로그 넘버 입력/출력 전압 분류 사용 전압 범위 탈부착식 단자대

1756-OA8 8개의 출력
(4 포인트/그룹) 

120/240V AC 79…265V AC 1756-TBNH
1756-TBSH

1756-OA8D 8개의 진단, 전자식 퓨즈 출력
(4 포인트/그룹) 

120V AC 74…132V AC 1756-TBNH
1756-TBSH 

1756-OA8E 8개의 전자식 퓨즈 출력
(4 포인트/그룹)

120V AC 74…132V AC 1756-TBNH
1756-TBSH

1756-OA16 16개의 기계식 퓨즈/그룹 출력
(8 포인트/그룹)

120/240V AC 74…265V AC 1756-TBNH
1756-TBSH

1756-OA16I 16개의 개별 절연 출력 120/240V AC 74…265V AC 1756-TBCH
1756-TBS6H

1756-ON8 8개의 출력
(4 포인트/그룹)

24V AC 10…30V AC, 전류 > 50mA
16…30V AC, 전류 < 50mA 

1756-TBNH
1756-TB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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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시스템 선정
DC 디지털 입력 모듈

카탈로그 넘버 입력/출력 전압 분류 사용 전압 범위 탈부착식 단자대

1756-IB16 16개의 입력
(8 포인트/그룹)

12/24V DC 싱크 10…31.2V DC 1756-TBNH
1756-TBSH

1756-IB16D 16개의 진단 입력
(4 포인트/그룹)

12/24V DC 싱크 10…30V DC 1756-TBCH
1756-TBS6H

1756-IB16I 개별 절연 입력 16개 12/24V DC 싱크/소스 10…30V DC 1756-TBCH
1756-TBS6H

1756-IB16IF 16개의 고속, 개별 절연 입력 12/24V DC 싱크/소스 10…30V DC 1756-TBCH
1756-TBS6H

1756-IB16ISOE 16개의 개별적으로 절연된 
이벤트 시퀀스 입력

24/48V DC 싱크/소스 10…55V DC 1756-TBCH
1756-TBS6H

1756-IB32 32개의 입력
(16 포인트/그룹)

12/24V DC 싱크 10~31.2V DC 1756-TBCH
1756-TBS6H

1756-IC16 16개의 입력
(8 포인트/그룹)

48V DC 싱크 30…55V DC @ 60°C(140°F)
30…60V DC @ 55°C(131°F)

1756-TBNH
1756-TBSH

1756-IG16 16개의 입력
(8 포인트/그룹)

5V DC TTL 소스(Low = True) 4.5…5.5V DC 1756-TBNH
1756-TBSH

1756-IH16I 개별 절연 입력 16개 125V DC 싱크/소스 90…146V DC 1756-TBCH
1756-TBS6H

1756-IH16ISOE 16개의 개별적으로 절연된 
이벤트 시퀀스 입력

125V DC 싱크/소스 90…140V DC 1756-TBCH
1756-TBS6H

1756-IV16 16개의 입력
(8 포인트/그룹)

12/24V DC 소스 10…30V DC 1756-TBNH
1756-TBSH

1756-IV32 32개의 입력
(16 포인트/그룹)

12/24V DC 소스 10…30V DC 1756-TBCH
1756-TBS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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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시스템 선정
DC 디지털 출력 모듈

컨택 출력 모듈

카탈로그 넘버 입력/출력 전압 분류 사용 전압 범위 탈부착식 단자대

1756-OB8 8개 출력 12/24V DC 소스 10…30V DC 1756-TBNH
1756-TBSH

1756-OB8EI 8개의 전자식 퓨즈, 개별 절연 
출력

12/24V DC 소스 10…30V DC 1756-TBCH
1756-TBS6H

1756-OB8I 8개의 개별 절연 출력 12/24V DC 소스 10…30V DC 1756-TBCH
1756-TBS6H

1756-OB16D 16개의 진단 출력
(8 포인트/그룹)

24V DC 소스 19.2…30V DC 1756-TBCH
1756-TBS6H

1756-OB16E 16개의 전자식 퓨즈 출력
(8 포인트/그룹)

12/24V DC 소스 10~31.2V DC 1756-TBNH
1756-TBSH

1756-OB16I 16개의 개별 절연 출력 12/24V DC 싱크/소스 10…30V DC 1756-TBCH
1756-TBS6H

1756-OB16IEF 16개의 고속, 개별 절연, 전자
식 퓨즈 출력

24V DC 싱크/소스 10…30V DC 1756-TBCH
1756-TBS6H

1756-OB16IEFS 16개의 스케쥴링된, 고속, 개
별 절연,-전자식 퓨즈 출력

24V DC 싱크/소스 10…30V DC 1756-TBCH
1756-TBS6H

1756-OB16IS 16개의 개별 절연 출력
8개의 스케쥴링된 출력

12/24V DC 싱크/소스 10…30V DC 1756-TBCH
1756-TBS6H

1756-OB32 32개의 출력
(16 포인트/그룹)

12/24V DC 소스 10…31.2V DC 1756-TBCH
1756-TBS6H

1756-OC8 8개의 출력
(4 포인트/그룹)

48V DC 소스 30…60V DC 1756-TBNH
1756-TBSH

1756-OG16 16(8 포인트/그룹) 5V DC TTL 소스(Low = True) 4.5…5.5V DC 1756-TBNH
1756-TBSH

1756-OH8I 8개의 개별 절연 출력 120V DC 90…146V DC 1756-TBCH
1756-TBS6H

1756-OV16E 16개의 전자식 퓨즈 출력
(8 포인트/그룹)

12/24V DC 싱크 10…30V DC 1756-TBNH
1756-TBSH

1756-OV32E 32개의 전자식 퓨즈 출력 (16 
포인트/그룹)

12/24V DC 싱크 10…30V DC 1756-TBCH
1756-TBS6H

카탈로그 넘버 입력/출력 사용 전압 범위 탈부착식 단자대

1756-OW16I 16개의 상시 열림(NO), 개별 절연 출력 5…125V DC
10…240V AC

1756-TBCH
1756-TBS6H

1756-OX8I 8개의 상시 열림(NO)
8개의 상시 닫힘(NC), 개별 절연 출력
(2 포인트/그룹)

5…125 DC
10…240V AC

1756-TBCH
1756-TBS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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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시스템 선정
아날로그 입력 모듈

카탈로그 넘버 입력/출력 범위 분해능 탈부착식 단자대

1756-IF6CIS 6개의 개별 절연 입력, 전류 소싱 0…20 mA(초과시 과범
위 표시)

16 비트
0.34 µA/비트 

1756-TBNH
1756-TBSH

1756-IF6I 6개의 개별 절연 입력 ±10.5V
0…10.5V
0…5.25V
0…21 mA

16 비트
10.5V: 343 µV/비트
0…10.5V: 171 µV/비트
0…5.25V: 86 µV/비트
0…21 mA: 0.34 µA/비트

1756-TBNH
1756-TBSH

1756-IF8 8개의 단일 종단 입력
4개의 차동 입력
2개의 고속 차동 입력

±10V
0…10V
0…5V
0…20 mA

±10.25V: 320 µV/cnt (15 비트 플러스 
기호 양극성)
0…10.25V: 160 µV/cnt (16 비트)
0…5.125V: 80 µV/cnt (16 비트)
0…20.5 mA: 0.32 µA/cnt (16 비트)

1756-TBCH
1756-TBS6H

1756-IF8H 8개의 차동 전압 또는 전류 입력, HART 인터페
이스

±10V
0…5V
1…5V
0…10V
0…20 mA
4…20 mA 

16…21비트 1756-TBCH
1756-TBS6H

1756-IF8I 8개의 개별 절연 입력, 전류 또는 전압 ±10V
0…10V
0…5V
0…20 mA

24비트

±10.5V (1.49 µV/카운트)
0…10.5V (1.49 µV/카운트)
0…5.25V (1.49 µV/카운트)
0…21 mA (2.99 nA/카운트)

1756-TBCH
1756-TBS6H

1756-IF8IH 8개의 개별 전압 전류 입력, HART 인터페이스 0…20 mA
4…20 mA

16…21비트 1756-TBCH
1756-TBS6H

1756-IF16 16개의 단일 종단 입력
8개의 차동 또는 4개의 차동(고속) 입력

±10V
0…10V
0…5V
0…20 mA

16 비트
10.5V: 343 µV/비트
0…10.5V: 171 µV/비트
0…5.25V: 86 µV/비트
0…21 mA: 0.34 µA/비트 

1756-TBCH
1756-TBS6H

1756-IF16H 16개의 차동 전류 입력, HART 인터페이스 0…20 mA
4…20 mA 

16…21비트 1756-TBCH
1756-TBS6H

1756-IF16IH 16개의 개별 절연 전류 입력, HART인터페이스 0…20 mA
4…20 mA 

16…21비트 1756-TBCH
1756-TBS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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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시스템 선정
아날로그 RTD 및 열전쌍 모듈

아날로그 출력 모듈

카탈로그 넘버 입력/출력 범위 분해능 탈부착식 단자대

1756-IR6I 6개의 개별 절연 RTD 입력 1…487 Ω
2…1000 Ω
4…2000 Ω
8…4000 Ω

16 비트
1…487 Ω: 7.7 mΩ/비트
2…1000 Ω: 15 mΩ/비트
4…2000 Ω: 30 mΩ/비트
8…4020 Ω: 60 mΩ/비트

1756-TBNH
1756-TBSH

1756-IRT8I 8개의 개별 절연 입력, RTD 또는 열전
쌍 입력 (2 CJC)

1…500 Ω
2…1000 Ω
4…2000 Ω
8…4000 Ω
-100…+100 mV

24 비트

0…510Ω: 0.06 mΩ/카운트

0…1020Ω: 0.12 mΩ/카운트

0…2040Ω: 0.25 mΩ/카운트

0…4080Ω: 0.50 mΩ/카운트

-101…+101 mV: 0.01 µV/카운트

1756-TBCH
1756-TBS6H

1756-IR12 12 채널 RTD 모드 1…500 Ω
2…1000 Ω
4…2000 Ω
8…4000 Ω

24 비트

0…510Ω: 0.06 mΩ/카운트

0…1020Ω: 0.12 mΩ/카운트

0…2040Ω: 0.25 mΩ/카운트

0…4080Ω: 0.50 mΩ/카운트

1756-TBCH
1756-TBS6H

1756-IT16 16 채널, 열전쌍 모드
2 CJC

-100…+100 mV 24 비트

-101…+101 mV: 0.01 µV/카운트

1756-TBCH
1756-TBS6H

1756-IT6I 6개의 개별 절연 열전쌍 입력
1 CJC

-12…+78 mV
-12…+30 mV

16 비트
-12…+78 mV: 1.4 µV/비트
-12…+30 mV: 0.7 µV/비트 

1756-TBNH
1756-TBSH

1756-IT6I2 6개의 개별 절연 열전쌍 입력
2 CJC

-12…+78 mV 
(비트 당 1.4 µV)
-12…+30 mV 
(비트 당 0.7 µV)

16 비트
-12…+78 mV: 1.4 µV/비트
-12…+30 mV: 0.7 µV/비트 

1756-TBNH
1756-TBSH

카탈로그 넘버 입력/출력 범위 분해능 탈부착식 단자대

1756-OF4 4개의 전압 또는 전류 출력 ±10V
0…20 mA

전압:
10.5V에서 15 비트, 320 µV/비트

전류:
21mA에서 15 비트, 650 nA/비트

1756-TBNH
1756-TBSH

1756-OF6CI 6개의 개별 절연 출력, 전류 0…21 mA 21 mA에서 13 비트 (2.7 µA) 1756-TBNH
1756-TBSH

1756-OF6VI 6개의 개별 절연 출력, 전압 ±10.5V 21V에서 14 비트 (1.3 mV)
(10.5V에서 13 비트 +기호 비트)

1756-TBNH
1756-TBSH

1756-OF8 8개의 전압 또는 전류 출력 ±10V
0…20 mA

21 mA에서 15 비트 - 650 nA/비트
10.4V에서 15 비트 - 320 µV/비트

1756-TBNH
1756-TBSH

1756-OF8H 8개의 전압 또는 전류 출력, HART 
인터페이스

±10V
0…20 mA
4…20 mA 

15…16 비트 1756-TBNH
1756-TBSH 

1756-OF8I 8개의 개별 절연 출력, 전류 또는 
전압

±10V
0…10V
0…5V
0…20 mA

16비트

±10.5V (0.32 mV/카운트)
0…10.5V (0.16 mV/카운트)
0…5.25V (0.08 mV/카운트)
0…21 mA (0.32 μA/카운트)

1756-TBCH
1756-TBS6H

1756-OF8IH 8개의 개별 절연 전류 출력 0…20 mA
4…20 mA

24 mA에서 15 비트, 비트 당 732 nA 1756-TBCH
1756-TBS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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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시스템 선정
아날로그 조합 입력 및 출력 모듈

특수 I/O 모듈

카탈로그 넘버 입력/출력 범위 분해능 탈부착식 단자대

1756-IF4FXOF2F 4개의 고속, 서브밀리초, 차동 입력

2개의 고속 전압 또는 전류 출력

입력:
±10V
0…10V
0…5V
0…20 mA

출력:
±10V
0…20 mA

입력:
±10V DC에서 약 14 비트 (총 21V)
±10V: 1.3 mV/비트, 14 비트 유효
0…10.5V: 1.3 mV/비트, 13 비트 유효
0…5.25V: 1.3 mV/비트, 12 비트 유효
21 mA에서 약 12 비트
0…21 mA: 5.25 µA/비트

출력:
21 mA에서 13 비트 = 2.8 µA/비트
21.8V에서 14 비트 = 1.3 mV/비트 

1756-TBCH
1756-TBS6H

카탈로그 넘버 입력/출력 사양 탈부착식 단자대

1756-CFM 4개 입력 (채널 당 2 개) 
2개 출력, 전류 소싱

설정 가능한 유량계 모듈

모든 모드에 사용되는 2개의 유량계(F) 입력
Prover/Store 카운트를 위해 토탈라이저 모드에
서 사용되는 2개의 게이트 입력

1756-TBNH
1756-TBSH

1756-HSC 각각 3개의 입력(게이트/리셋용 A, B, Z)이 있
는 2개의 카운터

4개의 출력 (2 포인트/그룹) 

고속 카운터 모듈

5V 작동: 4.5…5.5V DC
12/24V 작동: 10…26.4V DC

1756-TBCH
1756-TBS6H

1756-LSC8XIB8I 8…24V DC 카운터

8개의 개별적으로 절연된 표준 입력 또는 카
운터

저속 카운터 모듈

8…40 kHz 24V DC 카운터

8개의 개별적으로 절연된 12/24V DC 저속 (최
대 주파수 40kHz) 카운터

8개의 개별적으로 절연된 고속 12/24V DC 싱크
/소스 표준 또는 카운터 제어 입력

1756-TBCH
1756-TBS6H

1756-PLS 왼쪽 섹션: 각각 4개의 출력과 4개의 입력으
로 구성된 2개의 그룹

중앙 섹션: 리졸버 인터페이스 및 I/O 제어기

오른쪽 섹션: 각각 4개의 출력과 4개의 입력
으로 구성된 2개의 그룹

프로그래밍 가능 리미트 스위치 모듈 3개의 RTB 필요: 1756-TBNH 또는 
1756-TB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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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시스템 선정
ControlLogix Compute 모듈

ControlLogix Compute 모듈은 시스템 백플레인을 통해 또는 네트워크에서 ControlLogix 5570 또는 ControlLogix 5580 컨트롤러

와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섀시 기반 모듈입니다.

Compute 모듈이 있는 제어 시스템의 예

Compute 모듈은 임베디드 운영 체제(OS)를 제공하며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합니다.

•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 비트

• Linux 32 비트 (Debian 8.9)

OS 에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를 사용하여 1756 ControlLogix 백플레인에서 데이터를 읽고 씁니다 .
ControlLogix Compute 모듈이 있다는 사실은 Controlledix 섀시에 보안이 강화된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ControlLogix Compute 모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개의 GbE 포트

• OS 주변 장치 연결을 위한 USB 3.0 장치 포트 1개

• 고해상도 모니터 연결을 위한 통합 DisplayPort

RUN PROG
REM

Logix5585E

NET

LINK

SAFETY ON

COMPUTE

USR3 USR2 USR1 OK

COMPUTE

USR3 USR2 USR1 OK

2

1

NETLNK2 OKLNK1

F1

F2

F3

F4

F5

F6

F7

F8

F9

F10

F11

F12

F13

F14

F15

F16

527

2

1

NETLNK2 OKLNK1

PanelView Plus 7 터미널

Stratix 5400 스
위치

ControlLogix EtherNet/IP 어댑터

ControlLogix 컴퓨트 모듈

ControlLogix I/O 모듈

PowerFlex 527 인
버터

ControlLogix 컨트롤러

ControlLogix EtherNet/IP 어댑터

ControlLogix I/O 모듈

백플레인에서 Compute 모듈 통신

ControlLogix 컨트롤러

ControlLogix 컴퓨트 모듈

ControlLogix I/O 모듈

EtherNet/IP 네트워크 및 컨트롤러 섀시 백플레인

에서 컴퓨팅 모듈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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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시스템 선정
카탈로그 넘버 설명

ControlLogix Compute 모듈 카탈로그 넘버는 모듈에 대한 특정 정보를 나타냅니다. 모든 모듈은 동일한 형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756-CMwxyz는 다음 사항을 나타냅니다.

• 1756은 Bulletin 번호입니다.
• CM = Compute Module

• w는 Performance Level 및 CPU 코어 유형을 나타냅니다.

• x는 SSD(Solid State Drive) 용량을 나타냅니다. 

• y는 모듈에 설치된 내장 OS를 나타냅니다.

• z는 모듈에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냅니다.

다음 표는 ControlLogix Compute 모듈 카탈로그 넘버의 변수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표는 Compute 모듈 설명에 대한 예입니다.

사용 가능한 ControlLogix Compute 모듈의 전체 목록은 다음 사이트의 제품 디렉터리를 통해 제공되는 제품 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http://ab.rockwellautomation.com/allenbradley/productdirectory.page?

변수 속성 가능한 값

W 성능 및 코어 • S = 표준 성능 (듀얼 코어)

X SSD 용량 • 1 = 32 GB

y 운영 체제 • B =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 비트

• C = Linux 32 비트 (Debian 8.9)

z 모듈에 동봉된 애플리케이션 1 = 애플리케이션 없음

카탈로그 넘버 사양

1756-CMS1B1 다음을 갖춘 Compute 모듈:
• 표준 성능 (듀얼 코어 CPU)
• 32 GB SSD
• Embedded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 비트 OS
이 모듈에는 사전 로드된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756-CMS1C1 다음을 갖춘 Compute 모듈:
• 표준 성능 (듀얼 코어)
• 32 GB SSD
• Embedded Linux 32 비트 (Debian 8.9) OS. 
이 모듈에는 사전 로드된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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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시스템 선정
HART 스마트 장비 설치

HART(Highway Addressable Remote Transducer)는 아날로그 장치를 연결하도록 설계된 개방형 프로토콜입니다 . HART 연결을

위해 , Rockwell Automation® PartnerNetwork™ 프로그램에서 로크웰 오토메이션 및 Encompass™ 파트너가 제공하는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일반 HART 구성

HART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사항 선택 사양 

하나의 모듈에서 아날로그 및 HART 연결
HART 신호에 액세스하기 위해 외부 하드웨어가 필요 없음
HART 명령은 스케쥴링되지 않은 메시지로 전송 가능
HART 장치에 대한 자산 관리 소프트웨어 지원 

1756-IF8H
1756-IF16H
1756-OF8H 

Allen-Bradley® 아날로그 I/O 모듈

하나의 모듈에서 아날로그 및 HART 연결
HART 신호에 액세스하기 위해 외부 하드웨어가 필요 없음
HART 명령은 스케쥴링되지 않은 메시지로 전송 가능
HART 장치에 대한 자산 관리 소프트웨어 지원 
전류 절연 제공

1756-IF8IH
1756-OF8IH
1756-IF16IH

Allen-Bradley 절연 아날로그 I/O 모듈

느린 업데이트 요구 사항을 가진 데이터 수집 또는 제어 애플리케이
션(예를 들어 탱크 팜)
HART 신호에 액세스하기 위해 외부 하드웨어가 필요 없음
자산 관리 소프트웨어에 직접 연결되지 않음 

MVI56-HART ProSoft 인터페이스 

하나의 모듈에서 아날로그 및 HART
위험 장소의 장비(FLEX Ex™ 모듈)
HART 명령은 스케쥴링되지 않은 메시지로 전송 가능
자산 관리 소프트웨어를 HART 장치에 직접 연결 

1794 FLEX™ I/O
1797 FLEX Ex I/O 

HART 시스템용으로 설계된 FLEX I/O 및 FLEX Ex 모듈
이 있습니다. 이 카탈로그 넘버는 H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 1797-IE8H).

HART 장치

• ControlLogix
• 1756-IF8H 또는

• 1756-OF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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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시스템 선정
액세서리 - I/O 모듈

1756 탈착식 단자대

탈착식 단자대(RTB)는 공장 배선과 1756 I/O 모듈 사이에 유연한 상호 연결을 제공합니다 . RTB는 I/O
모듈의 전면에 연결됩니다. 모듈 유형에 따라 필요한 RTB가 결정됩니다. 스크류 클램프 또는 스프링

클램프 RTB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RTB는 I/O 모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별도로 주문해야 합니다 . 배선 아암의 전면에 있는 표준

하우징은 항상 2.5 mm2(14 AWG) 배선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깊은 것은 아닙니다 . 2.5 mm2(14 AWG)
배선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연장형 하우징도 주문하십시오 . 연장형 하우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ockwell Rockwell Automation® Knowledgebase 자료 #41488, Use of the 1756-TBE Extended Terminal
Housing을 참조하십시오. https://rockwellautomation.custhelp.com/에서 자료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필요함).

배선 시스템

RTB를 구입해서 직접 배선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배선 시스템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I/O 모듈용 I/O 단자대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모듈(IFM). I/O 모듈을 IFM에 연결하는

선결선된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 아날로그 I/O 모듈용 I/O 단자대를 제공하는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모듈 (AIFM). I/O 모듈을

AIFM에 연결하는 선결선된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 I/O 모듈용 케이블. 케이블 어셈블리의 한 쪽 끝은 I/O 모듈의 전면에 꽂히는 RTB입니다. 다른

쪽 끝에는 표준 단자대에 연결되는 색상 구분형 컨덕터가 있습니다.

속성 1756-TBNH 1756-TBSH 1756-TBCH 1756-TBS6H 1756-TBE

사양 20 위치 NEMA 나사- 클
램프 탈착식 블록 

표준 하우징이 있는 
20핀 스프링 클램프 
탈착식 단자대 

표준 하우징이 있는 
36핀 케이지 클램프 
탈착식 단자대 

표준 하우징이 있는 
36핀 스프링 클램프 
탈착식 단자대 

연장형 단자대 하우
징 

나사 토크 0.8…1 N•m
7…9 lb•in 

0.4 N•m
4.4 lb•in 

사용 불가 

I/O 모듈
RTB

선결선된 케이블

공장에서 배선됨

인터페이스 모듈 (IFM)

필드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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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시스템 선정
ControlLogix 통합 모션

Logix 아키텍처는 광범위한 머신 아키텍처에서 작동하는 모션 제어 구성요소를 지원합니다.

• EtherNet/IP 네트워크 통합 모션은 이더넷 장치에 대한 연결을 지원합니다.

• Kinetix® 통합 모션 솔루션은 SERCOS 또는 EtherNet/IP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다축 동기화 모션을 수행합니다.

• Logix 통합 모션은 인버터/액추에이터 제어용 서버 모듈의 아날로그 제품군을 지원합니다.

• 네트워크 모션은 DeviceNet 네트워크를 통해 단일 축 인버터에 대한 연결을 제공하여 점- 대- 점 인덱싱을 수행합니다.

모션 인터페이스 모듈에 대한 세부적인 사양은 1756 ControlLogix Integrated Motion Modules Specifications Technical Data
(1756 ControlLogix 통합 모션 모듈 사양 기술 데이터)(Publication 1756-TD004)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 모션 애플리케이션의 크기를 조정하고 컴포넌트를 최종 선정하기 위한 Motion Analyzer CD

https://motionanalyzer.rockwellautomation.com/.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십시오.

• 인버터, 모터 및 액세서리 사양을 확인하기 위한 Kinetix 모션 컨트롤 제품선정가이드(Publication GMC-SG001)

Ethernet/IP 네트워크 통합 모션

제품 고려사항

EtherNet/IP 연결을 지원하는 인버터 무제한 속도, 토크 및 VHz 설정 인버터:
• Kinetix 6500 인버터

• Kinetix 5700 인버터

• Kinetix 5500 인버터

• Kinetix 350 인버터

• PowerFlex 755 인버터

• PowerFlex 527 인버터

ControlLogix 컨트롤러 • ControlLogix 5570 컨트롤러: 컨트롤러 당 최대 100개의 인버터

• ControlLogix 5580 컨트롤러: 컨트롤러 당 최대 256개의 인버터

ControlLogix EtherNet/IP 통신 모듈 • 1756-EN2T 또는 1756-EN2TR 모듈로 구성된 1…8개의 위치 루프 축
• 1756-EN3TR 모듈로 구성된 1…128개의 위치 루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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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5580 컨트롤러

Compact 5000™ I/O 모듈이 있는 5069-AEN2TR

Kinetix 5700

Stratix 5700

Stratix 5400

PowerFlex 755

PanelView Plus 7

100Mb 1Gb

100Mb1Gb

Compact 5000 I/O 모듈이 있는 5069-AEN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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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시스템 선정
ControlLogix 통신 모듈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대해 개별적인 통신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통신 모듈을 ControlLogix 백플레인에 설치하여 네
트워크 사이에 제어 및 정보 데이터를 브릿지 또는 라우팅하십시오. 최대 4개의 섀시(8개의 통신 홉)를 통해 메시지를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섀시에 ControlLogix 컨트롤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사양은 1756 ControlLogix Communication Modules Specifications Technical Data(1756 ControlLogix 통신 모듈 사양 기
술 데이터)(Publication 1756-TD003)를 참조하십시오.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페이지

• 공장 관리(자재 반송)
• 단일 고속 네트워크에서 구성, 데이터 수집 및 제어

• 정해진 일정이 없는 시간 임계적 애플리케이션

• 상업용 기술(예를 들어, Video over IP) 포용

• 인터넷/인트라넷 연결

• 컨트롤러와 I/O 장치 사이에 시간 임계적 데이터의 고속 전송

• EtherNet/IP 네트워크 통합 모션 및 안전

• 이중화 컨트롤러 시스템

EtherNet/IP 24

• 컨트롤러와 I/O 장치 사이에 시간 임계적 데이터의 고속 전송

• 결정적 및 반복적 데이터 전달
• Media Redundancy
• 진성 안전

• 이중화 컨트롤러 시스템

ControlNet 24

• I/O 모듈을 통해 인터페이스할 필요 없이 하위 레벨 장치를 생산 현장 컨트롤러에 직접 
연결

• 필요에 따라 데이터 전송

• 데이터 수집 및 폴트 검출 개선을 위한 추가 진단

• 기존의 유선 시스템보다 적은 배선 및 스타트업 시간 단축

DeviceNet 24

•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있어서 공장 전반적인 셀 수준의 데이터 공유

• 정기적인 데이터 전송

• 컨트롤러 간 정보 전송

Data Highway Plus™ 25

• 컨트롤러와 I/O 어댑터 간의 연결

• 정기적인 데이터 전송

• 각 제어기가 자체적인 I/O를 가지고 관리 컨트롤러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 제어

리모트 I/O 25

• Fieldbus 트랜스미터 및 액추에이터

• 폐루프 제어

• 공정 자동화

Foundation Fieldbus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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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시스템 선정
EtherNet/IP 통신 모듈

EtherNet/IP(Ethernet Industrial Protocol)는 실시간 I/O 메시징 및 메시지 교환을 지원하는 개방형 산업용 네트워킹 표준입니다.
EtherNet/IP 네트워크는 상용 이더넷 통신 칩과 물리적인 미디어를 사용합니다.

ControlNet 통신 모듈

ControlNet 네트워크는 I/O 네트워크와 Peer-to-peer 네트워크의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고속 성능을 제공합니다. ControlNet 네
트워크는 중요 제어 데이터의 결정적이고 반복적인 전송을 제공합니다.

DeviceNet 통신 모듈

DeviceNet 네트워크는 단순 산업 장치(예를 들어, 센서 및 액추에이터)와 고 수준 장치(예를 들어, 컨트롤러 및 컴퓨터) 사이의

연결을 제공합니다.

카탈로그 넘버 사양 미디어 통신 속도 최대 EtherNet/IP 
네트워크 통합 
모션 축

TCP/IP 연결 Logix 연결

1756-EN2F EtherNet/IP 브릿지, 광통신 광통신 100 Mbps 8 128 256

1756-EN2T EtherNet/IP 브릿지, 구리 구리 10/100 Mbps 8 128 256

1756-EN2TR EtherNet/IP 브릿지, 임베디드 스위치, 구리 이중 구리 10/100 Mbps 8 128 256

1756-EN3TR EtherNet/IP 브릿지, 임베디드 스위치, 구리 이중 구리 10/100 Mbps 128 128 256

1756-EN2TXT ControlLogix-XT, 확장된 온도
EtherNet/IP 브릿지, 극한 환경에 적합한 구리

구리 10/100 Mbps 8 128 256

1756-EN2TRXT ControlLogix-XT, 확장된 온도

EtherNet/IP 브릿지, 임베디드 스위치, 구리

이중 구리 10/100 Mbps 8 128 256

1756-EN2TSC EtherNet/IP 보안 통신 모듈 구리 10/100 Mbps — 128 256

1756-ENBT EtherNet/IP 브릿지, 구리 구리 10/100 Mbps — 64 128

1756-EWEB 이더넷 웹 서버 모듈 구리 10/100 Mbps — 64 128

카탈로그 넘버 사양 통신 속도 Logix 연결 노드 수

1756-CN2 ControlNet 브릿지, 표준 미디어 5 Mbps 128(1)

(1) 128 연결을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화 제어를 위해 3개의 연결이 추가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99

1756-CN2R ControlNet 브릿지, 이중화 미디어 5 Mbps 128(1) 99

1756-CNB ControlNet 브릿지, 표준 미디어 5 Mbps 64(2)

(2) I/O에 대해 40…48개의 Logix 연결만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99

1756-CNBR ControlNet 브릿지, 이중화 미디어 5 Mbps 64(2) 99

1756-CN2RXT ControlLogix-XT, 확장된 온도 ControlNet 브릿지, 여분의 미디어 5 Mbps 128(1) 99

카탈로그 넘버 사양 통신 속도 노드 수

1756-DNB DeviceNet 브릿지 125Kbps (최대 500m)
250Kbps (최대 250m)
500Kbps (최대 100m)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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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시스템 선정
Data Highway Plus 및 원격 I/O 통신 모듈

Data Highway Plus 네트워크는 장치 사이의 메시징을 지원합니다. 원격 I/O 링크는 원격 I/O 섀시 및 기타 지능형 장치에 연결됩

니다.

1756-DHRIO 모듈은 DH+™ 네트워크에서 장치 사이의 메시징을 지원합니다 . 모듈은 원격 I/O 기능을 통해 원격 I/O 장치와 디
지털 및 블록 전송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스캐너 역할을 합니다.

1756-RIO 모듈은 리모트 I/O 네트워크에서 스캐너나 어댑터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1756-RIO는 메시지 명령어 없이 디지털, 블
록 전송, 아날로그 및 특수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액세서리: DH+ 및 원격 I/O 네트워크

카탈로그 넘버 사양 통신 속도 DH+ 연결 RIO 연결 최대 권장 
Logix 연결

1756-DHRIO Data Highway Plus/원격 I/O 2-채널 
통신 모듈

57.6Kbps, 115.2Kbps, 230.4Kbps DH+ 모듈 당 32
개의 DH+ 메
시지

원격 I/O 스캐너 전용

원격 I/O 채널 당 32개의 논리적 랙 
연결

원격 I/O 채널 당 16개의 블록 전송 
연결 

32

1756-RIO 원격 I/O 통신 모듈 57.6Kbps, 115.2Kbps, 230.4Kbps — 원격 I/O 스캐너 또는 어댑터

32개의 물리적 랙(0…76), 랙 크기 
및 블록 전송의 모든 조합

10개의 스케
쥴링된 I/O

1756-DHRIOXT ControlLogix-XT, 확장된 온도 Data 
Highway Plus/원격 I/O 2-채널 통
신 모듈

57.6 Kbps, 115.2 Kbps, 230.4 Kbps DH+ 모듈 당 32
개의 DH+ 메
시지

원격 I/O 스캐너 전용

원격 I/O 채널 당 32개의 논리적 랙 
연결

원격 I/O 채널 당 16개의 블록 전송 
연결

32

카탈로그 넘버 사양 사양

1770-CD DH+ 네트워크에 통신 모듈을 연결하기 위한 케
이블 

Belden 9463 twinaxial 

9300-RADKIT 원격 액세스 전화접속 키트 DH+ 네트워크에서 장치에 대한 56Kbps 모뎀 연
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사전 설정된 모뎀

• 통신 모듈

• DIN 레일 장착 하드웨어

• 관련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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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 Fieldbus 연결 장치

FOUNDATION Fieldbus 프로토콜은 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의 분산 제어를 위해 설계된 네트워크입니다.

구성 사례 - 브릿지 대 EtherNet/IP 네트워크

카탈로그 넘버 사양 통신 속도 H1 포트 수 H1 링크 당 장치 수 연결 장치 당 장치 수

1757-FFLD2 이더넷 네트워크에 대한 FOUNDATION 
Fieldbus 브릿지

FOUNDATION Fieldbus: 31.25 Kbps
EtherNet/IP: 10/100 Mbps

2 16
(8…10 권장) 

32

1757-FFLD4 4 64

1757-FFLDC2 ControlNet 네트워크에 대한 FOUNDATION 
Fieldbus 브릿지

FOUNDATION Fieldbus: 31.25 Kbps
ControlNet: 5 Mbps

2 16
(8…10 권장) 

32

1757-FFLDC4 4 64

• FactoryTalk® View SE
• RSFieldbus™
• Studio 5000® 환경

1757-FFLD4

H1(1)

H2(1)
H3(1)
H4(1)

HSE/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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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결 옵션

옵션 고려사항

USB 연결 ControlLogix 컨트롤러에는 시리얼 포트 대신 USB 포트가 있습니다.(1) 애플리케이션에 RS-232 기능이 필요한 경우,
http://www.rockwellautomation.com/encompass에서 다양한 Encompass 제품을 참조하십시오.

(1) USB 포트는 임시 로컬 프로그래밍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지속적인 연결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위험한 장소에서는 USB 포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Modbus 지원

Modbus TCP 네트워크를 액세스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 펌웨어 버전 5.007 이상을 사용해서 1756-EN2T, 1756-EN2TR, 1756-EN2F 또는 1756-EN3TR 모듈을 통해 연결하고 래더 로
직 루틴을 실행합니다.

• 펌웨어 버전 4.006 이상을 사용해서 1756-EWEB 모듈을 통해 연결하고 래더 로직 루틴을 실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rockwellautomation.com/knowledgebase/에서 Knowledgebase 문서 470365를 참조하십시오.

Modbus RTU 네트워크를 액세스하려면 시리얼 포트(사용 가능한 경우)를 통해 연결하고 래더 로직 루틴을 실행하십시오. 자세

한 내용은 Logix 5000?Controllers as Masters or Slaves on Modbus Application Solution(Logix 5000™ 컨트롤러를 Modbus 애플리

케이션 솔루션에서 마스터나 슬레이브로 사용하기)(Publication CIG-AP129)를 참조하십시오.

DH-485 네트워크 컨트롤러 시리얼 포트는 DH-485 통신과 호환됩니다. DH-485 연결은 Studio 5000 Logix Designer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원격 
프로그래밍 및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또는, 1756-DH485 통신 모듈을 추가하십시오.

SynchLink™ 네트워크 SynchLink 통신 모듈(1756-SYNCH)은 분산 모션 및 조정 인버터 제어를 위한 시간 동기화 및 데이터 브로드캐스팅 기능
을 제공합니다. 이 모듈은 ControlLogix 섀시를 SynchLink 광섬유 통신 링크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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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컨트롤러

ControlLogix 컨트롤러는 다수의 I/O 포인트를 처리할 수 있는 확장형 컨트롤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컨트롤러는 ControlLogix 섀시의 모든 슬롯에 설치할 수 있으며 복수의 컨트롤러를 동일한 섀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섀시에 있는 여러 컨트롤러는 백플레인을 통해 서로 통신하지만(컨트롤러가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는 것과 같은 방식) 독립

적으로 작동합니다.

ControlLogix 컨트롤러는 ControlLogix 백플레인 전반에서 I/O 링크를 통해 I/O 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
ControlLogix 컨트롤러는 EtherNet/IP, ControlNet, DeviceNet, DH+, 원격 I/O 및 RS-232-C(DF1/DH-485 프로토콜) 네트워크와 다수

의 타사 프로세스 및 장치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할 수 있습니다. ControlLogix 컨트롤러와 통신하려면 섀시에 적절한 통신 인터

페이스 모듈을 설치하십시오.

세부적인 사양은 1756 ControlLogix Controllers Technical Data(1756 ControlLogix 기술 데이터 )(Publication 1756-TD001)를 참조

하십시오.

카탈로그 넘버 사양 사용자 메모리

1756-L81E ControlLogix 컨트롤러, 내장 USB 포트 1 개(1)
, 단일 포트 EtherNet/IP 3 MB

1756-L82E 5 MB

1756-L83E 10MB

1756-L84E 20 MB

1756-L85E 40MB

1756-L81ES GuardLogix 안전 컨트롤러 3 MB 표준
1.5 MB 안전

1756-L82ES 5 MB 표준
2.5 MB 안전

1756-L83ES 10 MB 표준
5 MB 안전

1756-L84ES 20 MB 표준
6 MB 안전

1756-L8SP GuardLogix 안전 파트너 (SIL 3 애플리케이션에서, 각 GuardLogix 5580 컨트롤러에 대해 1개의 안전 파트너
가 필요함)

사용 불가

1756-L71 ControlLogix 컨트롤러, 내장 USB 포트 1개(1)

(1) USB 포트는 임시 로컬 프로그래밍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지속적인 연결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위험한 장소에서는 USB 포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2 MB

1756-L72 4 MB

1756-L73 8 MB

1756-L74 16MB

1756-L75 32MB

1756-L73XT ControlLogix-XT 컨트롤러, 극한 환경 8 MB

1756-L71S GuardLogix 안전 컨트롤러 2 MB 표준
1 MB 안전

1756-L72S 4 MB 표준
2 MB 안전

1756-L73S 8 MB 표준
4 MB 안전

1756-L7SP GuardLogix 안전 파트너 (각 GuardLogix L7 컨트롤러에 대해 1개 필요함) 사용 불가

1756-L72EROM Armor ControlLogix 컨트롤러, EtherNet/IP 듀얼 포트 4 MB

1756-L73EROM 8 MB

1756-L72EROMS Armor GuardLogix 컨트롤러, EtherNet/IP 듀얼 포트 4 MB 표준
2 MB 안전

1756-L73EROMS 8 MB 표준
4 MB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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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ControlLogix 컨트롤러

ControlLogix 컨트롤러는 Logix 5000™ 컨트롤러 제품군에 속해 있습니다 . ControlLogix 시스템에

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다양한 사용자 메모리 조합으로 사용 가능한 ControlLogix 컨트롤러
• Studio 5000® 환경
• 1756 섀시에 설치된 1756 ControlLogix I/O 모듈
•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별도의 통신 모듈

기능 1756-L71, 1756-L72, 1756-L73, 1756-L74, 1756-L75 1756-L81E, 1756-L82E, 1756-L83E, 1756-L84E, 1756-L85E

컨트롤러 태스크 • 태스크 32개
• 1000 프로그램/태스크(2)

• 이벤트 태스크; 모든 이벤트 트리거

(2) Studio 5000, 버전 23 이하는 100개의 프로그램/태스크로 제한됩니다 .

• 태스크 32개
• 1000 프로그램/태스크

• 이벤트 태스크; 모든 이벤트 트리거

내장 통신 포트 포트 USB 클라이언트 1개 • 포트 USB 클라이언트 1개
• 싱글 포트 EtherNet/IP

통신 옵션 • EtherNet/IP
• ControlNet
• DeviceNet
• Data Highway Plus
• 리모트 I/O
• SynchLink
• 타사 프로세스 및 장비 네트워크

• EtherNet/IP
• ControlNet
• DeviceNet
• Data Highway Plus
• 리모트 I/O
• SynchLink
• 타사 프로세스 및 장비 네트워크

컨트롤러 연결 500개의 연결 사용 불가

노드 용량 사용 불가 Logix Designer 애플리케이션(버전 30 이상):
• 1756-L81E: 100개의 EtherNet/IP 노드(3)

• 1756-L82E: 175개의 EtherNet/IP 노드(3)

• 1756-L83E: 250개의 EtherNet/IP 노드(3)

• 1756-L84E: 250개의 EtherNet/IP 노드(3)

• 1756-L85E: 300개의 EtherNet/IP 노드(3)

(3) 이 값은 컨트롤러가 지원하는 최대 EtherNet/IP 노드 수를 보여줍니다. Integrated Architecture® Builder 설계 툴을 사용하여 시스템 설계 및 추가 노드 옵션을 배치하고 검증하

십시오 . EtherNet/IP 네트워크의 노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ntrolLogix 5580 and GuardLogix 5580 Controllers User Manual(ControlLogix 5580 및 GuardLogix 5580 컨트롤러 사용자 매뉴얼

)(Publication 1756-UM543)을 참조하십시오 .

네트워크 모듈당 네트워크 연결(1)

(1) ControlLogix 5580 컨트롤러의 경우, 총 장치 수는 컨트롤러가 지원하는 총 장치 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표시된 네트워크 모듈 당 연결 수는 모듈의 최대 설계 용량입

니다. 장치 데이터 크기 및 요청된 데이터 속도에 따라 실제 장치 용량이 결정됩니다.

• EtherNet/IP 256개; TCP 128개(1756-EN2x, 1756-ENxT(R))
• EtherNet/IP 128개; TCP 64개(1756-ENBT)
• ControlNet 128개(1756-CN2/B)
• ControlNet 100개(1756-CN2/A)
• ControlNet 40개(1756-CNB)

사용 불가(4)

(4) 이 값은 ControlLogix 5580 컨트롤러의 노드 용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드 용량 기능을 확인하십시오 .

컨트롤러 이중화 모두 지원 향후

통합 모션 • EtherNet/IP 연결

• SERCOS 인터페이스

• 아날로그 옵션(엔코더 입력, LDT 입력, SSI 입력)

• EtherNet/IP 연결

• Logix Designer 애플리케이션, 버전 31 이상의 경우:
– SERCOS 인터페이스 
– 아날로그 옵션(엔코더 입력, LDT 입력, SSI 입력)

프로그래밍 언어 • Relay Ladder
• Structured Text
• Function block
• Sequential Function Chart (SFC)

• Relay Ladder
• Structured Text
• Function block
• Sequential Function Chart (S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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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XT 컨트롤러

ControlLogix-XT 컨트롤러는 기존의 ControlLogix 컨트롤러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확장된 온도 범위

를 가지고 있고, ControlLogix L7 컨트롤러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ControlLogix-XT 제품에는 극심한 부식 환경에서 제품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컨포멀 코팅된 제어 및 통
신 시스템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준 ControlLogix 시스템은 0…60°C(33…140°F)의 온도를 견딜 수 있지만 ControlLogix-XT 시스템은 
-25…+70°C(-13…+158°F)의 온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이중화 ControlLogix 5570 컨트롤러

ControlLogix 5570 컨트롤러는 컨트롤러 이중화를 지원합니다. 이중화 컨트롤러 시스템에서 다음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 다음 사항을 동일하게 갖춘 2 개의 1756 섀시

– 슬롯 수

– 동일 슬롯의 모듈

– 각 모듈에 이중화 펌웨어 개정

– ControlLogix 이중화 시스템 내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모듈 펌웨어 버전

• 각 섀시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지원하는 1756-RM2 또는 1756-RM2XT 모듈 1 개 :

– 동일한 제품군의 ControlLogix 5570 또는 ControlLogix-XT 컨트롤러 1~2개

– 조합에 상관 없이 최대 7개의 ControlNet 또는 EtherNet/IP 통신 모듈

• 1756-RMCx 케이블 1~2 개

추가적인 이중화 규칙 및 제한 사항은 ControlLogix 확장 이중화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ControlLogix Enhanced 이중화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Publication 1756-UM535)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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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Logix 컨트롤러

GuardLogix 컨트롤러는 안전 제어 기능도 제공하는 ControlLogix 컨트롤러입니다.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안전 및 표준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복수의 프로그래머, 온라인

편집 및 강제 실행이 모두 허용됩니다 . 일단 안전 시스템이 검증되고 안전 서명이 적용되면 , 안
전 메모리가 보호되고 안전 로직을 수정할 수 없으며 모든 안전 기능이 SIL 무결성으로 작동합니다. 안전 파트너가 있는 경우 안
전 무결성은 SIL3이 됩니다. 안전 파트너가 없는 경우 안전 무결성은 SIL2가 됩니다. GuardLogix 컨트롤러의 표준에서 볼 때 모든

기능은 일반 Logix 컨트롤러처럼 작동합니다.

GuardLogix 5580 컨트롤러를 도입하면 하나의 컨트롤러에 안전 태스크 및 안전 I/O를 사용하여 SIL 2/PLd (카테고리 3)까지 구현

할 수 있습니다. SIL 3/PLe(Category 4)를 달성하려면 주 컨트롤러와 안전 파트너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더넷 또는 DeviceNet 네트워크의 필드 장비 연결에는 Guard I/O™ 모듈을 사용하고 GuardLogix 컨트롤러 사이의 안전 인터로

킹에는 이더넷 또는 ControlNet 네트워크를 사용하십시오. 여러 GuardLogix 컨트롤러가 존(zone) 사이의 인터로킹을 위해 안전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하나의 GuardLogix 컨트롤러가 여러 셀/영역 사이에서 분산 안전 I/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GuardLogix 컨트롤러에는 ControlLogix 컨트롤러의 표준 기능과 이러한 안전 관련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사양

최대 SIL 3 GuardLogix 컨트롤러 시스템은 IEC 61508에 따라 최대 SIL 3까지의 안전 애플리케이션과 ISO 13849-1에 따라 최대 PLe/Cat.4
까지의 애플리케이션용으로 형식 승인되고 인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GuardLogix 5570 컨트롤러 사용자 매뉴얼(1756-UM022) Studio 5000 버전 21 이상 프로젝트에서 GuardLogix 5570 컨트롤러

를 설치, 설정 및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GuardLogix 5570 컨트롤러 시스템 레퍼런스 매뉴얼(Publication 1756-RM099) Studio 5000 버전 21 이상 프로젝트에서 

GuardLogix 5570 컨트롤러에 대한 안전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 정보를 제공합니다.
• ControlLogix 5580 and GuardLogix 5580 Controllers User Manual (ControlLogix 5580 및 GuardLogix 5580 컨트롤러 사용자 매뉴얼

)(Publication 1756-UM543) Studio 5000 버전 31 이상 프로젝트에서 GuardLogix 5580 컨트롤러를 설치, 설정 및 작동하는 방
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GuardLogix 5580 and Compact GuardLogix 5380 Controller Systems Safety Reference Manual (GuardLogix 5580 및 Compact GuardLogix 5380 컨트
롤러 시스템 안전 레퍼런스 매뉴얼)(Publication 1756-RM012) Studio 5000 버전 31 이상 프로젝트에서 GuardLogix 5580 컨
트롤러에 대한 안전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 컨트롤러 안전 파트너

1756-L81ES, 1756-L82ES, 11756-L83ES, 1756-L84ES 1756-L8SP(SIL 3 애플리케이션에서, 각 GuardLogix 5580 컨트롤러에 대해 
1개의 안전 파트너가 필요함)

1756-L71S, 1756-L72S, 1756-L73S 1756-L7SP

1756-L73SXT 1756-L7SPXT

기능 1756-L71S, 1756-L72S, 1756-L73S, 1756-L73SXT 1756-L81ES, 1756-L82ES, 11756-L83ES, 1756-L84ES

안전 통신 옵션 표준 및 안전
• EtherNet/IP
• ControlNet
• DeviceNet 

네트워크 모듈당 네트워크 연결 • 256 EtherNet/IP; 128 TCP (1756-EN2x, 1756-EN3x)
• EtherNet/IP 128개; TCP 64개(1756-ENBT)
• ControlNet 128개(1756-CN2/B, 1756-CN2R/B)
• DeviceNet 64개(1756-DNB)

사용 불가

지원되는 최대 EtherNet/IP 노드 수(1)

(1) 노드는 I/O 구성에 직접 추가하는  EtherNet/IP 장치이며 컨트롤러의 노드 제한에 대해 카운트됩니다. EtherNet/IP 노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ntrolLogix 5580 and GuardLogix 
5580 Controllers User Manual (ControlLogix 5580 및 GuardLogix 5580 컨트롤러 사용자 매뉴얼)(Publication 1756-UM543)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불가 1756-L81ES: 노드 100개
1756-L82ES: 노드 175개
1756-L83ES: 노드 250개
1756-L84ES: 노드 250개

컨트롤러 이중화 지원되지 않음 

안전 태스크 프로그래밍 언어 Relay L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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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시스템 선정
Armor ControlLogix 및 Armor GuardLogix 컨트롤러

Armor ControlLogix 컨트롤러는 표준 ControlLogix 플랫폼을 On-Machine™ 공간으로 확장합니다. 
Armor GuardLogix 컨트롤러는 최대 SIL 3, PLe, CAT 4의 안전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컨트롤러는 DLR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지원하는 독립적인 듀얼 이더넷 포트를 제공하는 2개의 임베디드 1756-EN3TR 모듈과

동등합니다.

기능 1756-L72EROM, 1756-L73EROM 1756-L72EROMS, 1756-L73EROMS

통신 옵션 표준
• EtherNet/IP

표준 및 안전
• EtherNet/IP

컨트롤러 이중화 지원되지 않음 

프로그래밍 언어 • Relay Ladder 
• Structured Text
• Function block
• 연속 기능 차트

• Relay L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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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 컨트롤러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는 컨트롤러에 사용자 프로그램 및 태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 컨트롤러는

SD(Secure Digital) 카드가 설치된 상태로 배송됩니다 . 메모리 카드는 컨트롤러의 소켓에 설치됩니다 . Logix Designer 애플리케

이션의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사용하면 컨트롤러를 수동으로 트리거하여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태그 데이터를 저
장 또는 로드하거나 전원 공급시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로드하도록 컨트롤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756 에너지 저장 모듈 (ESM)

중요: 에너지 저장 모듈(ESM)은 ControlLogix 5570 컨트롤러에만 적용됩니다.

ControlLogix 및 GuardLogix 컨트롤러는 배터리 대신 1756-ESMCAP 에너지 저장 모듈(ESM)이 설치된 상태로 배송됩니다.

ControlLogix-XT 극한 온도 컨트롤러는 1756-ESMNCAPXT 에너지 저장 모듈이 설치된 상태로 배송됩니다.

GuardLogix 시스템용 1756-L7SP 안전 파트너에는 다음 모듈이 있습니다.

속성 1784-SD1 1784-SD2

메모리 1Gb 2 GB

지원되는 컨트롤러 ControlLogix 5570, GuardLogix 5570, ControlLogix 5580, GuardLogix 5580

무게 1.76 g (0.062 온스)

카탈로그 넘버 사양

1756-ESMCAP 컨트롤러와 함께 제공되는 커패시터 기반 ESM.

1756-ESMNSE WallClockTime 백업 전원이 없는 ESM 또한, 이 ESM은 1756-L73(8 MB) 또는 더 작은 메모리 용량의 컨트롤러에만 사용 가능합
니다.
컨트롤러를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전에  설치된 ESM이 잔여 에너지를 40 μJ 이하로 소비하도록 요구하는 애플리케이
션의 경우에는 이 ESM을 사용하십시오.

1756-ESMNRM USB 연결 및 SD 카드 사용을 영구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컨트롤러를 보호하는 ESM.
이 ESM은 어플리케이션의 보호 정도를 향상시킵니다.

카탈로그 넘버 사양

1756-ESMCAPXT 커패시터 기반 ESM은 컨트롤러와 함께 제공됩니다.

1756-ESMNSEXT WallClockTime 백업 전원이 없는 ESM 또한, 이 ESM은 1756-L73XT(8 MB) 또는 더 작은 메모리 용량의 컨트롤러에만 사용 가능
합니다.
컨트롤러를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전에  설치된 ESM이 잔여 에너지를 40 μJ 이하로 소비하도록 요구하는 애플리케이
션의 경우에는 이 ESM을 사용하십시오.

1756-ESMNRMXT USB 연결 및 SD 카드 사용을 영구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컨트롤러를 보호하는 ESM.
이 ESM은 어플리케이션의 보호 정도를 향상시킵니다.

카날로그 넘버 사양

1756-SPESMNSE GuardLogix 안전 파트너용 커패시터 기반 ESM.

1756-SPESMNRM USB 연결 및 SD 카드 사용을 영구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안전 파트너를 보호하는 GuardLogix 안전 파트너용 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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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섀시

ControlLogix 시스템은 1756 I/O 섀시를 필요로 하는 모듈형 시스템입니다 . 슬롯에

모든 모델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백플레인은 모듈 사이에 고속 통신 경로를 제공합

니다.

섀시는 수평형 후면 판넬 설치 전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섀시는 다음 옵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표준 섀시

• ControlLogix-XT 섀시

세부적인 사양은 1756 ControlLogix Chassis Specifications Technical Data(1756 ControlLogix 섀시 사양 기술 데이터) 
(Publication 1756-TD006)를 참조하십시오.

표준 섀시

섀시 백플레인은 모듈 간에 고속 통신 경로를 제공하고 섀시 내의 각 모듈에 전원을 분배합니다.

ControlLogix-XT 섀시

ControlLogix-XT 섀시는 극한 온도 환경을 지원합니다.

액세서리 - 섀시

슬롯 필러 모듈을 사용하여 빈 슬롯을 채우십시오.

카탈로그 넘버 사양 슬롯

1756-A4 표준 섀시 4

1756-A7 7

1756-A10 10

1756-A13 13

1756-A17 17

카탈로그 넘버 사양 슬롯 동작 온도

1756-A7XT/C ControlLogix-XT 섀시 7 -25…+70 °C (-13…+158 °F)

1756-A10XT/C 10

카탈로그 넘버 사양

1756-N2 표준 ControlLogix 섀시의 빈 슬롯용 슬롯 필러 모듈

1756-N2XT ControlLogix-XT 섀시의 빈 슬롯용 슬롯 필러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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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ogix 시스템 선정
ControlLogix 전원 공급 장치

ControlLogix 전원 공급장치는 1756 섀시에 사용되어 1.2V, 3.3V, 5V 및 24V DC 전원을 섀시 백플레인

으로 직접 공급합니다. 다음 구성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 표준 전원 공급 장치

• ControlLogix-XT 전원 공급 장치

• 이중화 전원 공급 장치

세부적인 사양은 1756 ControlLogix Power Supplies Specifications Technical Data (1756 ControlLogix
전원 공급 장치 사양 기술 데이터) (Publication 1756-TD005)를 참조하십시오.

표준 전원 공급 장치

백플레인에 직접 연결되는 섀시 왼쪽 끝에 표준 전원 공급 장치를 직접 장착합니다.

ControlLogix-XT 전원 공급 장치

ControlLogix-XT 전원 공급 장치는 극한 온도 환경을 지원합니다.

카탈로그 넘버 사양 전압 분류 사용 전압 범위 섀시

1756-PA50 슬림형 AC 전원 공급 장치 120V/240V AC 85…265V AC 표준, 시리즈 A

1756-PA72 표준 AC 전원 공급 장치 120V/240V AC 85…265V AC 표준, 시리즈 A 및 시리즈 B

1756-PA75 120V/240V AC 85…265V AC 표준, 시리즈 B

1756-PB50 슬림형 DC 전원 공급 장치 24V DC 18…32V DC 표준, 시리즈 A

1756-PB72 표준 DC 전원 공급 장치 24V DC 18…32V DC 표준, 시리즈 A 및 시리즈 B

1756-PB75 24V DC 18…32V DC 표준, 시리즈 B

1756-PC75 48V DC 30…60V DC 표준, 시리즈 B

1756-PH75 125V DC 90…143V DC 표준, 시리즈 B

카탈로그 넘버 사양 전압 분류 사용 전압 범위 섀시

1756-PAXT ControlLogix-XT AC 전원 공급 장치 120V/240V AC 85…265V AC XT

1756-PA30XT ControlLogix-XT 슬림형 AC 전원 공
급 장치

120V/240V AC 85…265V AC

1756-PBXT ControlLogix-XT DC 전원 공급 장치 24V DC 18…32V DC

1756-PB30XT ControlLogix-XT 슬림형 DC 전원 공
급 장치

24V DC 18…32V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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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화 전원 공급 장치

이중화 전원 공급 시스템은 중요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섀시에 대해 추가적인 가동 시간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 이중화

전원 공급 장치는 섀시 어댑터를 통해 ControlLogix 시리즈 B 섀시 백플레인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이중화 전원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다음 구성요소가 필요합니다.

카탈로그 넘버 수량 사양 전압 분류 사용 전압 범위 섀시

1756-PAR2 키트 번들 시스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2개의 1756-PA75R 전원 공급 장치
– 2개의 1756-CPR2 케이블
– 1개의 1756-PSCA2 섀시 어댑터

110V AC — 표준, 시리즈 B

1756-PAR2XT 키트 번들 시스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2개의 1756-PAXTR 전원 공급 장치
– 2개의 1756-CPR2 케이블
– 1개의 1756-PSCA2 섀시 어댑터

110V AC —

1756-PBR2 키트 번들 시스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2개의 1756-PB75R 전원 공급 장치
– 2개의 1756-CPR2 케이블
– 1개의 1756-PSCA2 섀시 어댑터

24V DC —

1756-PBR2XT 키트 번들 시스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2개의 1756-PBXTR 전원 공급 장치
– 2개의 1756-CPR2 케이블
– 1개의 1756-PSCA2 섀시 어댑터

24V DC —

1756-PA75R/A 또는 
1756-PAXTR

2 이중화 AC 전원 공급 장치 120V/240V AC 85…265V AC

1756-PB75R/A 또는 
1756-PBXTR

2 이중화 DC 전원 공급 장치 24V DC 18…32V DC

1756-CPR2 또는

1756-CPR2D 또는

1756-CPR2U

2
이중화 전원 공급 장치 케이블:
커넥터 각도 = 스트레이트, 길이 = 0.91m 
(3피트)
커넥터 각도 = 하향, 길이 = 0.91m (3 피트)
커넥터 각도 = 상향, 길이 = 0.91m (3 피트)

— —

1756-PSCA2 또는 
1756-PSCA2XT

1 이중화 전원 공급 장치 섀시 어댑터

N/A (사용자 제공) 2 표시기 배선(1)

(최대 길이 = 10m [32.8 피트])

(1) 상태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옵션으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표시기 배선을 전자식 릴레이 입력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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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

다음 자료를 사용해서 지원 정보를 액세스하십시오.

고객 의견

고객의 의견은 관련 문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본 문서의 개선 방법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du/ra-du002_-en-e.pdf에서 How Are We Doing?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지원 센터
Knowledgebase 자료, 사용 방법 동영상, FAQ, 채팅, 사
용자 포럼, 제품 알림 업데이트.

www.rockwellautomation.com/knowledgebase 

현지 기술 지원 전화번호 각국의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get-support-now.page 

직통 전화 코드
제품 직통 전화 코드를 제공합니다 . 이 코드를
사용해 기술 지원 엔지니어와 직접 통화할 수
있습니다.

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direct-dial.page 

자료 라이브러리 설치 매뉴얼, 매뉴얼, 브로슈어, 기술 데이터. www.rockwellautomation.com/literature 

제품 호환성 및 다운로드 센터

(PCDC: Product Compatibility and Download 
Center)

제품의 상호작용 방식 , 기능 및 성능 , 관련 펌웨
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pcdc.page 

Allen-Bradley, Armor, ArmorBlock, ArmorPOINT, ArmorStart, ArmorStratix, Compact 5000, CompactLogix, ControlLogix, ControlLogix-XT, Data Highway Plus, DH+, Dynamix, Encompass, FactoryTalk, 
FLEX Ex, FLEX I/O, Guard I/O, GuardLogix, Integrated Architecture, Kinetix, LISTEN. THINK. SOLVE., Logix 5000, On-Machine, PanelView, PartnerNetwork, POINT Guard I/O, POINT I/O, PowerFlex, 
PowerMonitor, Rockwell Automation, Rockwell Software, RSFieldbus, RSLogix 5000, Stratix, Studio 5000, 
Studio 5000 Automation Engineering & Design Environment, Studio 5000 Logix Designer 및 SynchLink 등은 Rockwell Automation, Inc. 의 상표입니다 .

Rockwell Automation, Inc. 의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

ControlNet, DeviceNet 및 EtherNet/IP 등은 ODVA 의 상표입니다 .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http://www.rockwellautomation.com/rockwellautomation/about-us/sustainability-ethics/product-environmental-compliance.page에서 최신 제품 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rockwellautomation.com/knowledgebase
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get-support-now.page
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direct-dial.page
www.rockwellautomation.com/literature
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pcdc.page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du/ra-du002_-en-e.pdf
http://www.rockwellautomation.com/rockwellautomation/about-us/sustainability-ethics/product-environmental-complianc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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