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선정 가이드

Visualization Solution
PanelView 터미널 및 산업용 컴퓨터, 모니터 및 씬 클라이언트

제품 사양

PanelView 5310
PanelView 5500
PanelView Plus 7 Performance
PanelView Plus 7 Standard
PanelView Plus 6
MobileView
PanelView 800
VersaView 5000
Industrial Computers and Monitors

Visualizatio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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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선정 가이드는 사용 중인 시스템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비쥬얼라이제이션 제품을 초기에 결정할 때 도움이 되도록 작성
되었습니다. 자세한 기술 사양, 인증 및 환경 사양에 대해서는 본 선정 가이드의 전면 표지에 있는 문서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최종 제품 선정시 지원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http://www.rockwellautomation.com/en/e-tools/index.html에서 사용 가능한
설정 및 선정 툴을 사용해 보십시오.

새로운 기능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생산성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PanelView™ 5310 터미널을 통해 제품 라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터미
널은 중소형 애플리케이션용 작업자 인터페이스 터미널입니다 . 이 장치는 EtherNet/IP ™ 네트워크 상에서 ControlLogix® 5570,
ControlLogix 5580, CompactLogix™ 5370 및 CompactLogix 5380 시리즈 컨트롤러에 연결된 장치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합니다.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된 그래픽과 텍스트 디스플레이를 통해 장비 또는 프로세스의 작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업
자는 터미널의 터치스크린이나 키패드를 이용해 제어 시스템과 상호작용합니다.
전체 기술 사양 단자 , 인증서 및 환경 사양을 비롯하여 PanelView 5310 터미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nelview 5310 Terminals
Specification Technical Data(2713P-TD001)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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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인 제어 시스템에 비쥬얼라이제이션 추가
장비제조업체 또는 엔드 유저는 보통 안전성 향상, 보다 높은 수준의 성능 및 효율성, 다른 제조 작업과의 원활한 통합을 추구하
며 제어 솔루션을 설계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어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에 맞춰 안전성, 처리량 및 정보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확장 가능한 모듈식 제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비쥬얼라이제이션 제품은 공장의 기계 사용자, 감독관, 엔지니어 및 비즈니스 매니저에게 중요 데이터와 생산 및 프로세스 정
보를 제공하는 확장 가능한 HMI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제품군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는 생산 현장에서
수집되어 로컬 HMI 또는 웹 브라우저 상에 원격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machine-level 또는 site-level 의 HMI, Windows CE 플랫폼 , 소규모 컴포넌트 HMI 나 산업용 컴퓨터를 포함
한 다양한 시스템 요구 사항에 맞는 비쥬얼라이제이션 솔루션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 다음 표를 사용하여 어떤 제
품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장비를 제어하려면 다음 옵션을 고려하십시오

현장을 제어하려면 다음 옵션을 고려하십시오

사용하려는 장비

고려할 제품 라인

사용하려는 장비

고려할 제품 라인

자체 소프트웨어가 있는 개방형
아키텍처:

VersaView 5200 씬 클라이언트

디스플레이 전용 모니터

VersaView 5100
6176M
6186M

소형 또는 중형 컴퓨터

VersaView 5400

씬(Thin) 클라이언트

VersaView 5200 씬 클라이언트

대형 컴퓨터

6181P 또는 6177R

소형 또는 중형 컴퓨터

VersaView 5400

위험 환경용 컴퓨터

6181X

대형 컴퓨터

6181P 또는 6177R

디스플레이 전용 모니터

VersaView 5100
6176M
6186M

위험 환경용 컴퓨터

6181X

소형 HMI 시스템

PanelView 5310
PanelView 800
PanelView Plus 7 Standard
PanelView Plus 6 Compact

중형 또는 대형 HMI 시스템

PanelView Plus 6
PanelView Plus 7 Performance
PanelView 5500
PanelView 5510
Mobile View

또한, 4페이지의 PanelView 터미널 비교 표와 10페이지에서 시작하는 구성 다이어그램을 참조하면서 다음 질문을 고려하십시오
.

•
•
•
•
•

어떤 컨트롤러와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할 예정입니까?
터미널이 어떤 개발 환경(런타임 버전)을 지원해야 합니까?
필요한 터미널 크기와 화면 수는?
필요한 컨트롤러와 알람 수는?
필수 및 권장 기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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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Studio 5000, v30+)

-

있음(Studio 5000, v30+)

-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속성 결합

자동 재스케일링

정렬 가이드

이벤트 및 명령

있음

있음

사전 정의된 컨트롤러/네트워크/터미널 상태 화면

스마트 런타임 오류 통지

있음(하드)

있음

화면 팝업 메뉴가 있는 탐색 버튼

있음

있음

있음

있음(소프트)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50/1/1000

100/1/1000

확장형 벡터 그래픽

6, 7W, 9W, 12W

7, 7W, 9W, 10, 12W, 15, 19

v30+(View Designer v4+)
-

있음(Studio 5000, v29+)

v30+(View Designer v4+)
-

있음(Studio 5000, v27+)

있음(Studio 5000, v27+)

PanelView 5310

있음(Studio 5000, v29+)

PanelView 5510

고속 화면 버튼

고성능 기능

화면 수/컨트롤러/알람

화면 크기(반올림된 인치)

스케일

Studio 5000® 환경
FactoryTalk® ME 소프트웨어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타사 컨트롤러

PLC-5/SLC 컨트롤러 - 이더넷
PLC-5/SLC/MicroLogix™ 컨트롤러 - 시리얼(DF1)
PLC-5/SLC 컨트롤러 - DH+ / ControlNet
Micro800® 컨트롤러

CompactLogix® 및 ControlLogix® (L6, L7) 컨트롤러
CompactLogix 5380 (L3) 및 ControlLogix 5580 (L8) 컨트롤러
CompactLogix 5480

연결성

PanelView 터미널 비교
PanelView 5500

있음

있음

있음(하드)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100/1/1000

7, 9W, 10, 12W, 15, 19

v27+(View Designer v2+)
-

-

있음(Studio 5000, v30+)

있음(Studio 5000, v29+)

있음(Studio 5000, v27+)

이 표에서 여러 PanelView HMI 터미널 플랫폼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PanelView HMI 터미널

있음

있음

-

-

4W, 6, 7, 9W, 10, 12W, 15
50(25 교체, 25 상단 페
이스플레이트)/1/500

7, 9W, 10, 12W, 15, 19

5.1, 6.x, 7.x, 8.x, 9.x
-

제한 없음(메모리 및
CPU 기준)

3.2, 4, 5.x, 6.x, 7, 8.x, 9.x
-

있음

-

있음

있음

-

있음

있음

PanelView Plus 7
Standard

있음

있음

있음

PanelView Plus 7
Performance

-

제한 없음(메모리 및
CPU 기준)

4, 6, 7, 10, 12, 15

3.2, 4, 5.x, 6.x, 7, 8.x, 9.x
-

있음

-

25/1/200

4, 6, 10

5.1, 7, 8.x, 9.x
-

있음

있음

-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PanelView Plus 6
Compact

있음

있음

있음

있음

PanelView Plus 6

-

제한 없음(메모리 및
CPU 기준)

10W:

3.2, 4, 5.x, 6.x, 7, 8.x, 9.x
-

있음

있음

-

있음

있음

있음

MobileView

-

25/1/200 **

4, 7, 10

7, 8.x, 9.x,10.x

-

있음

-

있음

있음

L1, L2, L3(2)
-

PanelView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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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향후

벡터 그래픽

디스플레이 가져오기/내보내기

있음

향후

애니메이션

세로/가로 디스플레이 모드

Device Level Ring

FactoryTalk 소프트웨어 사용자
Microsoft Active Directory 사용자

로컬 사용자

Security(보안)

보고서
이메일

VNC 클라이언트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VNC 서버
FTP 서버

웹 HMI 서버(원격 보기/제어)

원격 액세스

매크로

레시피 관리자

레시피

백업/복원/복제

에뮬레이터

ActiveX 컨트롤
Enhanced write filter(향상된 쓰기 필터)

있음

-

있음

-

향후

-

-

향후

있음(View Designer v4+)

있음(View Designer v4+)

향후 - 원격
클라이언트 지원

-

향후 - 원격
클라이언트 지원

향후

(View Designer v4+)

(View Designer v4+)

-

이동식 매체에서
프로젝트 로드

이동식 매체에서
프로젝트 로드

향후

있음(View Designer v4+)

-

향후

있음

향후

있음

있음

있음(View Designer v4+)

향후

있음

있음

있음

있음(View Designer v4+)

-

있음

향후

현지화된 키보드

기타

있음

언어 전환

다국어 지원

있음

파라미터를 사용한 디스플레이 재사용

있음(View Designer v4+)

있음

페이스플레이트

있음

-

-

맞춤식 그래픽 재사용

있음(View Designer v4+)

있음(View Designer v4+)

향후
있음

향후

PanelView 5310

있음

PanelView 5510

고해상도 및 와이드 스크린

그래픽

컨트롤러 기반 데이터 로그

HMI 기반 데이터 로그

데이터 로그

HMI 기반 알람
Logix 기반 알람 자동 표시

알람

PanelView 터미널 비교 (계속)

-

있음

-

-

있음(View Designer v4+)

-

-

(View Designer v4+)

이동식 매체에서
프로젝트 로드

있음(View Designer v4+)

-

있음

-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FactoryTalk ViewPoint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FactoryTalk ViewPoint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옵션

있음

있음

-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View Designer v4+)

있음

있음

-

-

있음

있음
있음

있음

CSV 내보내기 있음
-

-

CSV 내보내기 있음
-

있음

-

PanelView Plus 7
Standard

있음

PanelView Plus 7
Performance

있음

있음

있음

-

있음(View Designer v4+)

있음

-

PanelView 5500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FactoryTalk ViewPoint

있음

있음

있음

있음

-

있음

-

있음

있음

-

있음

있음

있음

있음

-

있음

-

CSV 내보내기 있음
-

-

있음

PanelView Plus 6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FactoryTalk ViewPoint

있음

있음

있음

있음

-

있음

-

있음

있음

-

있음

있음

있음

있음

-

있음

-

CSV 내보내기 있음
-

-

있음

PanelView Plus 6
Compact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 설치 가능

있음

있음 - 설치 가능

있음 - 설치 가능

-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

있음

있음

-

있음

있음

있음

있음

-

있음

있음

CSV 내보내기 있음
-

-

있음

MobileView

-

있음

향후

-

있음

-

-

있음

있음

-

-

있음

있음

-

있음

-

있음

있음

CSV 내보내기 있음
-

-

있음

PanelView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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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타입

터치스크린
키패드/터치스크린
터치스크린

와이드스크린 옵션

와이드스크린 옵션

터치스크린
키패드/터치스크린

와이드스크린 옵션

LED 백라이트 LCD,
262K 색,

-

LED 백라이트 LCD,
24비트 16.7M 색,

-

LED 백라이트 LCD,
24비트 16.7M 색,

향후

고휘도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향후

컨포멀 코팅

Class I Div 2

cULus; CE; KCC; RCM; RoHS

-

있음(View Designer v4+)

있음

있음

있음(View Designer v4+)

있음

-

있음

있음

PanelView 5500

-

-

Class I Div 2

위험 장소

수정된 터미널

cULus; CE; KCC; RCM;
RoHS; EAC

-

cULus; CE; KCC; RCM;
RoHS; EAC

-

있음

있음

있음(View Designer v4+)

있음

-

있음

있음

PanelView 5310

주요 인증

인증

미디어 플레이어

웹 브라우저

PDF
Excel
PowerPoint
Word

있음(View Designer v4+)

있음

뷰어

있음

장치 진단 화면(PLC 및 HMI)

있음(View Designer v4+)

있음

-

스마트 런타임 오류 통지

문제 해결

히스토리컬 트렌딩

실시간 트렌드

트렌드

HMITags

있음

있음

직접 레퍼런스 태그

PanelView 5510

Logix 태그 확장 속성

태그

PanelView 터미널 비교 (계속)

터치스크린
키패드/터치스크린

와이드스크린 옵션

LED 백라이트 LCD,
262K 색,

향후

7인치, 9인치
(와이드), 10인치,
12인치 (와이드),
15인치, 19인치
터치/키패드 모델
15인치

터치 모델

Class I Div 2

cULus; CE; KCC; RCM; RoHS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터치스크린

와이드스크린 옵션

LED 백라이트 LCD,
262K 색,

-

-

cULus; CE; KCC; RCM;
RoHS; EAC
Class I Div 2;
ATEX Zone 2, 22,
INMETRO Zone 2, 22

-

있음

페이스플레이트 +
ActiveX 제어

-

있음

있음

있음

있음

-

PanelView Plus 7
Standard

페이스플레이트 +
ActiveX 제어

있음

있음

있음

있음

-

PanelView Plus 7
Performance

키패드
터치스크린
키패드/터치스크린

흑백 옵션

LED 백라이트 LCD,
262K 색,

12인치

7인치, 12인치

Class I Div 2

cULus; CE; KCC; RCM; RoHS

옵션

옵션

옵션

옵션

옵션

있음

페이스플레이트 +
ActiveX 제어

-

있음

있음

있음

있음

-

PanelView Plus 6

키패드
터치스크린
키패드/터치스크린

흑백 옵션

LED 백라이트 LCD,
262K 색,

-

-

Class I Div 2

cULus; CE; KCC; RCM; RoHS

-

있음

페이스플레이트 +
ActiveX 제어

-

있음

있음

있음

있음

-

PanelView Plus 6
Compact

기능 키/터치
터치

LED 백라이트 LCD,
262K 색

-

-

-

cULus; CE; RCM; RoHS

-

있음

-

있음

페이스플레이트 +
ActiveX 제어

-

있음

있음

있음

있음

-

MobileView

터치스크린
터치스크린 + 4키

와이드스크린 옵션

LED 백라이트 LCD,
65K 색,

-

-

Class I Div 2

cULus; CE; KCC; RCM; RoHS

-

-

-

-

있음

있음

Micro800 전용

-

PanelView 800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VIEW-SG001U-KO-P - 2018 년 11 월

7

L37을 제외한 CompactLogix 5370에만 적용됩니다.

19페이지

AC 또는 DC

FTP 서버, VNC 클라이언트/서버, PDF 리더, Active X 컨트롤, 타사 장비 지원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Windows CE 6.0 운영 체제.

17페이지

DC

있음

사용자 저장장치

512 MB RAM 및 250 MB

없음

없음

있음

DLR이 지원되는
EtherNet/IP

PanelView 5500

(2)

19페이지

DC

있음

사용자 저장장치

있음

1 GB RAM 및 500 MB

사용자 보관

없음

없음

있음

EtherNet/IP

PanelView 5310

1 GB RAM 및 500 MB

없음

없음

있음

DLR이 지원되는
EtherNet/IP

PanelView 5510

(1)

추가 정보

전원

SD 카드

사용자 저장장치

데스크톱

운영 체제

USB

통신

PanelView 터미널 비교 (계속)

체제(1)

21페이지

AC 또는 DC

있음

저장 장치
애플리케이션용으
로 약 80 MB 비휘발성
저장장치

512 MB RAM 및 512 MB

보안 데스크톱
액세스

Windows CE 6.0 운영

있음

체제(1)

25페이지

DC

있음

저장 장치
애플리케이션용으
로 약 80 MB 비휘발성
저장장치

512 MB RAM 및 512 MB

보안 데스크톱
액세스

Windows CE 6.0 운영

있음

Kepware Server

토콜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토콜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Kepware Server

EtherNet/IP
제3자 이더넷 프로

옵션 DLR이 지원되는

PanelView Plus 7
Standard

DLR이 지원되는
EtherNet/IP
제3자 이더넷 프로

PanelView Plus 7
Performance

27페이지 및
31페이지

AC 또는 DC

있음

(약 79 MB의 사용자
메모리 여유 공간)

발성 메모리

700 ~ 1500–
512 MB RAM/512MB 비휘

휘발성 메모리
(약 73 MB의 사용자
메모리 여유 공간)

400 및 600 전용–
256 MB RAM/512 MB 비

보안 데스크톱
액세스

체제(1)

Windows CE 6.0 운영

있음

기용 옵션 통신 모듈
타사 이더넷 및
RS-232 프로토콜
(Modbus TCP/RTU)을 지
원하기 위해 사용 가
능한 Kepware Server

EtherNet/IP, DF1 (RS-232)
및 DH-485 (RS-232)
DH+, DH-485 (RS-485) 및
ControlNet을 지원하기
위한 7인치 이상 크

PanelView Plus 6

체제(1)

33페이지

DC

있음

휘발성 메모리
(약 73 MB의 사용자
메모리 여유 공간)
1000 전용–
512 MB RAM/512 MB 비
휘발성 메모리
(약 79 MB의 사용자
메모리 여유 공간)

400 및 600 전용–
256 MB RAM/512 MB 비

보안 데스크톱
액세스

Windows CE 6.0 운영

있음

지원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Kepware Server

RS-232 프로토콜
(Modbus TCP/RTU)을

타사 이더넷 및

EtherNet/IP, DF1 (RS-232)
및 DH-485 (RS-232)

PanelView Plus 6
Compact

35페이지

DC
37페이지

DC

있음

저장장치

있음(내부 전용)

256 MB RAM 및 256 MB
플래시

없음

없음

있음

ASCII, Modbus RTU(Master
및 Slave/Unsolicited) 및
Modbus TCP

EtherNet/IP, DF1 및 DH-485
타사 통신: Modbus

PanelView 800

4 GB DRAM/32 GB

없음

Microsoft Windows
Embedded Standard 7 SP1

있음

EtherNet/IP

MobileView

산업용 컴퓨터 및 씬 클라이언트
로크웰 오토메이션 산업용 컴퓨터 및 모니터는 다음과 같이 까다로운 산업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
하는 데 중요한 고급 컴포넌트로 구성됩니다.

•

통합 아키텍처 플랫폼 및 FactoryTalk® View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로크웰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전체 제품군과 완전한
통합

•
•

시스템 백업 및 복원, 하드웨어 분석 및 문제 해결용 유틸리티
가동 중단 시간 단축을 위한 유닛 레벨 즉시 교체 프로그램

개방형 데스크톱 및 현대 운영 체제 지원이 있는 산업용 컴퓨터의 처리 능력이 필요한 경우,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VersaView 5000
컴퓨터

VersaView 5200
ThinManager® 씬

6181P 통합 디스플레

위험 환경용 컴퓨터

이 산업용 컴퓨터

디스플레이 제외형
컴퓨터

VersaView® 5100

산업용 모니터

모니터

클라이언트

8

개방형 아키텍처 산
업용 PC 및 모니터의
완전한 제품군. 개방
형 아키텍처는 현대
운영 체제와 다양한
소프트웨어 애플리
케이션을 지원합니
다. 소형 비 디스플
레이 및 통합 디스플
레이 버전으로 제공
됩니다. 표준 HMI 애
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합니다.

열악한 산업 환경에
서 컨텐츠를 제공하
도록 설계된 통합
디스플레이 및 비
디스플레이
ThinManager 씬 클라이
언트.

고성능 어플리케이
션용 디스플레이가
있거나 없는 일부 모
델 통합 디스플레이
를 가진 복잡한 대형
HMI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합니다.

확장된 작동 온도 정
격에 안전성을 결합
한 극한 환경용 컴퓨
터. 이러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컴퓨터는
극도의 고온과 냉온
을 견디도록 설계됩
니다.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는 어플리케이션용
장비 또는 랙 마운트
컴퓨터. 이러한 컴퓨
터는 확장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외부 디스플레이를
가진 복잡한 대형 HMI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합니다.

모든 와이드스크린
산업용 모니터는 풀
HD 옵션이 있는 현대
식 연결성을 제공합
니다. 이 모니터는
다양한 컴퓨팅 장치
에 대한 기본
DisplayPort, DVI 및 VGA
연결성 기능을 갖추
고 있습니다.

시스템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 Class 1 Div 2
정격 산업용 모니터
가 필요한 경우 Standard
및 Performance 옵션

51페이지

51페이지

55페이지

61페이지

63페이지

65페이지

6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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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View HMI 터미널
PanelView ™ 5310 터 미 널 , PanelView 5500 터 미 널 , PanelView Plus 7 Performance 터미널 , PanelView Plus 7 Standard 터미널 ,
PanelView Plus 6 터미널, MobileView™ Tethered 작업자 터미널, PanelView 800 터미널, Studio 5000 View Designer®, FactoryTalk®
View Machine Edition 및 FactoryTalk View Site Edition 등은 다양한 방법으로 프리미어 통합을 제공합니다.
• Logix 기본 어드레싱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없이 직접 Logix 태그로 이동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프로그래밍 시간을 감
소시킵니다.
• EtherNet/IP, ControlNet 및 기타 수많은 드라이브를 비롯해 모든 핵심 통합형 아키텍처 CIP™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모든 네트워크에 대한 통합을 간소화합니다.
• 사전 엔지니어링, 특정 모션에 대해 사전 테스트된 페이스플레이트(현재 Panelview 5500 터미널에서는 제공되지 않음),
드라이브 및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 시간을 간소화합니다.
PanelView HMI 터미널은 다음 수준의 통제로 사용 가능합니다.
• 컴포넌트 클래스
• 소형 제어 클래스
• 통합 아키텍처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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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 클래스
이 클래스는 단순하고 강력한 제어 코어, 완전한 관련 컴포넌트 패키지, 그리고 첨단 어플리케이션 개발 도구 등을 결합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가능한 최단기에 장비 제어 및 엔드유저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제어를 제공합니다.

표준 구성
Micro800® with PanelView 800

Network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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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제어 클래스
이 확장형 제어 시스템은 장비제조업체와 그 고객이 소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받으면서 어플리케이션 필요 사
항을 비용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하나의 제어 플랫폼 상에 표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표준 구성
중소형 클래스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설정이 사용됩니다.

•
•
•

스타 설정
리니어 설정

DLR 설정

스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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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어 설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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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R 설정
PanelView Plus 7 표준 터미널과 CompactLogix™ 5370 컨트롤러는 중소형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통합된 DLR(Device Level Ring)
기능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일반적으로 ,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은 작은 I/O 용량을 필요로 하고 EtherNet/IP 통신 기능을 활용하
는 장비 레벨 제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 PanelView Plus 7 Performance 터미널에는 DLR 이 제공되며 PanelView Plus 7 Standard
터미널에는 DLR만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CompactLogix 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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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아키텍처 클래스
통합 아키텍처 시스템은 확장 가능한 통합형 안전성 , 모션 제어 및 비쥬얼라이제이션 기능을 제공하여 어플리케이션 규모나
복잡도에 상관없이 단일한 제어 및 개발 환경을 원하는 장비제조업체 또는 엔드 유저에게 이상적입니다 . 대형 제어 시스템은
프로세스, 배치, 드라이브, 안전 및 모션 등을 비롯한 모든 제어 분야를 모든 자동화 분야에 대해 공통적인 설계 환경을 사용하
는 하나의 연결 및 세그먼트된 전사적 인프라로 통합합니다.

표준 구성
통합 아키텍처 클래스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설정이 사용됩니다.

•
•
•

스타 설정
리니어 설정

DLR 설정

스타 설정

550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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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어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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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R 설정

FLEX™ I/O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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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View 5310 터미널
PanelView™ 5310 터미널은 중소형 애플리케이션용 작업자 인터페
이스 터미널입니다 . 이 장치는 EtherNet/IP 네트워크 상에서
ControlLogix® 5570, ControlLogix 5580, CompactLogix ™ 5370 및
CompactLogix 5380 시리즈 컨트롤러에 연결된 장치를 모니터링하
고 제어합니다 .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된 그래픽과 텍스트 디스
플레이를 통해 장비 또는 프로세스의 작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작업자는 터치스크린을 사용하여 제어 시스템과 상호 작용
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터미널과 Logix 플랫폼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완벽하게 통합된 제어 및 설계 환경

Studio 5000 View Designer® 및 Studio 5000 Logix Designer®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단일 접근 지점을 제공하는
Studio 5000® 환경
V27 펌웨어 이상을 실행 중인 1 개의 ControlLogix 5570, ControlLogix 5580, CompactLogix 5370, CompactLogix 5380 및
CompactLogix 5480 시리즈 컨트롤러에 대한 연결
어플리케이션에서 최대 50개의 디스플레이 지원
최대 1000개의 Logix 기반 알람

터미널 특징
특징

설명

높은 메모리 용량
전원 입력

1 GB RAM 및 500 MB 사용자 저장장치
DC

통신 포트

단일 10/100Base-T, Auto MDI/MDI-X, 컨트롤러 통신용 EtherNet/IP 포트

USB 포트

외장 저장장치용 착탈식 플래시 드라이브를 지원하는 1개의 USB 고속 2.0 호스트 포트(타입 A)

SD 카드 슬롯

SD 카드 슬롯 1개

소프트웨어

View Designer 및 Logix Designer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단일 포털을 제공하는 Studio 5000 환경

기본 컨트롤러

ControlLogix 5570, ControlLogix 5580, CompactLogix 5370, 5380 시리즈 컨트롤러 및 CompactLogix 5480 시리즈 컨트롤러

PanelView 5310 터미널에 대한 전체 기술 사양, 인증 및 환경 사양은 PanelView 5310 Specifications Technical Data
(PanelView 5500 사양 기술 데이터)(2713P-TD001)를 참조하십시오.
터미널 선정
모델

6인치
7인치 (와이드)
9인치 (와이드)
12인치 (와이드)

카탈로그 넘버

2713P-T6CD1
2713P-T6CD1-B
2713P-T7WD1
2713P-T7WD1-B
2713P-T9WD1

컬러 디스플레이
크기

입력
전원

X

7인치
(와이드)
터치

DC

9인치

2713P-T9WD1-B
2713P-T12WD1

12인치

브랜드 ID

X

6인치

(와이드)

2713P-T12WD1-B

입력

X
X

(와이드)

이 터미널에 사용 가능한 액세서리에 대한 정보는 3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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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View 5500 터미널
PanelView ™ 5500 터미널은 작업자 인터페이스 터미널입니다 . 이
장치는 EtherNet/IP 네트워크 상에서 ControlLogix® 5570,
ControlLogix 5580, CompactLogix ™ 5370, CompactLogix 5380 및
CompactLogix 5480 시리즈 컨트롤러에 연결된 장치를 모니터링하
고 제어합니다 .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된 그래픽과 텍스트 디스
플레이를 통해 장비 또는 프로세스의 작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작업자는 터미널의 터치스크린이나 키패드를 이용해 제어
시스템과 상호작용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터미널과 Logix 플랫폼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완벽하게 통합된 제어 및 설계 환경

Studio 5000 View Designer® 및 Studio 5000 Logix Designer®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단일 접근 지점을 제공하는
Studio 5000® 환경
V27 펌웨어 이상을 실행 중인 1개의 ControlLogix® 5570, ControlLogix 5580, CompactLogix™ 5370, CompactLogix 5380 및
CompactLogix 5480 시리즈 컨트롤러에 대한 연결
DLR(Device Level Ring), 리니어 및 스타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지원하는 이더넷 통신
어플리케이션에서 최대 100개의 디스플레이 지원
최대 1000개의 Logix 기반 알람

터미널 특징
특징

설명

높은 메모리 용량

512 MB RAM 및 250 MB 사용자 저장장치

전원 입력

DC 또는 AC

통신 포트

컨트롤러 통신을 위한 2개의 10/100Base-T, Auto MDI/MDI-X, 내장 DLR Ethernet/IP 이더넷 포트

USB 포트

외장 저장장치용 착탈식 플래시 드라이브를 지원하는 2개의 USB 고속 2.0 호스트 포트(타입 A)

소프트웨어

View Designer 및 Logix Designer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단일 포털을 제공하는 Studio 5000 환경

기본 컨트롤러

ControlLogix® 5570, ControlLogix 5580, CompactLogix™ 5370, CompactLogix 5380 및 Compact 5480 시리즈 컨트롤러

PanelView 5500 터미널에 대한 전체 기술 사양 , 인증 및 환경 사양은 PanelView 5500 Specifications Technical Data(PanelView
5500 사양 기술 데이터)(2715-TD001)를 참조하십시오.
터미널 선정
모델

카탈로그 넘버

컬러 디스플레이
크기

입력

2715-T7CD

DC

2715-T7CD-B

터치

2715-T7CA
7인치

2715-T7CA-B
2715-B7CD

AC
7인치
DC

2715-B7CD-B

키패드가
있는 터치

2715-B7CA

AC

2715-B7CA-B
2715-T9WD
9인치 (와이드)

2715-T9WD-B
2715-T9WA
2715-T9WA-B

입력
전원

DC
9인치
(와이드)

터치

AC

브랜드 ID

X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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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선정
모델

카탈로그 넘버

컬러 디스플레이
크기

입력

2715-T10CD

DC

2715-T10CD-B

터치

2715-T10CA
10인치

2715-T10CA-B
2715-B10CD

AC
10인치
DC

2715-B10CD-B

키패드가
있는 터치

2715-B10CA

AC

2715-B10CA-B
2715-T12WD
12인치 (와이드)

2715-T12WD-B
2715-T12WA

DC
12인치
(와이드)

터치

AC

2715-T12WA-B
2715-T15CD

DC

2715-T15CD-B

터치

2715-T15CA
15인치

2715-T15CA-B
2715-B15CD

AC
15인치
DC

2715-B15CD-B

키패드가
있는 터치

2715-B15CA

AC

2715-B15CA-B
2715-T19CD
19인치

2715-T19CD-B
2715-T19CA
2715-T19CA-B

입력
전원

DC
19인치

터치

AC

브랜드 ID

X
X
X
X
X
X
X
X
X
X
X
X

이 터미널에 사용 가능한 액세서리에 대한 정보는 3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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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View Plus 7 – Performance 터미널
PanelView ™ Plus 7 Performance 터미널은 작업자 인터페이스 터미널입니다 .
이 장치는 EtherNet/IP 네트워크 상에서 ControlLogix® 및 CompactLogix™ 컨
트롤러에 연결된 장치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합니다 .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
용된 그래픽과 텍스트 디스플레이를 통해 장비 또는 프로세스의 작업 상태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는 터치 스크린 또는 키패드 입력을 사용
하여 제어 시스템과 상호 작용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HMI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것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FactoryTalk® View Machine Edition 소프트웨어
설정 및 Third-party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데스크톱 액세스를 갖춘 Windows CE 운영 체제

ControlLogix 또는 CompactLogix 컨트롤러에 대한 연결
Device Level Ring(DLR), 리니어 또는 스타 토폴로지를 지원할 수 있는 이더넷 통신
터미널 데스크톱 상의 웹 브라우저, Microsoft 파일 뷰어, 텍스트 편집기, PDF 뷰어, 원격 데스크톱 연결 및 미디어 플레
이어
모든 DC 전원, 터치 전용 터미널, 그리고 15인치 DC 전원, 터치/키패드 터미널에 사용 가능한 컨포멀 코팅
9인치 와이드 스크린, 터치 전용 장치 및 12인치 와이드 스크린, 터치 전용 장치에 사용 가능한 스테인리스 스틸, 위생,
무 브랜드, DC 전원 및 컨포멀 코팅

터미널 특징
특징

설명

높은 메모리 용량

512 MB RAM 및 512 MB 저장장치
어플리케이션용 약 80 MB 비휘발성 저장장치

전원 입력

DC 또는 AC

통신 포트

컨트롤러 통신을 위한 2개의 10/100Base-T, Auto MDI/MDI-X, 내장 DLR 이더넷 포트

USB 포트

저장장치용 착탈식 플래시 드라이브를 지원하는 2개의 USB 고속 2.0 호스트 포트(타입 A)
향후에 호스트 컴퓨터에 대한 연결을 지원하는 1개의 고속 1.0 장치 포트(타입 B)

SD 카드 슬롯

SD 카드 슬롯 1개

운영 체제

모든 터미널은 대부분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OS 기능을 제공하는 Windows CE 6.0 운영 체제
(OS)를 실행합니다.
• FTP 서버
• VNC 클라이언트/서버
• PDF 리더
• Active X 컨트롤
• 타사 장비 지원

• FactoryTalk® ViewPoint
소프트웨어

FactoryTalk® View Machine Edition Station(런타임) 소프트웨어 버전 8.0 이상은 각 터미널에 미리 로드되고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FactoryTalk ViewPoint 소프트웨어 버전 1.2 이상에 대한 단일 라이선스 지원을 통해 원격 사용자도 표준 웹 브
라우저에서 터미널의 디스플레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MI 어플리케이션은 별도로 구매 가능한 FactoryTalk View Studio for Machine Edition 소프트웨어로 개발합니다.

기본 컨트롤러

ControlLogix

PanelView Plus 7 Performance 터미 널에 대한 전체 기술 사양 , 인증 및 환경 사양은 PanelView Plus 7 Performance Terminals
Technical Data(PanelView Plus 7 Performance 터미널 기술 데이터)(2711P-TD009)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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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선정
TFT 컬러 디스플레이
모델

카탈로그 넘버

크기

입력
전원

입력

브랜드 ID

2711P-T7C22D9P
X

2711P-T7C22D9PK(1)

DC
터치

2711P-T7C22D9P-B
2711P-T7C22A9P
700

X
AC

7인치

2711P-T7C22A9P-B
2711P-B7C22D9P

X
DC

2711P-B7C22D9P-B

키패드가있는
터치

2711P-B7C22A9P

X
AC

2711P-B7C22A9P-B
2711P-T9W22D9P

X

2711P-T9W22D9PK(1)
DC
900W

2711P-T9W22D9P-B

9인치

2711P-T9W22D9P-BSHK(2)

(와이드)

터치

2711P-T9W22A9P

X
AC

2711P-T9W22A9P-B
2711P-T10C22D9P

X

2711P-T10C22D9PK(1)

DC
터치

2711P-T10C22D9P-B
2711P-T10C22A9P
1000

X
AC

10인치

2711P-T10C22A9P-B

X

2711P-B10C22D9P
DC

2711P-B10C22D9P-B

키패드가있는
터치

2711P-B10C22A9P

X
AC

2711P-B10C22A9P-B
2711P-T12W22D9P

X

2711P-T12W22D9PK(1)
DC

2711P-T12W22D9P-B

12인치

1200W
2711P-T12W22D9P-BSHK(2)

(와이드)

터치

2711P-T12W22A9P

X
AC

2711P-T12W22A9P-B
2711P-T15C22D9P

X

2711P-T15C22D9PK(1)

DC
터치

2711P-T15C22D9P-B
2711P-T15C22A9P
2711P-T15C22A9P-B
1500
2711P-B15C22D9P

X
AC
15인치
X

2711P-B15C22D9PK(1)
2711P-B15C22D9P-B

DC
키패드가있는
터치

2711P-B15C22A9P
2711P-B15C22A9P-B

22

X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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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선정 (계속)
TFT 컬러 디스플레이
모델

카탈로그 넘버

크기

입력
전원

입력

브랜드 ID

2711P-T19C22D9P
X

2711P-T19C22D9PK(1)
1900

DC
19인치

2711P-T19C22D9P-B

터치

2711P-T19C22A9P

X
AC

2711P-T19C22A9P-B
(1) 이 모델은 컨포멀 코팅을 포함합니다.
(2) 브랜드 ID 없음, 스테인리스 스틸, 위생, 컨포멀 코팅.

이 터미널에 사용 가능한 액세서리에 대한 정보는 4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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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View Plus 7 – Standard 터미널
PanelView ™ Plus 7 Standard 터미널은 작업자 인터페이스 장치
입니다 . 이 장치는 EtherNet/IP 네트워크 상에서 ControlLogix® 및
CompactLogix ™ 컨트롤러에 연결된 장치를 모니터링하고 제어
합니다.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된 그래픽과 텍스트 디스플레이
를 통해 장비 또는 프로세스의 작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퍼레이터는 터치 스크린 입력을 사용하여 제어 시스템과 상호
작용합니다.

PanelView Plus 7 Standard 터미널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터미널 기능을 통해 1개의 컨트롤러, 50개의 화면(25개의 상단 디스플레이, 25개의 교체 디스플레이) 및 500개의 알람에
연결 가능. 이 기능은 FactoryTalk® View Machine Edition 9.0 릴리스에서 추가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은 1개의 컨트롤러 연
결, 25개의 화면 및 200개의 알람을 지원합니다.
• HMI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것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FactoryTalk View Machine Edition 소프트웨어
• 설정 및 Third-party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데스크톱 액세스를 갖춘 Windows CE 운영 체제
• 리니어, 스타 및 링 토폴로지를 지원하는 이더넷 통신
• 터미널에 저장되어 있는 PDF 파일을 액세스하는 PDF 뷰어
• 4, 6, 7, 9, 10, 12 및 15인치 터미널을 비롯한 다양한 화면 옵션
• 4, 9 및 12인치 터미널의 3가지 크기를 제공하는 와이드스크린 디스플레이
• 더 높아진 화면 해상도
• Allen-Bradley® 레이블 또는 레이블이 없는 상태로 제공되는 터미널
• Class 1, Div 2와 ATEX Zone 2 및 22를 포함하는 인증
터미널 특징
특징

설명

높은 메모리 용량
전원 입력

512 MB RAM 및 512 MB 저장장치
어플리케이션용 약 80 MB 비휘발성 저장장치
DC

통신 포트

단일 10/100Base-T, Auto MDI/MDI-X, 컨트롤러 통신용 이더넷 포트, 또는 DLR

USB 포트

저장장치용 착탈식 플래시 드라이브를 지원하는 1개의 USB 2.0 고속 호스트 포트(타입 A)
호스트 컴퓨터에 대한 연결을 지원하는 1개의 고속 1.0 장치 포트(타입 B)

SD 카드 슬롯

SD 카드 슬롯 1개

운영 체제

모든 터미널은 대부분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OS 기능을 제공하는 Windows CE 6.0 운영 체제
(OS)를 실행합니다.
• FTP 서버
• VNC 클라이언트/서버
• PDF 리더
• Active X 컨트롤
• 타사 장비 지원

• FactoryTalk® ViewPoint
소프트웨어

FactoryTalk® View Machine Edition Station(런타임) 소프트웨어 버전 7.0 이상은 각 터미널에 미리 로드되고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FactoryTalk ViewPoint 소프트웨어 버전 1.2 이상에 대한 단일 라이선스 지원을 통해 원격 사용자도 표준 웹 브
라우저에서 터미널의 디스플레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MI 어플리케이션은 별도로 구매 가능한 FactoryTalk View Studio for Machine Edition 소프트웨어로 개발합니다.

기본 컨트롤러

CompactLogix

PanelView Plus 7 Standard 터미널에 대한 전체 기술 사양 , 인증 및 환경 사양은 PanelView Plus 7 Standard Terminals Technical
Data(PanelView Plus 7 Standard 터미널 기술 데이터)(2711P-TD008)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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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선정
컬러 터치 디스플레이
모델

카탈로그 넘버

크기

2711P-T4W21D8S
400W

2711P-T4W21D8S-B
2711P-T4W22D8S

브랜드ID

X
4인치 (와이드)

X

2711P-T4W22D8S-B
2711P-T6C21D8S-B
2711P-T6C22D8S

X

6인치

X

2711P-T6C22D8S-B
2711P-T7C21D8S-B
2711P-T7C22D8S

X
7인치

X

2711P-T7C22D8S-B

900W

2711P-T9W22D8S

X
9인치 (와이드)

X

2711P-T9W22D8S-B
2711P-T10C21D8S-B
2711P-T10C22D8S

X
10인치

X

2711P-T10C22D8S-B

1200W

2711P-T12W22D8S

X
12인치 (와이드)

X

2711P-T12W22D8S-B
2711P-T15C21D8S-B
2711P-T15C22D8S
2711P-T15C22D8S-B

X
X

2711P-T15C21D8S
1500

X
X

2711P-T12W21D8S
2711P-T12W21D8S-B

X
X

2711P-T10C21D8S
1000

X
X

2711P-T9W21D8S
2711P-T9W21D8S-B

X
X

2711P-T7C21D8S
700

X

X

2711P-T6C21D8S
600

DLR 지원

X
15인치

X

X
X

이 터미널에 사용 가능한 액세서리에 대한 정보는 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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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View Plus 6 – 700, 1000, 1250 및 1500 터미널
이 플랫폼은 유연한 시스템 구성을 위한 부가 가치 옵션이 포함된 모듈식 컴포넌트
를 사용합니다. 다음 컴포넌트는 전체 PanelView™ Plus 6 플랫폼에 걸쳐 사용 가능하
며 간편하게 설치됩니다.

•

키, 터치 스크린 또는 키/터치 스크린 조합 입력을 사용하는 6.5 ~ 15인치 크기
의 컬러 디스플레이 모듈

•
•

데스크톱 액세스를 제공하는 Windows CE 로직 모듈
네트워크 통신용의 옵션 통신 모듈

디스플레이 모듈 및 로직 모듈로 구성된 터미널은 단일 카탈로그 번호나 현장에서
설치할 개별 컴포넌트로 주문 가능합니다. 29페이지 모듈형 컴포넌트 참조.
실외용 고휘도 디스플레이 외에도 컨포멀 코팅 및 선박 인증 컴포넌트를 통해, 이 플랫폼은 요구 사항이 훨씬 까다롭고 다양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핵심 컴포넌트는 고성능 로직 모듈로 , 이 모듈은 옵션인 확장 기능 및 파일 뷰어를 포함하는 폐쇄형 또는 개방형
Windows CE 데스크톱 환경을 실행합니다 . 시스템 통합업체 및 OEM 에서 데스크톱 액세스를 허용 또는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
성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특징
특징

설명

높은 메모리 용량

512 MB RAM 및 512 MB 비휘발성 메모리(약 79 MB의 사용자 메모리 여유 공간)

전원 입력

AC 또는 D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옵션 DH+™, DH-485 또는 ControlNet 통신 모듈

통신 포트

Ethernet, RS-232 시리얼

USB 포트

핫스왑이 가능한 USB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및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USB 호스
트 포트 2개
호스트 개인용 컴퓨터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USB 장치 포트 1개

SD 카드 슬롯

핫스왑이 가능한 카드 슬롯은 파일 전송, 펌웨어 업그레이드 또는 데이터 로깅에 사용되는
1784-SDx SD 카드를 지원합니다.

운영 체제

모든 터미널은 대부분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OS 기능을 제공하는 Windows CE 6.0 운영 체제
(OS)를 실행합니다.
• FTP 서버
• VNC 클라이언트/서버
• PDF 리더
• Active X 컨트롤
• 타사 장비 지원

• FactoryTalk ViewPoint

추가 기능은 옵션인 확장 기능을 갖춘 터미널을 주문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Internet Explorer™ 웹 브라우저
• 원격 데스크톱 연결
• 미디어 플레이어
• PowerPoint, Excel 및 Word용 Microsoft 파일 뷰어
• WordPad 텍스트 편집기
소프트웨어

FactoryTalk® View Machine Edition Station(런타임) 소프트웨어 버전 6.0 이상은 각 터미널에 미리 로드되고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FactoryTalk ViewPoint 소프트웨어 버전 1.2 이상에 대한 단일 라이선스 지원을 통해 원격 사용자도 표준 웹
브라우저에서 터미널의 디스플레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MI 어플리케이션은 별도로 구매 가능한 FactoryTalk View Studio for Machine Edition 소프트웨어로 개발합니다.

기본 컨트롤러

ControlLogix 또는 CompactLogix

PanelView Plus 6 터미널에 대한 전체 기술 사양, 인증 및 환경 사양은 PanelView Plus 6 Specifications Technical Data(PanelView Plus 6 사양 기술 데이터)
(2711P-TD005)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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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선정
모델(1)

입력 타입

Keypad(키패드)

터치

키패드/터치

2711P-K7C4D8

2711P-T7C4D8

2711P-B7C4D8

–
700

1000

1500

입력
전원

DC

–
7인치

2711P-K7C4A8

2711P-T7C4A8

2711P-B7C4A8

2711P-K7C4D9

2711P-T7C4D9

2711P-B7C4D9

DC

2711P-K7C4A9

2711P-T7C4A9

2711P-B7C4A9

AC

2711P-K10C4D8

2711P-T10C4D8

2711P-B10C4D8

DC

2711P-K10C4A8

2711P-T10C4A8

2711P-B10C4A8

AC

2711P-K10C4D9

2711P-T10C4D9

2711P-B10C4D9

2711P-K10C4A9

2711P-T10C4A9

2711P-B10C4A9

2711P-K12C4D8

2711P-T12C4D8

–
1250

2711P-T7C4D8K(2)

컬러 디스플레이
크기

2711P-K12C4A8

2711P-T12C4D8K
2711P-T12C4A8

10인치

Windows CE 6.0

AC

DC
AC

확장 기능이 있는 Windows CE 6.0

Windows CE 6.0
확장 기능이 있는 Windows CE 6.0

2711P-B12C4D8
(2)

DC

–
2711P-B12C4A8

12인치

2711P-K12C4D9

2711P-T12C4D9

2711P-B12C4D9

DC

2711P-K12C4A9

2711P-T12C4A9

2711P-B12C4A9

AC

2711P-K15C4D8

2711P-T15C4D8

2711P-B15C4D8

DC

2711P-K15C4A8

2711P-T15C4A8

2711P-B15C4A8

2711P-K15C4D9

2711P-T15C4D9

2711P-B15C4D9

2711P-K15C4A9

2711P-T15C4A9

2711P-B15C4A9

15인치

Windows CE 6.0

AC

AC
DC
AC

(1) 다음 PanelView Plus 6 터미널에는 이더넷 및 RS-232 통신 포트와 2개의 USB 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 모델은 컨포멀 코팅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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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제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VIEW-SG001U-KO-P - 2018 년 11 월

확장 기능이 있는 Windows CE 6.0

Windows CE 6.0
확장 기능이 있는 Windows CE 6.0

모듈형 컴포넌트
디스플레이 모듈, 로직 모듈 및 통신 모듈은 현장에서 설치할 개별 컴포넌트로 주문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모듈
모델

카탈로그 넘버

2711P-RDK7C
2711P-RDK7CK

입력 타입

디스플레이

선박
인증

Keypad(키패드)

컨포멀
코팅

내장
반사 방지 필름

X

2711P-RDT7C
2711P-RDT7CK
700

터치

2711P-RDT7CM

7인치 컬러

X
X

2711P-RDB7C
2711P-RDB7CK

키패드/터치

X

2711P-RDB7CM
2711P-RDK10C

X
Keypad(키패드)

2711P-RDT10C
1000

2711P-RDT10CM
2711P-RDB10C
2711P-RDB10CM
2711P-RDK12C
2711P-RDK12CK

터치

10인치 컬러

키패드/터치

X

X

Keypad(키패드)

X

2711P-RDT12C
2711P-RDT12CK
1250

2711P-RDT12AG

X
터치

10인치 컬러

X

2711P-RDT12H(1)
2711P-RDB12C
2711P-RDB12CK
2711P-RDK15C

키패드/터치

Keypad(키패드)

2711P-RDT15C
1500
2711P-RDT15AG
2711P-RDB15C

X

터치

15인치 컬러

X

키패드/터치

(1) 이 카탈로그 넘버는 고휘도 디스플레이 모듈로서 카탈로그 넘버 끝에 H로 표시되며 실외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휘도 디스플레이 모듈은 DC로
전원 공급되는 로직 모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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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 모듈
확장 기능

카탈로그
넘버

전원
입력

2711P-RP8A

AC

2711P-RP8D
없음

2711P-RP8DK

DC

2711P-RP9A

AC

2711P-RP9D
있음

2711P-RP9DK

DC

메모리

통신

컨포멀
코팅

선박
인증

RAM/비휘발성
• Ethernet
512 MB/512 MB(약 79 • RS-232
MB의 사용자 메모 • 통신 모듈용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
리 여유 공간)

X
X
X

• Ethernet
512 MB/512 MB(약 79 • RS-232
MB의 사용자 메모 • 통신 모듈용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
리 여유 공간)

X

X
X
X

X

포함 소프트웨어

• 확장 기능 / 파일 뷰어가 없는 Windows
CE 6.0 운영 체제
• FactoryTalk View Machine Edition Station
(런타임), 버전 6.0 이상
• FactoryTalk ViewPoint 소프트웨어 버전
1.2 이상
• Windows CE 6.0 운영 체제(확장 기능/
파일 뷰어 포함)
• FactoryTalk View Machine Edition Station( 런타
임), 버전 6.0 이상
• FactoryTalk ViewPoint 소프트웨어 버전
1.2 이상

통신 모듈
통신
카탈로그 넘버

Ethernet

DH+

DH-485

2711P-RN6

X

X

2711P-RN6K

X

X

ControlNet(2)

X

2711P-RN15SK

X

2711P-RN20

선박
인증

X

2711P-RN15S

(1)

컨포멀
코팅

X
X

X

(1) 모든 터미널에는 Ethernet 포트가 있습니다. 카탈로그 넘버 2711P-RN20 모듈에는 추가 Ethernet 포트가 있습니다.
(2) 스케줄 및 언스케줄 통신.

이 터미널에 사용 가능한 액세서리에 대한 정보는 4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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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View Plus 6 – 400 및 600 터미널
소형 PanelView ™ Plus 6 - 400 및 600 터미널은 디스플레이 , 로직 , 메모리 및 전원을
하나의 베이스 유닛으로 결합합니다.

•

400 모델에는 키패드 또는 키와 터치 조합 입력이 가능한 3.5 인치 컬러 그래
픽 디스플레이, 또는 키패드 입력이 가능한 흑백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

600 모델에는 키패드, 터치 스크린, 또는 키패드/터치 스크린 조합 입력이 가
능한 5.7인치 컬러 또는 흑백 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세대 터미널은 PanelView Plus 6 - 700...1500 터미널과 유사하게 Windows
CE 6.0 운영 체제를 실행합니다 . 터미널은 HMI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만 데스크
톱에 대한 액세스도 허용합니다. 더욱 복잡한 어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가진 사용자의 경우, 선택적 확장 기능 및 파일 뷰어가
있는 600 컬러 터미널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특징
특징

설명

높은 메모리 용량

256 MB RAM 및 512 MB 비휘발성 메모리(약 73 MB의 사용자 메모리 여유 공간)

전원 입력

AC 또는 DC

통신 포트

장치는 다음 통신 옵션 중 하나로 사용 가능합니다.

• RS-232
• Ethernet 및 RS-232
별도의 통신 모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USB 포트

• 핫스왑이 가능한 USB 마우스 , 키보드 , 프린터 및 USB 드라이브를 연결하기 위한 USB 호스트 포
트 1개
• 호스트 개인용 컴퓨터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USB 장치 포트 1개

SD 카드 슬롯

핫스왑이 가능한 카드 슬롯은 파일 전송 , 펌웨어 업그레이드 또는 데이터 로깅에 사용되는
1784-SDx SD 카드를 지원합니다.

운영 체제

모든 터미널은 대부분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OS 기능을 제공하는 Windows CE 6.0 운영
체제(OS)를 실행합니다.
• FTP 서버
• VNC 클라이언트/서버
• PDF 리더

• FactoryTalk ViewPoint
• Active X 컨트롤
• 타사 장비 지원
다음의 선택적 확장 기능이 있는 터미널을 주문하면 600 터미널에 대한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웹 브라우저
• 미디어 플레이어
• PowerPoint, Excel 및 Word용 Microsoft 파일 뷰어
• WordPad 텍스트 편집기
소프트웨어

• FactoryTalk® View Machine Edition Station( 런타임 ) 소프트웨어 버전 6.10 이상은 각 터미널에 미리 로드
되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HMI 어플리케이션은 별도로 구매 가능한 FactoryTalk View Studio for Machine Edition 소프트웨어로 개발
합니다.

재설정 및 기본 스위치

진단 및 수리 작업에 대한 간편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컨트롤러

CompactLogix™ 또는 ControlLogix®

PanelView Plus 6 터미널에 대한 전체 기술 사양, 인증 및 환경 사양은 PanelView Plus 6 Specifications Technical Data(PanelView
Plus 6 사양 기술 데이터)(2711P-TD005)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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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선정
모델(1)

입력 타입

Keypad(키패드)
400

터치

디스플레이 크기
키패드/터치

2711P-K4M5A8

—

—

2711P-K4M5D8

—

—

2711P-K4M20A8

—

—

2711P-K4M20D8

—

—

2711P-K4C5A8

—

2711P-B4C5A8

2711P-K4C5D8

—

2711P-B4C5D8

2711P-K4C20A8

—

2711P-B4C20A8

2711P-K4C20D8

—

통신

RS-232

4인치 흑백

4인치 컬러

Ethernet

입력
전원

X

AC

X

DC

X

X

AC

X

X

DC

X

AC

X

DC

X

X

AC

2711P-B4C20D8

X

X

DC

X

운영 체제

Windows CE 6.0
600

2711P-K6M5A8

2711P-T6M5A8

2711P-B6M5A8

2711P-K6M5D8

2711P-T6M5D8

2711P-B6M5D8

2711P-K6M20A8

2711P-T6M20A8

2711P-B6M20A8

2711P-K6M20D8

2711P-T6M20D8

2711P-K6C5A8

6인치 흑백

X

DC

X

X

AC

2711P-B6M20D8

X

X

DC

2711P-T6C5A8

2711P-B6C5A8

X

AC

2711P-K6C5D8

2711P-T6C5D8

2711P-B6C5D8

X

DC

2711P-K6C20A8

2711P-T6C20A8

2711P-B6C20A8

X

X

AC

2711P-K6C20D8

2711P-T6C20D8

2711P-B6C20D8

X

X

DC

2711P-K6C5A9

2711P-T6C5A9

2711P-B6C5A9

2711P-K6C5D9

2711P-T6C5D9

2711P-K6C20A9
2711P-K6C20D9

6인치 컬러 TFT

X

AC

2711P-B6C5D9

X

DC

확장 기능과 파일
뷰어가 있는

2711P-T6C20A9

2711P-B6C20A9

X

X

AC

Windows CE 6.0

2711P-T6C20D9

2711P-B6C20D9

X

X

DC

(1) 이 PanelView™ Plus 6 터미널은 1개의 USB 포트를 포함합니다.

이 터미널에 사용 가능한 액세서리에 대한 정보는 4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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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View Plus 6 – Compact 터미널
차세대 PanelView™ Plus 6 Compact 400, 600 및 1000 터미널은 중간 규모 어플리케이션의 요
구 사항을 충족하는 적절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Compact 터미널에
대해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도 다른 PanelView Plus 6 터미널과 호환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
음과 같습니다.

•
•

FactoryTalk® View Compact Machine Edition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원되는 25개 디스플
레이 및 200개 알람 메시지
모듈식 컴포넌트를 추가하거나 교체하지 않는 고정 하드웨어 구성

터미널 특징
특징

설명

전원 입력

256 MB RAM 및 512 MB 비휘발성 메모리(약 73 MB의 사용자 메모리 여유 공간)(1)
DC

통신 포트

RS-232 시리얼 및 이더넷

USB 포트

호스트 개인용 컴퓨터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USB 장치 포트 1개

SD 카드 슬롯

핫스왑이 가능한 카드 슬롯은 파일 전송 , 펌웨어 업그레이드 또는 데이터 로깅에 사용되는 1784-SDx SD 카드를
지원합니다.

운영 체제

모든 터미널은 Windows CE 6.0 OS(운영 체제)를 실행하며, 이 운영 체제는 다음과 같이 대부분의 사용자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OS 기능을 제공합니다.
• FTP 서버
• VNC 클라이언트/서버
• PDF 리더

높은 메모리 용량

• FactoryTalk ViewPoint
• Active X 컨트롤
• 타사 장비 지원
소프트웨어

• FactoryTalk® View Machine Edition Station(런타임) 소프트웨어 버전 6.10 이상은 각 터미널에 미리 로드되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FactoryTalk ViewPoint 소프트웨어 버전 1.2 이상에 대한 단일 라이선스 지원을 통해 원격 사용자도 표준 웹
브라우저에서 터미널의 디스플레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HMI 어플리케이션은 별도로 구매 가능한 FactoryTalk View Studio for Machine Edition 소프트웨어로 개발합니다.
• RSLinx® Enterprise 소프트웨어 버전 5.51 이상 또는 KEPServ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단일 컨트롤러에 대한 연결.

기본 컨트롤러

CompactLogix™

(1) 10.4인치 터미널에는 512 MB RAM 및 512 MB 비휘발성 메모리(약 79 MB의 사용자 메모리 여유 공간)가 있습니다.

PanelView Plus 6 터미널에 대한 전체 기술 사양, 인증 및 환경 사양은 PanelView Plus 6 Specifications Technical Data(PanelView Plus 6 사양 기술 데이터)
(2711P-TD005)를 참조하십시오.
터미널 선정
입력 타입
모델

Keypad(키패드)
2711PC-K4M20D8

400

디스플레이

터치

키패드/터치

—

—

—

—

2711PC-B4C20D8

—

—

2711PC-B4C20D8-LR

—

2711PC-T6M20D8

—

—

2711PC-T6C20D8

—

—

2711PC-T10C4D8

—

600
1000

크기

타입
흑백

4인치

컬러
저반사

6인치
10인치

흑백
컬러

이 터미널에 사용 가능한 액세서리에 대한 정보는 4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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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View Tethered 작업자 터미널
MobileView™ 2711T HMI 제품군 장치는 Microsoft® Windows® 7 Embedded Standard
를 사 용 한 견 고 한 설 계 를 가 지 고 있 습 니 다 . MobileView 2711T 터미널은 3 위치
Enable 스위치 , 터치 및 기능 키 , 그리고 정지 푸쉬 버튼을 갖추고 있습니다 . 이러한
기능은 작업자가 장비의 세이프티 시스템과 제어 시스템의 일반 인터페이스에 액세
스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MobileView 2711T 터미널은 다음을 포함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최적입니다.
• 장비 및 공장을 위한 작업자 패널
• 로봇을 위한 기술 및 프로그래밍 패널
• 테스트, 유지보스 및 스타트업
MobileView 2711T 터미널은 설정 가능한 작동 및 제어 요소를 사용하여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간단히 적용 가능합니다 .
MobileView 터미널의 작동에는 케이블 및 Junction 박스가 필요합니다.
터미널 특징
특징

설명

디스플레이 크기

10인치

Enable 스위치

있음

높은 메모리 용량

4 GB RAM/32 GB SSD

전원 입력

DC

통신 포트

10/100 이더넷

USB 포트

USB 호스트 포트 1개

SD 카드 슬롯

내장 SD 카드

운영 체제

모든 터미널은 Windows® 7 Embedded Standard 운영 체제(OS)를 실행합니다.

소프트웨어

FactoryTalk® View Studio for Machine Edition

기본 컨트롤러

ControlLogix®

MobileView Tethered 작업자 터미널에 대한 기술 사양, 인증 및 환경 사양은 MobileView Tethered Operator Terminals and Junction
Boxes Technical Data(MobileView Tethered 작업자 터미널 및 Junction 박스 기술 데이터)(2711T-TD001)를 참조하십시오.
터미널 선정 - 1세대 MobileView 터미널
2회선 푸쉬 버튼
카탈로그
넘버

디스플레이
크기(인치)

3-위치 Enable
터치스크린

기능 키

스위치

2711T-B10R1K1
2711T-B10R1M1
2711T-F10G1N1

3-위치
키 스위치

순간 버튼

있음

없음

있음

10.1

있음

2711T-T10G1N1

있음
있음

없음

없음

2711T-T10R1N1

비상 정지

없음

(적색/황색)

정지(회색)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터미널 선정 - 2세대 MobileView 터미널
2회선 푸쉬 버튼
카탈로그
넘버

2711T-B10I1N1
2711T-T10I1N1-TC

디스플레이
크기(인치)

10.1

스위치

3-위치
키 스위치

순간 버튼

조명식 비상
정지
(적색/황색)

있음

없음

없음

있음

3-위치 Enable
터치스크린
있음

기능 키
있음
없음

정지(회색)
없음

이 터미널에 사용 가능한 액세서리에 대한 정보는 4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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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View 800 터미널
경제적인 필수 구성요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PanelView ™ 800 작업자 인터페
이스 장치 제품군을 고려해 보십시오. PanelView 800 플랫폼은 4, 7 및 10인치
디스플레이의 완전한 제품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PanelView Component 터
미널은 2 및 3 인치 디스플레이를 유지합니다 ). Allen-Bradley® MicroLogix ™ ,
Micro800®, CompactLogix ™ 5370 및 SLC ™ 500 로직 컨트롤러 제품군과의
Preferred 통합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제어 및 시각화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 PanelView 800 플랫폼은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 소프
트웨어를 공통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핵심 기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
•
•
•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보호를 통해 화면 정보 보안 강화
가상 네트워크 컴퓨팅(VNC) 서버를 사용한 원격 모니터링
중국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및 한국어 등의 언어로 정보 표시
내장 변수 및 알람 상태/내역을 포함하는 알람 메시지를 통에 작업자에게 경고
레시피 기능을 통해 데이터나 파라미터 설정의 업로드/다운로드 가능
동일한 공통 플랫폼 내에서 HMI 프로그래밍 및 컨트롤러 프로그래밍을 제공하는 통합 설계 및 구성 소프트웨어인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 사용

터미널 특징
특징
높은 메모리 용량

설명

전원 입력

256 MB RAM 및 256 MB 저장장치
24V DC

통신 포트

시리얼(1) 및 이더넷

USB 포트
소프트웨어

1개의 USB 고속 2.0 호스트 포트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with DesignStation

기본 컨트롤러

MicroLogix, Micro800 및 CompactLogix 5370 컨트롤러(2)

(1) 시리얼은 RS-232(DF1), RS-232(DH-485), RS-485 통신을 의미합니다.
(2) CompactLogix 5370-L37 제외됨.

PanelView 800 터미널에 대한 전체 기술 사양 , 인증 및 환경 사양은 PanelView 800 Terminals Technical Data(PanelView 800 터미
널 기술 데이터)(2711C-TD001)를 참조하십시오.
PanelView ™ Component 터미널에 대한 전체 기술 사양 , 인증 및 환경 사양은 PanelView Component Specifications Technical
Data(PanelView Component 사양 기술 데이터)( 2711C-TD001)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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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선정
모델

PanelView 800

PanelView
Component C200
PanelView
Component C300

디스플레이

카탈로그 넘버
크기

2711R-T4T

4인치

2711R-T7T

7인치

2711R-T10T

10인치

2711C-F2M

2711C-T3M
2711C-K3M

아날로그 터치 및 기능 키
컬러 투과형 TFT

단색 반투과형 STN

3인치

아날로그 터치스크린

4개의 기능 키

2인치

2711C-K2M

입력 타입

타입

10개 기능 키 및 숫자 키패드
터치스크린

10개 기능 키 및 숫자 키패드

이 터미널에 사용 가능한 액세서리에 대한 정보는 4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8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VIEW-SG001U-KO-P - 2018 년 11 월

PanelView 터미널 액세서리
본 장의 표는 PanelView™ 터미널에 사용 가능한 액세서리 및 통신 케이블의 목록입니다.

PanelView 5000 액세서리
다음 표는 PanelView 5000 터미널용 액세서리의 목록입니다.
보호용 오버레이
카탈로그 넘버

PanelView 5000
터미널 모델

2711P-RGT7SP

입력

디스플레이

수량

터치

7인치

2711P-RGB7P
2711P-RGT7W

키패드가
있는 터치

—

터치

9인치

2711P-RGT9SP
2711P-RGT10SP

10인치

2711P-RGB10P

12인치

2711P-RGT12SP
2711P-RGT15SP

15인치

2711P-RGB15P

19인치

2711P-RGT19P

와이드
터치
키패드가
있는 터치

—

3

와이드
터치
키패드가
있는 터치

—

터치

전원 공급장치 및 전원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설명

1606-XLP95E

DIN 레일 전원 공급 장치, 24…28V DC 출력 전압, 95 W

1606-XLP100E

DIN 레일 전원 공급 장치, 24…28V DC 출력 전압, 100 W

2711P-RSACDIN

DIN 레일 전원 공급 장치, AC-DC, 85…265V AC, 47…63 Hz

2711P-RTBAP

3핀 AC 전원 단자대

2711P-RTBDSP

3핀 DC 전원 단자대

수량

1

10

장착 하드웨어
카탈로그 넘버

설명

2711P-RMCP

장착 레버

수량

16

교체용 배터리
카탈로그 넘버

설명

2711P-RY2032

리튬 코인 셀 배터리, CR2032급

수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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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View Plus 7 액세서리 – Performance 터미널
다음 표는 PanelView Plus 7 Performance 터미널용 액세서리의 목록입니다.
보호용 오버레이
PanelView Plus 7

카탈로그 넘버

2711P-RGT7SP

키패드가 있는 터치

9인치 (와이드)

2711P-RGT9SP
2711P-RGT10SP

터치

10인치

2711P-RGB10P

키패드가 있는 터치

12인치 (와이드)

2711P-RGT15SP

키패드가 있는 터치

19인치

2711P-RGT19P

3

터치

15인치

2711P-RGB15P

수량

터치

7인치

2711P-RGB7P

2711P-RGT12SP

입력

터미널 모델

터치

장착 하드웨어
카탈로그 넘버
(1)

2711P-RMCP

설명

수량

장착 레버

16

(1) 이 레버는 PanelView 5500 터미널에도 사용됩니다.

교체용 배터리
카탈로그 넘버

설명

2711P-RY2032

리튬 코인 셀 배터리, CR2032급

수량

1

SD 카드
카탈로그 넘버

설명

1784-SD1

1 GB SD 카드

1784-SD2

2 GB SD 카드

수량

1

전원 공급 장치
카탈로그 넘버

설명

1606-XLP95E

DIN 레일 전원 공급 장치, 24…28V DC 출력 전압, 95 W

1606-XLP100E

DIN 레일 전원 공급 장치, 24…28V DC 출력 전압, 100 W

2711P-RSACDIN

DIN 레일 전원 공급 장치, AC-DC, 85…265V AC, 47…63 Hz

수량

1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설명

2711P-RTBAP

3핀 AC 전원 단자대

2711P-RTBDSP

3핀 DC 전원 단자대

수량

10

개스킷
카탈로그 넘버

설명

2711P-RGST9W

캐스킷, 실리콘, 9인치 폭, 스테인리스 스틸 위생 터미널용

2711P-RGST12W

캐스킷, 실리콘, 12인치 폭, 스테인리스 스틸 위생 터미널용

40

수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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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View Plus 7 액세서리 – Standard 터미널
다음 표는 PanelView Plus 7 Standard 4, 6, 7, 9, 10. 12 및 15인치 터미널용 액세서리의 목록입니다. 디스플레이 모듈, 로직 모듈 및
통신 모듈은 현장에서 설치할 개별 컴포넌트로 주문 가능합니다.
보호용 오버레이
PanelView Plus 7

카탈로그 넘버

터미널 모델

2711P-RGT4S

4인치 (와이드)

2711P-RGT6S

5인치

2711P-RGB7SP

6인치

2711P-RGT9SP

9인치 (와이드)

2711P-RGT10SP

10인치

2711P-RGT12SP

12인치 (와이드)

2711P-RGT15SP

15인치

입력

수량

터치

3

장착 하드웨어
카탈로그 넘버

설명

2711P-RMCS

장착 레버

수량

12

교체용 배터리
카탈로그 넘버

설명

2711P-RY2032

교체용 배터리 CR2032 코인셀 호환 배터리

수량

1

배터리 커버
카탈로그 넘버

설명

2711P-RYKS

배터리 설치함용 교체 커버

수량

3

SD 커버
카탈로그 넘버

설명

2711P-RCKS

SD 설치함용 교체 커버

수량

3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설명

2711P-RTBAP

DC 전원 단자대

수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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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View Plus 6 액세서리
다음 표는 PanelView Plus 6 – 400, 600, 700, 1000, 1250 및 1500 터미널용 액세서리의 목록입니다.
프로그래밍 케이블
카탈로그 넘버

터미널 모델

설명

길이

6189V-USBCBL2

400, 600

1.8 m (6 ft)

2711C-CBL-UU02

700, 1000, 1250, 1500

터미널의 USB 장비 포트를 컴퓨터의 USB 호스트 포트에 연결하
는 프로그래밍 케이블

2 m (6.5 ft)

기능 키 범례 삽입
카탈로그 넘버

터미널 모델(1)

2711P-RFK6

600 키패드 및 키패드/
터치 겸용

2711P-RFK7

700 키패드

2711P-RFK10

1000 키패드

2711P-RFK12

1250 키패드

2711P-RFK15

1500 키패드

설명

빈 범례 삽입물 및 소프트웨어

(1) 키패드 및 키패드/터치스크린 터미널에 적용됩니다.

SD 카드
카탈로그 넘버

터미널 모델

설명

1784-SD1

400, 600, 700, 1000,
1250, 1500

1 GB SD 카드

1784-SD2

2 GB SD 카드

반사 방지 필름
카탈로그 넘버(1)

2711P-RGB4
2711P-RGK6
2711P-RGT6

터미널 모델

400 흑백 또는 컬러
600 흑백 또는 컬러

2711P-RGK7
700
2711P-RGT7

타입
키패드, 키/터치
터치
키패드, 키/터치
터치

2711P-RGK10
1000
2711P-RGT10

키패드, 키/터치
터치

2711P-RGK12
1250
2711P-RGT12

키패드, 키/터치
터치

2711P-RGK15
1500
2711P-RGT15

키패드, 키/터치
터치

(1) 고유한 카탈로그 넘버가 지정된 3개의 보호 필름이 출고됩니다.

장착 하드웨어
카탈로그 넘버

터미널 모델

설명

2711P-RTFC

400, 600

장착 레버

2711P-RTMC

700, 1000, 1250, 1500

장착 클립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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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8

교체용 배터리
카탈로그 넘버

터미널 모델

설명

2711P-RY2032

400, 600, 700, 1000,
1250, 1500

교체용 배터리 CR2032 코인셀 호환 배터리

수량

1

전원 공급 장치 및 전원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터미널 모델

2711P-RSACDIN

400, 600, 700, 1000, DIN 레일 전원 공급 장치, AC-DC, 85…265V AC, 47…63 Hz
1250, 1500

2711P-6RSA

400, 600

수량

1

AC 전원 모듈은 DC 전원 터미널을 AC 전원으로 변환
AC 전원 단자대

2711P-RVAC

DC 전원 단자대

2711P-TBDC
2711P-RTBAC3

설명

700, 1000, 1250, 1500

10

AC 전원 단자대
2핀 DC 전원 단자대

2711P-RTBDC2

햇빛 가리개
카탈로그 넘버

터미널 모델

설명

2711P-RVT12

1250

1250 고화질 디스플레이 모듈(카탈로그 넘버 2711P-RDT12H)용 햇빛 가리개

교체용 백라이트
카탈로그 넘버

터미널 모델

2711P-RL7C

700

A및B
C및D

2711P-RL7C2
2711P-RL10C

1000

B및C
1250

2711P-RL12C2
2711P-RL15C

1

A

2711P-RL10C2
2711P-RL12C

백라이트 수

시리즈

1500

A및B

2

C

1

B

2

베젤 교체품
카탈로그 넘버

터미널 모델

2711P-RBT7

700

터치
키/터치

2711P-RBB7

Keypad(키패드)

2711P-RBK10
2711P-RBT10

타입

Keypad(키패드)

2711P-RBK7

1000

터치

2711P-RBB10

키/터치

2711P-RBK12

Keypad(키패드)

2711P-RBT12
2711P-RBT12H(1)

1250

터치

2711P-RBB12

키/터치

2711P-RBK15

Keypad(키패드)

2711P-RBT15
2711P-RBB15

1500

터치
키/터치

(1) 카탈로그 넘버 2711P-RDT12H 1250 고화질 디스플레이 모듈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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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View Plus 6 Compact 액세서리
다음 표는 PanelView Plus 6 Compact 터미널용 액세서리의 목록입니다.

SD 카드
카탈로그 넘버

설명

1784-SD1

1 GB SD 카드

1784-SD2

2 GB SD 카드

반사 방지 필름
입력 타입
카탈로그 넘버(1)

터미널 모델

Keypad
(키패드)

터치

2711P-RGB4

400 흑백 또는 컬러

2711P-RGT6

600 흑백 또는 컬러

X

2711P-RGT10

1000 컬러

X

키/터치

X

X

(1) 고유한 카탈로그 넘버가 지정된 3개의 보호 필름이 출고됩니다.

장착 하드웨어
카탈로그 넘버

설명

2711P-RTFC

마운팅 레버(600 전용)

2711P-RTMC

마운팅 레버(1000 전용)

수량

8

전원 공급 장치 및 전원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설명

2711P-RSACDIN

DIN 레일 전원 공급 장치, AC-DC, 85…265V AC, 47…63 Hz

2711P-6RSA

AC 전원 모듈은 DC 전원 터미널을 AC 전원으로 변환
(400 및 600 전용)

2711P-TBDC

DC 전원 터미널 블록(400 및 600 전용)

2711P-RTBDC2

2핀 DC 전원 단자대(1000 전용)

수량

1

10

케이블
카탈로그 넘버

설명

길이

6189V-USBCBL2

터미널의 USB 장치 포트를 컴퓨터의 USB 호스트 포트에
연결하는 프로그래밍 케이블(400 및 600 전용)

1.8 m (6 ft)

2711C-CBL-UU02

터미널의 USB 장치 포트를 컴퓨터의 USB 호스트 포트에
2 m (6.5 ft)
연결하는 프로그래밍 케이블(1000 전용)

교체용 배터리
카탈로그 넘버

설명

2711P-RY2032

교체용 배터리 CR2032 코인셀 호환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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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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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View Tethered 작업자 터미널 액세서리
다음 표는 2711T Tethered 작업자 터미널용 액세서리의 목록입니다.

1세대 MobileView 터미널(카탈로그 넘버 2711T-B10R1K1, -B10R1M1, -F10G1N1, -T10G1N1 및 -T10R1N1)용
카탈로그 넘버

설명

2711T-5MCABLE

20핀 MobileView™ 터미널을 IP20 Junction 박스에 연결하기 위한 은색 커넥터가 있는 연결 케이블 5 m(16.4 피트)

2711T-10MCABLE

20핀 MobileView 터미널을 IP20 Junction 박스에 연결하기 위한 은색 커넥터가 있는 연결 케이블(10 m/32.8 피트)

2711T-15MCABLE

20핀 MobileView 터미널을 IP20 Junction 박스에 연결하기 위한 은색 커넥터가 있는 연결 케이블(15 m/49.2 피트)

2711T-JBIP20DC

Junction 박스 캡이 포함된 24V DC 전원 IP20 Junction 박스

2711T-JUMP

IP20 MobileView Junction 박스에서 비상 정지(E-stop) 커넥터를 바이패스하기 위한 은색 20핀 브릿지 커넥터(1)

(1) 고객이 하나의 MobileView 터미널을 여러 MobileView Junction 박스 사이에 이동할 계획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2세대 MobileView 터미널(카탈로그 넘버 2711T-B10I1N1 및 -T10I1N1-TC)용
카탈로그 넘버

설명

2711T-5MCABLE2

22핀 MobileVilew 터미널을 IP65 Junction 박스에 연결하기 위한 검정색 커넥터가 있는 연결 케이블 5 m(16.4 피트)

2711T-10MCABLE2

22핀 MobileView 터미널을 IP65 Junction 박스에 연결하기 위한 검정색 커넥터가 있는 연결 케이블(10 m/32.8 피트)

2711T-15MCABLE2

22핀 MobileView 터미널을 IP65 Junction 박스에 연결하기 위한 검정색 커넥터가 있는 연결 케이블(15 m/49.2 피트)

2711T-JBIP65DC1(1)

24V DC 전원, 코드 그립이 있는 IP65 Junction 박스, Box ID 및 E-Stop 바이패스 기능

2711T-JBIP65DM1(1)

24V DC 전원, M12 On-Machine 커넥터가 있는 IP65 Junction 박스, Box ID 및 E-Stop 바이패스 기능

2711T-JBBKCOVER

2711T-JBIP65DC1 및 2711T-JBIP65DM1 Junction 박스용 뒷면 커버 액세서리 플레이트

2711T-22JUMP

IP65 MobileView Junction 박스에서 비상 정지(E-stop) 커넥터를 바이패스하기 위한 검정색 22핀 브릿지 커넥터(2)

(1) 1세대 MobileView 터미널 2711T-T10G1N1 및 2711T-F10G1N1에는 IP65 Junction 박스 및 22핀 연결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하나의 MobileView 터미널을 여러 MobileView Junction 박스 사이에 이동할 계획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모든 MobileView 터미널용
카탈로그 넘버

설명

2711T-BRACKET

고정식 작업 또는 터미널 보관을 위한 마운팅 브래킷

2711T-VMBRACKET

터미널을 보관하거나 보안상의 이유로 터미널을 잠그기 위한 고정식 작업용 VESA 마운팅 브래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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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View 800 터미널 액세서리
다음 표는 PanelView 800 및 PanelView Component 터미널용 액세서리의 목록입니다.
눈부심 방지 오버레이
카탈로그 넘버(1)

PanelView Component 모델

입력 타입
기능 키

C200

숫자 키패드

터치

X

2711C-RG2F
C300

X

C200

X

C300

X

2711C-RG2K
2711C-RG6T(2)

C600

X

2711C-RG10T(2)

C1000

X

(1) 각 카탈로그 넘버에는 3개의 오버레이가 배송됩니다.
(2) 이 제품은 2017년 12월에 단종(EOL)될 예정입니다.

전원 단자대
카탈로그 넘버

설명

2711C-RJ422

저항기를 포함한 RS-422/RS-485 커넥터(1)

2711R-TBDC

DC 전원 단자대

수량

10

(1) 이 터미널 블록은 PanelView 800 터미널에도 사용됩니다.

전원 공급 장치
카탈로그 넘버

2711P-RSACDIN

설명

수량

DIN 레일 장착식 AC-DC 전원 공급 장치, 85 ~ 265V AC, 47 ~ 63Hz

(1)

1

(1) 이 전원 공급장치는 PanelView 800 터미널에도 사용됩니다.

어댑터 플레이트 키트
카탈로그 넘버

설명

2711R-APK7

7인치 터미널용 PanelView 800 어댑터 플레이트 키트

2711R-APK10

10인치 터미널용 PanelView 800 어댑터 플레이트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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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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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View 터미널 통신 케이블
다음 표는 PanelView 터미널 제품군용 통신 케이블의 목록입니다.

PanelView Plus 7 터미널
다음 표는 PanelView Plus 7 Standard(400W, 600, 700, 900W, 1000, 1200W, 1500) 및 PanelView Plus 7 Performance(700, 900W, 1000,
1200W, 1500, 1900) 터미널용 런타임 통신 케이블의 목록입니다.
모든 PanelView Plus 7 터미널은 컴퓨터와 터미널 사이와 터미널과 컨트롤러의 이더넷 연결 사이의 어플리케이션 전송을 위해
표준형 이더넷 1585J-M 타입 또는 2711P-CBL-EX04(4m/14피트)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시리얼 통신이 필수인 경우 USB-to-시리
얼 연결에 대해 9300-USBCBL-CP3 및 9300-USBCBL-PMO2의 두 가지 옵션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 케이블: PanelView Plus 7 터미널 - PLC-5® 컨트롤러
PLC-5®E
PanelView Plus 7 Standard (400W, 600, 700, 900W,
1000, 1200W, 1500)
PanelView Plus 7 Performance (700, 900W, 1000,
1200W, 1500 및 1900)

포트: CH2 이더넷 RJ45
프로토콜: EtherNet/IP

1585J-M형 케이블 또는 2711P-CBL-EX04
(4m/14피트)

통신 케이블: PanelView Plus 7 터미널 - SLC 컨트롤러
SLC™ 5/05
PanelView Plus 7 Standard (400W, 600, 700, 900W,
1000, 1200W, 1500)

포트: CH1 - 이더넷 - RJ45
프로토콜: EtherNet/IP

PanelView Plus 7 Performance (700, 900W, 1000,
1200W, 1500 및 1900)

1585J-M형 케이블 또는 2711P-CBL-EX04
(4m/14피트)
USB-to-시리얼 통신용 9300-USBCBL-CP3 케이블

통신 케이블: PanelView Plus 7 터미널 - MicroLogix 컨트롤러
MicroLogix™ 1100, 1400
PanelView Plus 7 Standard (400W, 600, 700, 900W,
1000, 1200W, 1500)
PanelView Plus 7 Performance (700, 900W, 1000,
1200W, 1500 및 1900)

포트: 이더넷 - RJ45
프로토콜: EtherNet/IP

1585J-M형 케이블 또는 2711P-CBL-EX04
(4m/14피트)
USB-to-시리얼 통신용 9300-USBCBL-PMO2

통신 케이블: PanelView Plus 7 터미널 - CompactLogix 컨트롤러
CompactLogix™ L35E, L23E, L32E, 1768-ENBT 및
5370 L1, L2, L3
PanelView Plus 7 Standard (400W, 600, 700, 900W,
1000, 1200W, 1500)

포트: 이더넷 - RJ45
프로토콜: EtherNet/IP

PanelView Plus 7 Performance (700, 900W, 1000,
1200W, 1500 및 1900)

1585J-M형 케이블 또는 2711P-CBL-EX04
(4m/14피트)
USB-to-시리얼 통신용 9300-USBCBL-CP3 케이블

통신 케이블: PanelView Plus 7 터미널 - ControlLogix 컨트롤러
ControlLogix®
PanelView Plus 7 Standard (400W, 600, 700, 900W,
1000, 1200W, 1500)

통신 모듈: 1756-ENBT, 1756-ENxT
프로토콜: EtherNet/IP

PanelView Plus 7 Performance (700, 900W, 1000,
1200W, 1500 및 1900)

1585J-M형 케이블 또는 2711P-CBL-EX04
(4m/14피트)
USB-to-시리얼 통신용 9300-USBCBL-CP3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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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View Plus 6 터미널
다음 표 는 PanelView Plus 6(400, 600, 700, 1000, 1250, 1500) 터미널용 런타임 통신 케이블의 목록입니다 . PanelView Plus 6
Compact 터미널은 PanelView Plus 6(400 및 600) 터미널과 동일한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모든 PanelView Plus 6 터미널은 컴퓨터와 터미널 사이에 어플리케이션 전송을 위해 표준형 이더넷 1585J-M 타입 또는
2711P-CBL-EX04(4m/14피트)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통신 케이블: PanelView Plus 6 터미널 - PLC-5 컨트롤러
PLC-5, PLC-5C, PLC-5E

PLC-5, PLC-5C, PLC-5E

PLC-5E

PLC-5C

포트: CH0 - 25핀 RS-232
프로토콜: DF1

포트: CH1/CH2 DH+™
프로토콜: DH+™

포트: CH2 이더넷 RJ45
프로토콜: EtherNet/IP

포트: ControlNet 포트
프로토콜: ControlNet

PanelView Plus 6 Compact 400,
600, 1000
PanelView Plus 6 400, 600
PanelView Plus 6 700, 1000,
1250, 1500

—
2711-NC13(5m/16피트) 또는
2711-NC14(10m/32피트)
케이블

(DB9 - DB25 어댑터 필요함)

—

—
쉴드된 2동축 케이블
(1770-CD)이 있는 2711P-RN6
또는 2711P-RN6K 모듈이

1585J-M형 케이블 또는
2711P-CBL-EX04(4m/14피트)

—
1786 ControlNet 미디어가 있는
2711P-RN15S 또는 2711P-RN15SK
모듈이 필요함

필요함

통신 케이블: PanelView Plus 6 터미널 - SLC 컨트롤러

PanelView Plus 6 Compact 400,
600, 1000
PanelView Plus 6 400, 600
PanelView Plus 6 700, 1000,
1250, 1500

SLC 5/01, 5/02, 5/03

SLC 5/03, 5/04, 5/05

SLC 5/04

SLC 5/05

포트: CH1 - RJ45
프로토콜: DH-485

포트: CH0 - 9핀 RS-232
프로토콜: DF1 또는 DH-485
(점대점)

포트: CH1
프로토콜: DH+

포트: CH1 - 이더넷 - RJ45
프로토콜: EtherNet/IP

1761-NET-AIC 모듈,
2711-NC13(5m/16피트) 또는
2711-NC14(10m/32피트)
케이블이 필요함

1761-CBL-AS03(3m/10피트)
또는 1761-CBL-AS09
(9m/30피트) 케이블이 있는
2711P-RN6 모듈이 필요함

—
2711-NC13 (5 m/16 ft)
2711-NC14 (10 m/32 ft)

—
쉴드된 2동축 케이블
(1770-CD)이 있는 2711P-RN6
또는 2711P-RN6K 모듈이
필요함

1585J-M형 케이블 또는
2711P-CBL-EX04(4m/14피트)

통신 케이블: PanelView Plus 6 터미널 - MicroLogix 컨트롤러

PanelView Plus 6 Compact 400, 600, 1000
PanelView Plus 6 400, 600
PanelView Plus 6 700, 1000, 1250, 1500

MicroLogix 1400, 1500LRP

MicroLogix 1000, 1100, 1200,
1400, 1500LSP

MicroLogix 1100, 1400

포트: CH1/CH2 - 9핀 RS-232
프로토콜: DF1 또는 DH-485(점대점)

포트: CH0 - 8핀 Mini-DIN
프로토콜: DF1 또는 DH-485(점대점)

포트: 이더넷 - RJ45
프로토콜: EtherNet/IP

2711-NC13(5m/16피트) 또는
2711-NC14(10m/32피트) 케이블
(DB9 - DB25 어댑터 필요함)

2711-NC21(5m/16피트) 또는
2711-NC22(15m/49피트)

1585J-M형 케이블 또는
2711P-CBL-EX04(4m/14피트)

통신 케이블: PanelView Plus 6 터미널 - CompactLogix 컨트롤러
CompactLogix

CompactLogix L35E, L23E, L32E,
1768-ENBT

CompactLogix L35CR, L32C, 1768-CNB,
1768-CNBR

포트: CH0 - 9핀 RS-232
프로토콜: DF1 또는 DH-485(점대점)

포트: 이더넷 - RJ45
프로토콜: EtherNet/IP

포트: ControlNet 포트
프로토콜: ControlNet

2711-NC13 (5 m/16 ft)
2711-NC14 (10 m/32 ft)

1585J-M형 케이블 또는
2711P-CBL-EX04(4m/14피트)

1786 ControlNet 미디어

PanelView Plus 6 Compact 400, 600, 1000
PanelView Plus 6 400, 600
PanelView Plus 6 700, 1000, 125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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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케이블: PanelView Plus 6 터미널 - ControlLogix 컨트롤러
ControlLogix

ControlLogix

포트: CH0 - 9핀 RS-232
프로토콜: DF1 또는 DH-485
(점대점)

통신 모듈: 1756-ENBT,

1756-EN2T
프로토콜: EtherNet/IP

ControlLogix

ControlLogix

통신 모듈: 1756-CNB
프로토콜: ControlNet

통신 모듈: 1756-DHRIO
프로토콜: DH+

PanelView Plus 6 Compact 400,
600, 1000

—
2711-NC13 (5 m/16 ft)
2711-NC14 (10 m/32 ft)

PanelView Plus 6 400, 600

1585J-M형 케이블 또는
2711P-CBL-EX04(4m/14피트)

—

1786 ControlNet 미디어

PanelView Plus 6 700, 1000,
1250, 1500

쉴드 Twin Axial 케이블
(1770-CD) 사용

통신 케이블: PanelView Plus 6 터미널 - 인터페이스 모듈
프로토콜

1761-NET-AIC
PanelView Plus 6 통신 포트
400, 600, 700, 1000, 1250, 1500

DF1

DH-485

RS-232 포트
모든 터미널

RS-232 포트
모든 터미널
DH-485 포트
700...1500 터미널에만 해당
2711P-RN6 또는 2711P-RN6K
필요함

1747-AIC

포트 1(9핀)

포트 2
(8핀 Mini DIN)

—

2711-NC13 (5 m/16 ft)
2711-NC14 (10 m/32 ft)

2711-NC21 (5 m/16 ft)
2711-NC22 (15 m/49 ft)
Null 모뎀 필요

—

2711-NC13 (5 m/16 ft)
2711-NC14 (10 m/32 ft)

2711-NC21 (5 m/16 ft)
2711-NC22 (15 m/49 ft)
Null 모뎀 필요

단일 AIC로
직접 연결

Belden 9842
케이블

—

—

(1)

1761-NET-ENI
포트 3
(DH-485)

포트 2
(8핀 Mini DIN)

—

1761-CBL-AP00(5m)
1761-CBL-PM02(2m)
2711-CBL-PM05(5m)
2711-CBL-PM10(10m)
—

단일 AIC+로
직접 연결

Belden 9842
케이블

—

(1)

(1) DH-485 네트워크 솔루션용 AIC+ 모듈에는 PanelView Plus 6 터미널의 시리얼 포트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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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View 800 및 PanelView Component 터미널
이 섹션은 PanelView 800 및 PanelView Component 터미널을 다양한 컨트롤러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케이블의 목록입
니다.

PanelView 800 및 PanelView 컴포넌트 터미널용 케이블
카탈로그 넘버

설명

2711C-CBL-UU02

USB-A 호스트 - USB-B 장치 케이블, 2m(6.5피트)

C200/C300

2711P-CBL-EX04

이더넷 크로스오버 CAT5 케이블, 4.3m(14피트)

PanelView 800: 4인치, 7인치 및 10인치

1747-CP3

시리얼 9핀 D-쉘 - 9핀 D-쉘 널 모뎀 케이블, 3m(10피트)

1761-CBL-PM02

시리얼 9핀 D-쉘 - 8핀 Mini DIN 케이블, 2m(6.5피트)

2711C-CBL-AB03

RS-485 5핀 - RJ45 케이블

1763-NC01 시리얼 A

8핀 Mini DIN - 6핀 RS-485 터미널 블록

사용처

C200, C300
PanelView 800: 4, 7 및 10인치
PanelView 800: 4인치, 7인치 및 10인치

통신 케이블: PanelView 800 및 PanelView 컴포넌트 터미널 - MicroLogix 컨트롤러(1)
프로토콜

Port(포트)

MicroLogix(8핀 Mini DIN)
1000, 1100, 1400, 1200LSP,
1500LSP (CH0)

MicroLogix
1100/1400 RS-485
(1763-NC01)

MicroLogix
(9핀 D-쉘)
1500LRP (CH1)

DF1

이더넷

(MicroLogix/ENI)2

이더넷

—
AIC+ 모듈
(1761-NET-AIC)을 사용해
포트 3에 연결

RS-232

1761-CBL-PM002

1747-CP3

RS-485(2)

—

—

Belden 3106A 또는
#9842 또는 동등품

RS-232

1761-CBL-PM002

1747-CP3

AIC+ 모듈
(1761-NET-AIC)을 사용해
포트 3에 연결

Ethernet

—

—

—

DH-485

Modbus

MicroLogix
1100, 1400

—

CAT5 이더넷

(1) 이 표에 나열되어 있는 통신 케이블은 PanelView 800 터미널을 MicroLogix 컨트롤러에 연결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2) RS-485는 절연되어 있으며 하나의 절연된 포트가 있는 1개의 장치로만 연결하도록 권장합니다.

통신 케이블: PanelView 800 터미널 - Micro800 컨트롤러
프로토콜

PanelView 800 포트

Modbus (RTU) (HD)

RS-232
RS-485

Modbus Unsolicited (HD)

Micro820

Micro830
1761-CBL-PM02

(1)

(2)

—

—(2)

RS-232
RS-485(1)

이더넷(AB CIP)

1761-CBL-PM02
—(2)

1761-CBL-PM02

1761-CBL-PM02

—(2)

—(2)

2711P-CBL-EX04
(CAT5 이더넷)

해당사항 없음(3)

2711P-CBL-EX04
(CAT5 이더넷)

해당사항 없음(3)

RS-232

—(2)

1761-CBL-PM02

1761-CBL-PM02

—(2)

(1) RS-485는 절연되어 있으며 하나의 절연된 포트가 있는 1개의 장치로만 연결하도록 권장합니다.
(2) 이 컨트롤러에는 터미널 블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배선이 필요합니다.
(3) 이 컨트롤러에 사용할 수 없는 연결입니다.

통신 케이블: PanelView 800 터미널 - CompactLogix 5370 컨트롤러
프로토콜(CIP)

PanelView 800 포트

CompactLogix 5370 L1

Ethernet
CompactLogix

2711P-CBL-EX04

2711P-CBL-EX04

(CAT5 이더넷)

(CAT5 이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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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thernet

Modbus TCP
시리얼(AB CIP)

Micro800 플러그인 모듈
(2080-SERIALISOL)

Micro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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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aView 5000 컴퓨터
Allen-Bradley® VersaView® 5000 포트폴리오는 개방형 아키텍처 산업용 PC,Thin 클라
이언트 및 모니터의 완전한 제품군입니다 . 제품에는 내장형 최신 완전 유리 디스플
레이 및 비 디스플레이 소형 모델이 포함됩니다. VersaView 5000 플랫폼은 독립형 장
비 수준과 분산 HMI 어플리케이션 모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개방형 아키텍처는
현대 운영 체제와 다양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지만 , 가장 적합한 설
치는 분산 어플리케이션에 FactoryTalk® View S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
제품군은 팬이 없고 유지보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장비 가동 중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VersaView 5200 소형 비 디스플레이 ThinManager
씬 클라이언트
VersaView 5200 소형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는 설치 면적이 작고, 듀얼 비디오 출력을 제공하고, 팬이 없는 경량형 디자인을 제공
합니다. 또한, DIN 레일을 비롯한 복수의 설치 옵션을 제공합니다.
터미널 특징
특징

설명

Intel 싱글 코어 Atom E3815; 1.46Ghz

프로세서

RAM

1GB

보관

없음

광 드라이브

없음

확장 슬롯

없음

1x DisplayPort
1x VGA
2x USB 2.0
1x USB 3.0
1x RS-232

I/O 포트

2x 1Gb 이더넷
24V DC

전원

ThinManager Ready

운영 체제

터미널 선정
카탈로그 넘버

6200T-NA

디스플레이 크기

—

화면비율

—

베젤 유형

—

보관
없음

Windows 운영 체제

전원

ThinManager Ready

12…24V DC

VersaView 컴퓨터에 대한 기술 사양 , 인증 및 환경 사양은 Industrial Computers and Monitors Specifications Technical Data( 산업
용 컴퓨터 및 모니터 사양 기술 데이터)(IC-TD001)를 참조하십시오.
이 터미널에 사용 가능한 액세서리에 대한 정보는 7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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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aView 5200 통합 디스플레이 ThinManager 씬
클라이언트
VersaView 5200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에는 에지리스(edgeless), 완전 유리형, 10 지점 멀티터치 스크린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
계는 컴퓨터를 보다 청결하게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더욱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추가 관련 특징:
•
•
•
•

듀얼 외부 디스플레이 지원
와이드스크린 방향의 12인치, 15인치, 19인치, 22인치로 사용 가능

1920 x 1080의 풀 HD 해상도 사용 가능
Plant PAx 및 FactoryTalk View SE 템플릿은 1080p 화면에 적합하기 때문에 제어실과 장비 사이에 동일한 화면 공유 가능

터미널 특징
특징
프로세서

설명

Intel 싱글 코어 Atom E3815; 1.46Ghz

RAM

2GB

보관

없음

광 드라이브

없음

확장 슬롯

없음

1x DisplayPort
2x USB 2.0
1x USB 3.0
1x RS-232

I/O 포트

2x 1Gb 이더넷
24V DC

전원

ThinManager Ready

운영 체제

터미널 선정
카탈로그 넘버

디스플레이
크기

6200T-12WA

12.1인치

6200T-15WA

15.6인치

6200T-19WA

18.5인치

6200T-22WA

21.5인치

화면비율

16:9 와이드스크린

베젤 유형

유리 전면 및
알루미늄 링

보관

없음

Windows 운영 체제

ThinManager Ready

전원

24V DC

VersaView 컴퓨터에 대한 기술 사양 , 인증 및 환경 사양은 Industrial Computers and Monitors Specifications Technical Data( 산업
용 컴퓨터 및 모니터 사양 기술 데이터)(IC-TD001)를 참조하십시오.
이 터미널에 사용 가능한 액세서리에 대한 정보는 7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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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aView 5400 소형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
VersaView 5400 소형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는 설치 면적이 작고, 듀얼 비디오 출력을 제공하고, 팬이 없는 경량형 디자인을 제공
합니다 .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와 동일한 성능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로드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또한, DIN 레일을 비롯한 복수의 설치 옵션을 제공합니다.
터미널 특징
특징

설명

Intel 쿼드 코어 Atom E3845; 1.91Ghz

프로세서

RAM

4GB

보관

128GB MLC SSD

광 드라이브

없음

확장 슬롯

없음

1x DisplayPort
1x VGA
2x USB 2.0
1x USB 3.0
1x RS-232

I/O 포트

2x 1Gb 이더넷
24V DC

전원
운영 체제

Windows 7 SP1 (64 비트)
Windows Embedded Standard 7 (64 비트)
Windows 10 IoT Enterprise (64 비트)

터미널 선정
카탈로그 넘버

디스플레이 크기

화면비율

베젤 유형

보관

6200P-NS3A1
6200P-NS3B1
6200P-NS3C1

Windows 운영 체제

전원

Windows 7 SP1 (64비트)
—

—

—

128 GB MLC SSD

Windows Embedded Standard 7 (64 비트)

12…24V DC

Windows 10 IoT Enterprise (64 비트)

VersaView 컴퓨터에 대한 기술 사양 , 인증 및 환경 사양은 Industrial Computers and Monitors Specifications Technical Data( 산업
용 컴퓨터 및 모니터 사양 기술 데이터)(IC-TD001)를 참조하십시오.
이 터미널에 사용 가능한 액세서리에 대한 정보는 7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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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aView 5400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
VersaView 5400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에는 에지리스(edgeless), 완전 유리형, 10 지점 멀티터치 스크린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
계는 컴퓨터를 보다 청결하게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더욱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추가 관련 특징:
•
•
•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속한 부팅

128GB SSD는 애플리케이션에 충분한 용량을 제공합니다
Windows 7/WES 7/Windows 10 IoT Enterprise 32 비트 및 64 비트 운영 체제

터미널 특징
특징
프로세서

설명

Intel 쿼드 코어 Atom E3845; 1.91Ghz

RAM

4GB

보관

128GB MLC SSD

광 드라이브

없음

확장 슬롯

없음

1x DisplayPort
2x USB 2.0
1x USB 3.0
1x RS-232

I/O 포트

2x 1Gb 이더넷
24V DC

전원
운영 체제

Windows 7 Pro SP1 (64 비트)
Windows Embedded Standard 7 (64 비트)
Windows 10 IoT Enterprise (64 비트)

터미널 선정 -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
카탈로그 넘버

디스플레이
크기

화면비율

베젤 유형

보관

6200P-12WS3A1
6200P-12WS3B1

Windows 운영 체제
Windows 7 SP1 (64비트)
Windows Embedded Standard 7 (64 비트)

12.1인치

6200P-12WS3C1

Windows 10 IoT Enterprise (64 비트)

6200P-15WS3A1

Windows 7 SP1 (64비트)

6200P-15WS3B1

15.6인치

Windows Embedded Standard 7 (64 비트)

6200P-15WS3C1
16:9 와이드스크린

6200P-19WS3A1
6200P-19WS3B1

유리 전면 및
알루미늄 링

Windows 10 IoT Enterprise (64 비트)
128 GB MLC SSD

18.5인치

Windows 7 SP1 (64비트)

24V DC

Windows Embedded Standard 7 (64 비트)

6200P-19WS3C1

Windows 10 IoT Enterprise (64 비트)

6200P-22WS3A1

Windows 7 SP1 (64비트)

6200P-22WS3B1

전원

21.5인치

Windows Embedded Standard 7 (64 비트)
Windows 10 IoT Enterprise (64 비트)

6200P-22WS3C1

VersaView 컴퓨터에 대한 기술 사양 , 인증 및 환경 사양은 Industrial Computers and Monitors Specifications Technical Data( 산업
용 컴퓨터 및 모니터 사양 기술 데이터)(IC-TD001)를 참조하십시오.
이 터미널에 사용 가능한 액세서리에 대한 정보는 7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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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1P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
작업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로크웰 오토메이션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
는 정보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프로세스를 수정 , 유지 또는 시작함으로써 프로세
스 및 장비의 시각적 제어를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 대부분의 극심한 환경에서 지
속적인 작동을 보장하도록 산업용 등급의 부품이 선정됩니다 . 작업에 필수적인 어
플리케이션에는 팬이 없는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통합형 디스플레이 컴퓨
터는 통합된 아키텍처 플랫폼 및 FactoryTalk® View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로크웰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전체 제품군과 원활하게 통합됩니다.

Performance형 모델(Series F)
고성능 모델에는 대부분의 까다로운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기능이 적용됩니다.

•
•
•
•
•
•
•
•
•
•
•
•

AC 및 DC 전원 입력 옵션이 모두 있는 MLC 또는 SLC SSD
12, 15, 17 또는 19인치 디스플레이 옵션
스테인리스 스틸 NEMA 4X 옵션
디스플레이가 없는 옵션 사용 가능
잠금식 전면 USB 3.0 포트
Core i3 프로세서 및 최대 16 GB 까지 메모리 확장 가능
PCI 또는 PCIe를 추가할 수 있는 PCI 슬롯 및 액세서리 키트를 통해 지원되는 확장 옵션
커버가 있는 CompactFlash Type II 슬롯
12, 15 및 17인치 디스플레이의 경우 55 °C(131 °F)의 정격 및 19인치 디스플레이의 경우 50 °C(122 °F)의 정격
먼지가 쌓이는 걸 최소화하는 플러시 판넬 디자인
싱글터치 저항막식 터치 스크린
전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버튼

Advanced형 모델(Series F)
Advanced형 모델은 Performance형 모델과 동일한 기능을 대부분 제공하지만, Advanced형 모델은 더욱 큰 계산 용량을 포함합
니다.
•
•
•
•
•
•
•
•
•
•

AC 및 DC 전원 입력 옵션이 모두 있는 MLC 또는 SLC SSD
15 및 19인치 와이드 스크린 버전을 포함하는 15, 17 또는 19인치 디스플레이 옵션
Core i7 프로세서 및 최대 16 GB 까지 메모리 확장 가능
커버가 있는 CompactFlash Type II 슬롯
PCI 또는 PCIe를 추가할 수 있는 PCI 슬롯 및 액세서리 키트를 통해 지원되는 확장 옵션
15 및 19인치 와이드 스크린 모델과 와이드 스크린이 아닌 19인치 모델의 경우 0…50 °C(32…122 °F) 정격
와이드 스크린이 아닌 17인치 모델의 경우 0…55 °C(32…131 °F) 정격
멀티터치 정전용량식 터치 스크린
전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버튼
RAID 서버 모델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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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특징
설명
특징
프로세서

Performance

Advanced(고급)

Intel i3-4102E, 2코어, 1.6 GHz

Intel i7-4700EQ, 4코어, 2.4 GHz

(1)

8 GB (2 x 4 GB)(1)

RAM

4 GB (2x 2 GB)

보관

솔리드 스테이트 - 1x 32 GB SLC, 2.5인치 SATA SSD
솔리드 스테이트 - 1x 256 GB MLC, 2.5인치 SATA SSD

솔리드 스테이트 - 1x 32 GB SLC, 2.5인치 SATA SSD
솔리드 스테이트 - 1x 256 GB MLC, 2.5인치 SATA SSD
RAID - 2x 256 GB, 2.5인치 SATA SSD

광 드라이브

제공되지 않지만 6189V-ODD 키트를 통해
추가 가능함

1 DVD-RW/CD-RW

확장 슬롯

1 PCl Express x8(별도의 PCI 라이저 키트를
사용해서 1 PCl, 2PCl, 2 PCle x4 또는
1 PCle x4+ 1 PCl로 업그레이드 가능)

1 PCl Express x8(별도의 PCI 라이저 키트를
사용해서 1 PCl, 2PCl, 2 PCle x4 또는
1 PCle x4+ 1 PCl로 업그레이드 가능)

전원

AC 또는 DC

운영 체제

Windows 7 SP1 (64비트) 또는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Windows Embedded Standard 7

Windows Server 2008 R2 SP1

(1) 16 GB RAM으로 업그레레이드 가능합니다.

산업용 컴퓨터 및 모니터에 대한 기술 사양 , 인증 및 환경 사양은 Industrial Computers and Monitors Specifications Technical
Data(산업용 컴퓨터 및 모니터 사양 기술 데이터)(IC-TD001)를 참조하십시오.
터미널 선정 — 6181P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 - Performance형 모델(Series F)
모델

카탈로그 넘버

디스플레이
크기

화면비율

베젤 유형

보관

Windows 운영 체제

6181P-00N2MW71AC

Windows 7 SP1 (64비트)

6181P-00N2MW71DC

256 GB MLC SSD

6181P-00N2MWX1AC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6181P-00N2MWX1DC
디스플레이
제외형

6181P-00N2SW71AC
6181P-00N2SW71DC
6181P-00N2SE71AC

—

—

—

Windows 7 SP1 (64비트)
32 GB SLC SSD
Windows Embedded Standard 7

6181P-00N2SE71DC
6181P-00N3MWX1AC
6181P-00N3MWX1DC

56

256 GB MLC 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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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전원

AC
DC
AC
DC
AC
DC
AC
DC
AC
DC

터미널 선정 — 6181P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 - Performance형 모델(Series F)
카탈로그 넘버

모델

디스플레이
크기

화면비율

베젤 유형

보관

Windows 운영 체제

6181P-12A2MW71AC

Windows 7 SP1 (64비트)

6181P-12A2MW71DC

256 GB MLC SSD

6181P-12A2MWX1AC
12인치

6181P-12A2MWX1DC
6181P-12A2SW71AC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12.1인치
Windows 7 SP1 (64비트)

6181P-12A2SW71DC
알루미늄

6181P-12A2SE71AC

32 GB SLC SSD
Windows Embedded Standard 7

6181P-12A2SE71DC
6181P-15A2MW71AC

Windows 7 SP1 (64비트)

6181P-15A2MW71DC
6181P-15A2MWX1AC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6181P-15A2MWX1DC
256 GB MLC SSD

6181P-15C2MW71AC

Windows 7 SP1 (64비트)

4:3

6181P-15C2MW71DC

스테인리스

6181P-15C2MWX1AC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6181P-15C2MWX1DC
15인치

6181P-15A2SW71AC
6181P-15A2SW71DC

Windows 7 SP1 (64비트)

15인치
32 GB SLC SSD

6181P-15A2SE71AC
6181P-15A2SE71DC
6181P-15A3MWX1AC

Windows Embedded Standard 7
알루미늄

6181P-15A3MWX1DC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6181P-15B3MWX1DC
6181P-15C2SW71AC
6181P-15C2SW71DC

AC
DC
AC
DC
AC
DC
AC
DC
AC
DC
AC
DC
AC
DC
AC
DC
AC
DC
AC
DC
AC

256 GB MLC SSD

6181P-15B3MWX1AC

전원

DC
AC
DC

스테인리스

32 GB SLC 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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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7 SP1 (64비트)

AC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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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선정 — 6181P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 - Performance형 모델(Series F)
카탈로그 넘버

모델

디스플레이
크기

화면비율

베젤 유형

보관

Windows 운영 체제

6181P-17A2MW71AC

Windows 7 SP1 (64비트)

6181P-17A2MW71DC

알루미늄

6181P-17A2MWX1AC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6181P-17A2MWX1DC

256 GB MLC SSD

6181P-17C2MW71AC

Windows 7 SP1 (64비트)

6181P-17C2MW71DC

스테인리스

6181P-17C2MWX1AC
17인치

6181P-17C2MWX1DC
6181P-17A2SW71AC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17인치
Windows 7 SP1 (64비트)

6181P-17A2SW71DC

32 GB SLC SSD

6181P-17A2SE71AC

Windows Embedded Standard 7

알루미늄

6181P-17A2SE71DC
6181P-17A3MWX1AC

256 GB MLC SSD

6181P-17A3MWX1DC
6181P-17C2SW71AC

스테인리스

6181P-17C2SW71DC
5:4

6181P-19A2MW71DC
6181P-19A2MWX1AC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256 GB MLC SSD

6181P-19C2MW71AC

Windows 7 SP1 (64비트)

6181P-19C2MW71DC

스테인리스

6181P-19C2MWX1AC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6181P-19C2MWX1DC
6181P-19A2SW71AC
6181P-19A2SW71DC

19인치

Windows 7 SP1 (64비트)
32 GB SLC SSD

6181P-19A2SE71AC
6181P-19A2SE71DC
6181P-19A3MWX1AC

Windows Embedded Standard 7
알루미늄

6181P-19A3MWX1DC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6181P-19B3MWX1DC
6181P-19C2SW71AC
6181P-19C2SW71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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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DC
AC
DC
AC
DC
AC
DC
AC
DC
AC
DC
DC
AC
AC
DC
AC
DC
AC
DC
AC
DC
AC
DC
AC

256 GB MLC SSD

6181P-19B3MWX1AC

DC

DC

알루미늄

6181P-19A2MWX1DC

AC

AC

32 GB SLC SSD
Windows 7 SP1 (64비트)

6181P-19A2MW71AC

19인치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전원

DC
AC
DC

스테인리스

32 GB SLC 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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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7 SP1 (64비트)

AC
DC

터미널 선정 — 6181P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 - Advanced형 모델(Series F)
카탈로그 넘버

모델

디스플레이
크기

화면비율

베젤 유형

보관

Windows 운영 체제

6181P-00N3MW71AC

Windows 7 SP1 (64비트)

6181P-00N3MW71DC

256 GB MLC SSD

6181P-00N3MWX1AC
디스플레이
제외형

6181P-00N3MWX1DC
6181P-00N3SW71AC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

—

—

6181P-00N3SW71DC

32 GB SLC SSD

Windows 7 SP1 (64비트)

RAID(1)

Windows Server 2008 R2 SP1

6181P-00N3MS81AC
6181P-00N3MS81DC
6181P-15A3MW71AC

Windows 7 SP1 (64비트)

6181P-15A3MW71DC

256 GB MLC SSD

6181P-15A3MWX1AC
6181P-15A3MWX1DC

15인치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4:3

6181P-15A3SW71AC
15인치

Windows 7 SP1 (64비트)

6181P-15B3MW71AC
6181P-15B3MW71DC
6181P-15B3MWX1DC

15.6인치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16:9

6181P-15B3SW71AC

32 GB SLC SSD

6181P-15B3SW71DC
6181P-17A3MWX1AC
6181P-17A3MWX1DC
17인치

6181P-17A3MW71AC
6181P-17A3MW71DC

Windows 7 SP1 (64비트)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4.3

256 GB MLC SSD
17인치

6181P-17A3SW71AC

32 GB SLC SSD

Windows 7 SP1 (64비트)

19인치

4.3

5:4

6181P-19A3SW71DC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Windows 7 SP1 (64비트)

6181P-19B3MW71DC
6181P-19B3MWX1DC

AC
DC
AC
DC
DC
AC
AC
DC
AC
DC
AC
DC

AC
DC

6181P-19B3SW71AC

16:9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32 GB SLC SSD

6181P-19B3SW71DC

DC
DC
AC
DC

256 GB MLC SSD
18.5인치

AC
AC

32 GB SLC SSD

6181P-19B3MW71AC
6181P-19B3MWX1AC

DC

DC

256 GB MLC SSD

6181P-19A3SW71AC
19인치

AC

AC

6181P-19A3MW71DC
6181P-19A3MWX1DC

AC
DC

DC

6181P-19A3MW71AC
6181P-19A3MWX1AC

DC

AC

알루미늄

5:4

6181P-17A3SW71DC

AC

DC

256 GB MLC SSD

6181P-15B3MWX1AC

AC
DC

AC

32 GB SLC SSD

6181P-15A3SW71DC

전원

Windows 7 SP1 (64비트)

AC
DC
AC
DC

(1) RAID =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s(독립 디스크의 이중화 어레이)

이 터미널에 사용 가능한 액세서리에 대한 정보는 7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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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환경용 컴퓨터
이 극한 환경용 컴퓨터는 확장된 작동 온도 정격에 안전성을 결합합니다 . 오일과 가
스 화학 및 석탄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 하드웨어가 충격을 받는 위치에서 잠재
적으로 폭발 가능한 물질을 정기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 이러한 분야에서 사용되
는 컴퓨터는 극도의 고온과 냉온을 견디도록 설계됩니다.

디스플레이 없는 버전
디스플레이 버전

Class 1 Division 2, ATEX 및 IECEx의 극한 환경 인증을 통해 극한 환경용 컴퓨터는 폭발
물질이 있을 수 있는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컴퓨
터의 디스플레이 버전은 판넬 장착형이며 비 디스플레이 버전은 외함 또는 캐비닛
내에 장착됩니다. 두 컴퓨터 모두 캐비넷 또는 외함 내에서 -20 ~70°C의 온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정면의 표면 온도는 -20~55 °C(-4~131 °F)의 주변 온도를 견
딜 수 있습니다.

터미널 특징
특징

설명

Series F/G

Series H

프로세서

Core Duo U2500, 1.2GHz

i3-5010u 2.1 GHz

RAM

2 GB(최대 4 GB)

8 GB(최대 16 GB)

광 드라이브

16 GB SSD

128 GB SSD

디스플레이

12인치 터치스크린, 800 x 600, 저항막식 눈부심 방지,
직사광선에서도 판독 가능(비 디스플레이 옵션 제공 가능)

12인치 터치스크린, 1024 x 768, 저항막식 눈부심 방지,
직사광선에서도 판독 가능(비 디스플레이 옵션 제공 가능)

확장 슬롯

HL(Half-Length) PCI 1개

PCI-Express(1 슬롯)

I/O

4 개의 USB 2.0, 2x RS-232, 2x 기가비트 이더넷 , CompactFlash, DVI( 단일 4 개의 USB 3.0, 2x RS-232, 2x 기 가 비트 이더 넷 , CompactFlash, DVI 및
비디오 출력)
DisplayPort(듀얼 비디오 출력)

전원

DC

DC

운영 체제

Windows 7 Professional (32비트), Service Pack 1

Windows 7 Professional (64비트) 또는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터미널 선정
모델

1200XT Series F/G

1200XT Series H

카탈로그 넘버

디스플레이 크기

6181X-12TPW7DC

12.1인치 TFT 디스플레이

6181X-NPW7DC

디스플레이 제외형

6181X-12A2SW71DC

12.1인치 TFT 디스플레이

6181X-00N2SW71DC

디스플레이 제외형

6181X-12A2SWX1DC

12.1인치 TFT 디스플레이

6181X-00N2SWX1DC

디스플레이 제외형

저장장치

16 GB SSD(1)

운영 체제

전원

판넬

Windows 7 Professional (32비트), Service Pack 1
Windows 7 Professional (64비트)

128 GB SSD(1)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마운팅

벽면

DC

판넬
벽면
판넬
벽면

(1) CompactFlash 타입 2 슬롯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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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가 없는 컴퓨터
디스플레이가 없는 6177R 컴퓨터는 Intel 2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산업 환
경에 적합한 , 신뢰도 높은 강력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 이 컴퓨터는 견고한 머신
마운트(750R) 및 랙 마운트(1450R) 형태로 사용 가능하며 강력한 원격 관리, 온보드
백업 / 복원 및 통합 진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 다수의 확장 슬롯은 컴퓨터의 다기능
성을 확장합니다.
1450R 모델

750R 모델

터미널 특징
설명
특징

750R 모델

1450R 모델
Intel Core i3-2120, 3.3 GHz

프로세서

또는

Intel Core i5-2400, 3.1 GHz
4 GB(최대 32 GB)
RAM

또는

8 GB(최대 32 GB)
DVD-RW

광 드라이브

확장 슬롯

•
•
•
•

PCI 1개
PCI-express x16 1개
PCI-express x4 1개
PCI-express x1 1개

•
•
•
•

전원

PCI 4개
PCI-express x16 1개
PCI-express x4 1개
1 PCI Express x 1

AC
운영 체제 없음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Windows 7 Professional (64비트) SP1
Windows Server 2008 R2 (64비트) SP1
Windows 8.1 Industry Pro (64 비트)
Windows Server 2012 Standard R2 (64비트)

운영 체제

산업용 컴퓨터 및 모니터에 대한 기술 사양 , 인증 및 환경 사양은 Industrial Computers and Monitors Specifications Technical
Data(산업용 컴퓨터 및 모니터 사양 기술 데이터)(IC-TD001)를 참조하십시오.
터미널 설정 — 디스플레이가 없는 750R 머신 마운트 컴퓨터
모델

카탈로그 넘버

패키지 기능

Windows 운영 체제

프로세서

RAM

Hard disk drive(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6177R-MMPWX
6177R-MMPXP
6177R-MMPW7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Performance

6177R-MMPN0
750R

6177R-MMAW7
6177R-MMSS8
6177R-MMSN0
6177R-MMAWX
6177R-MMAW8
6177R-MMS12

Windows XP Professional SP (32비트)
Windows 7 Professional (64비트) SP1

Intel Core i3-2120
3.3 GHz

4GB
최대 32 GB

500 GB

운영 체제 없음

Advanced(고급)
Server

Advanced(고급)
Server

Windows 7 Professional (64비트) SP1
Windows Server 2008 R2 (64비트) SP1
운영 체제 없음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2) 500 GB(1)
Intel Core i5-2400
3.1 GHz

Windows 8.1 Industry Pro (64 비트)
Windows Server 2012 Standard R2 (64비트)

8 GB
최대 32 GB

500 GB
(2) 500 GB(1)

(1) RAID 1 작업에 대해 사용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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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선정 — 디스플레이가 없는 1450R 랙 마운트 컴퓨터

모델

카탈로그
넘버

마운팅

패키지 기능

6177R-RMPWX
Performance

6177R-RMPN0

6177R-RMSN0
6177R-RMAW8
6177R-RMAWX
6177R-RMS12

Windows 7 Professional (64비트) SP1

Intel Core i3-2120
3.3 GHz

Advanced(고급)

디스크 드
라이브)

4GB
최대 32 GB

4U 랙

Server

Advanced(고급)
Server

500 GB

Windows 7 Professional (64비트) SP1
Windows Server 2008 R2 (64비트) SP1
운영 체제 없음

Windows 8.1 Industry Pro (64 비트)

(2) 500 GB(1)
Intel Core i5-2400
3.1 GHz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Windows Server 2012 Standard R2 (64비트)

(1) RAID 1 작업에 대해 사용 설정됨.

이 터미널에 사용 가능한 액세서리에 대한 정보는 7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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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

운영 체제 없음

6177R-RMAW7
6177R-RMSS8

프로세서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6177R-RMPW7

1450R

Windows 운영 체제

Hard disk
drive(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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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GB
최대 32 GB

500 GB
(2) 500 GB(1)

VersaView 5100 모니터
VersaView® 5100 산업용 모니터에는 에지리스(edgeless), 완전 유리형, 10 지점
멀티터치 스크린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컴퓨터를 보다 청결하게 유지하
고 사용자에게 더욱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추가 관련 특징:

• DisplayPort, DVI 및 VGA 비디오 연결에 대한 기본 지원
• 현대 애플리케이션 컨텐츠용 와이드스크린 16:9 디스플레이
• 다시 캘리브레이션할 필요가 없도록 사전에 캘리브레이션된 10 지점 멀티
터치 스크린
• NEMA 4X 및 IP66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강화 유리 및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
터미널 선정
카탈로그 넘버

디스플레이 크기

6200M-12WBN

12.1인치

6200M-15WBN

15.6인치

6200M-19WBN

18.5인치

6200M-22WBN

21.5인치

해상도

베젤 유형

마운팅

정전용량식 터치스크린

1280 x 800
1366 x 768

스테인리스스틸
링이 있는 강화
유리

판넬(IP66/

NEMA 4X)
VESA(IP20)

있음

10점 멀티터치

1920 x 1080

산업용 컴퓨터에 대한 기술 사양 , 인증 및 환경 사양은 Industrial Computers and Monitors Specifications Technical Data( 산업용
컴퓨터 및 모니터 사양 기술 데이터)(IC-TD001)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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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모니터
산업용 모니터는 극한 산업 환경에 사용 가능한 최신 LCD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러
한 모니터를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디스플레이 없는 컴퓨터와 결합하면 강력한 비
쥬얼라이제이션, 유지보수, 제어 또는 정보 컴퓨팅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
•

고성능 모니터는 열 , 충격 , 진동으로부터 뛰어난 보호 기능을 제공하므로
UL Class I Division II, 식품 및 음료 영역과 같은 특수한 용도의 환경에 이상적
입니다 . 완전한 시스템 솔루션을 위해서는 6181X 위험 환경용 컴퓨터와 함
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성능 모니터

표준 모니터

표준 모니터는 제어실과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이 모니터에는 케이블 및 전원 공급장치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산업용 컴퓨터 및 모니터에 대한 기술 사양, 인증 및 환경 사양은 Industrial
Computers and Monitors Specifications Technical Data(산업용 컴퓨터 및 모니터 사
양 기술 데이터)(IC-TD001)를 참조하십시오.
터미널 선정 — 6176M 표준 모니터
모델

카탈로그 넘버

디스플레이 크기

6176M-15PN
1550M

판넬

6176M-15PT

15인치

6176M-15VN

TFT LCD 디스플레이
VESA

6176M-15VT
6176M-17PN
1750M

판넬

6176M-17PT

17인치

6176M-17VN

TFT LCD 디스플레이
VESA

6176M-17VT
6176M-19PN
1950M

판넬

6176M-19PT

19인치

6176M-19VN

TFT LCD 디스플레이

6176M-19VT

마운팅

VESA

저항막식
터치 스크린

X
X
X
X
X
X

베젤

알루미늄

플라스틱

알루미늄

플라스틱

알루미늄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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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선정 — 6186M 고성능 모니터
모델

1200M

카탈로그 넘버

6186M-12PN
6186M-12PT

디스플레이 크기

마운팅

저항막식 터
치 스크린

12.1인치
TFT LCD 디스플레이

X

6186M-15PN
1500M

6186M-15PT
6186M-15PNSS
6186M-15PTSS

1700M

6186M-17PT
6186M-17PNSS

X
판넬

17인치

X

X

6186M-19PN
1900M

6186M-19PNSS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TFT LCD 디스플레이

6186M-17PTSS

6186M-19PT

알루미늄

X

15인치
TFT LCD 디스플레이

6186M-17PN

베젤

19인치

X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TFT LCD 디스플레이

6186M-19PTSS

X

스테인리스

이 터미널에 사용 가능한 액세서리에 대한 정보는 7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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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컴퓨터 액세서리

VersaView 5000 컴퓨터 및 VersaView 5100 모니터
다음 표는 VersaView® 5000 컴퓨터 및 VersaView 5100 모니터용 액세서리를 나열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
카탈로그 넘버

6200V-MPS4

설명

사용처

90W 외부 AC 또는 DC 전원 공급장치

VersaView 5100 모니터
VersaView 5200 소형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
VersaView 5200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
VersaView 5400 소형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
VersaView 5400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

장착 하드웨어
카탈로그 넘버

설명

6200V-MCLPS4

교체 장착 클립(14)

6200V-BXDIN

DIN 레일 마운팅 브래켓 키트

6200V-BXWALL

벽면 장착용 브래킷 키트

6200V-BXMACH

장비 장착용 브래킷 키트

6200V-BXLGCY

6155R 레거시 장착용 브래킷 키트

6200V-BXVESA

VESA 장착용 브래킷 키트

사용처

VersaView 5100 모니터
VersaView 5200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
VersaView 5400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

VersaView 5200 소형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
VersaView 5400 소형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

케이블
카탈로그 넘버

설명

6200V-DPCBL2M

DisplayPort 케이블, 2 m(6.5 피트)

사용처

6200V-DVICBL2M

DVI 케이블, 2 m(6.5 피트)

6200V-VGACBL2M

VGA 케이블, 2 m(6.5 피트)

6200V-USBCBL2M

USB 케이블, 2 m(6.5 피트)

VersaView 5100 모니터
VersaView 5200 소형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
VersaView 5200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
VersaView 5400 소형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
VersaView 5400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

어댑터
카탈로그 넘버

설명

6189V-DVIVGA

DVI-I - VGA 어댑터

6200V-DPVGA2

DisplayPort - VGA 어댑터

6200V-DPDVI2

DisplayPort - DVI 어댑터

사용처

VersaView 5100 모니터
VersaView 5200 소형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
VersaView 5200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
VersaView 5400 소형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
VersaView 5400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

하우징 키트
카탈로그 넘버

6200V-DCCONN

설명

사용처

DC 전원 커넥터 하우징 키트

VersaView 5100 모니터
VersaView 5200 소형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
VersaView 5200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
VersaView 5400 소형 비 디스플레이 컴퓨터
VersaView 5400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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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
다음 표는 6181P 통합 디스플레이 컴퓨터용 액세서리의 목록입니다.
저장 드라이브
카탈로그 넘버

설명

6189V-CFSSD8GB

CompactFlash 8 GB SSD

6189V-CFSSD16GB

CompactFlash 16 GB SSD

6189V-6181TRAY

빈 2.5인치 HDD 트레이

6189V-6181HDD100GB

HDD 트레이에 장착된 교체용 2.5인치100 GB HDD

6189V-6181SSD32GB

SSD 트레이에 장착된 교체용 2.5인치 32 GB SLC SSD

6189V-6181SSD64GB

SSD 트레이에 장착된 교체용 2.5인치 64 GB SLC SSD

6189V-6181SSD256GB

SSD 트레이에 장착된 교체용 2.5인치 256 GB MLC SSD

사용처

6181P (Series F)

메모리 모듈
사용처

카탈로그 넘버

설명

6189V-8GSODDR3

교체용 DDR3 메모리 2 x 4 GB SO-DIMM

6189V-16GSODDR3

업그레이드 DDR3 메모리 2 x 8 GB SO-DIMM

6181P (Series F)

추가 카드 및 모듈
사용처

카탈로그 넘버

설명

6189V-PCIENET

Ethernet PCI 카드, 10/100/1000Mbps

6189V-EXTPCI2

PCIe 슬롯 확장 키트 : 확장된 후면 판넬
및 총 3개의 라이저 카드 포함:
• 1 PCIe 4x 및 1 PCI
• 2 PCIe 4x
• 2 PCI

6189V-PCIR

6181P (Series F)

PCIe 슬롯 레거시 키트: 1 PCI용 라이저
카드

전원 공급 장치
카탈로그 넘버

설명

6189V-PSU6181DC

교체용 DC 전원 공급장치

6181P (Series F)(1)

6189V- PSU6181AC

교체용 AC 전원 공급장치

6181P (Series F)(2)

사용처

(1) DC 장치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2) AC 장치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스크린 보호 커버
카탈로그 넘버

수량

설명

6189V-SCRNCOVER12

사용처

6181P/F, 6181P (Series F)

6189V-SCRNCOVER15

스크린 보호 커버

10

6189V-SCRNCOVER17

6181P/F, 6181P (Series F)(1)
6181P/F, 6181P (Series F)

(1) 16:9 와이드 스크린 모델 제외.

장착 하드웨어
카탈로그 넘버

설명

6189V-MCLPS3

14 교체용 마운팅 클립

6189V-BOOKBRKT

디스플레이가 없는 모델용
북쉘프 브래킷

70

사용처

6181P (Series F)
6181P Non-Display (Serie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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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카탈로그 넘버

설명

6189V-DVICBL2

디지털 비디오 케이블, 2m

6189V-DVICBL5

디지털 비디오 케이블, 5m

사용처

6181P (Series F)

산업용 키보드 및 포인팅 장치
카탈로그 넘버

설명

재질

6189V-HPMOUSE

PS/2™ 데스크톱 마우스, 3개 버튼

스테인리스

6189V-HPMOUSEP

PS/2 판넬 마운팅 마우스, 3개 버튼

6189V-KBDEPS1

PS/2 데스크톱 키보드/마우스, 116키

6189V-KBPEPS1

PS/2 판넬 마운팅 키보드 마우스, 116키

6189V-KBDEPC1U

USB 데스크톱 키보드/마우스, 116키

폴리카보네이트

카탈로그 넘버

설명

사용처

6189V-DPDVI

DVI-D 어댑터에 대한 디스플레이 포트

6189V-DPVGA

VGA 어댑터에 대한 디스플레이 포트

사용처

6181P (Series F)

어댑터

6181P (Series F)

교체 부품
카탈로그 넘버

설명

사용처

6189V-ODD

교체 및 업그레이드 키트 - CD/DVD

6189V-USBKEY

전면 USB 포트용 키

6189V-ACCESSBOX6181

액세서리 박스 교체

6181P (Serie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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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환경용 컴퓨터
다음 표는 위험 환경용 컴퓨터용 액세서리의 목록입니다.
메모리 모듈
카탈로그 넘버

설명

6189X-8GDDR3

8 GB DDR3 메모리

6189X-16GDDR3

16 GB DDR3 메모리

6189X-4GDDR2

4GB DDR2 메모리

사용처

6181X-Series H
6181X-Series F/G

장착 하드웨어
카탈로그 넘버

설명

6189X-MCLPS

장착 클립

수량

10

저장 드라이브
카탈로그 넘버

설명

6189X-128GBSSD

128 GB SSD

6189X-256GBSSD

256 GB SSD

6189V-CFSSD8GB

CompactFlash 8 GB SSD

6189V-CFSSD16GB

CompactFlash 16 GB SSD

사용처

6181X-Series H

6181X-Series F/G

디스플레이가 없는 컴퓨터
다음 표는 디스플레이가 없는 6177R 컴퓨터용 액세서리의 목록입니다.
저장 드라이브
카탈로그 넘버

설명

6189V-35HDD500GB

3.5인치 500 GB SATA 하드 디스크

6189V-35HDDTRAY

사용처

드라이브

750R, 1450R (6177R Series C)

빈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트레이

메모리 모듈
카탈로그 넘버

설명

6189V-4GDDR3

4 GB DDR3 메모리

사용처

750R, 1450R (6177R Series C)

추가 카드 및 모듈
카탈로그 넘버

설명

6189V-PCIENET

Ethernet PCI 카드, 10/100/1000Mbps

6189V-PCIBARMM

I/0 카드 고정 브래킷

6177R 장치 마운트

6189V-PCIBARRM

I/0 카드 고정 브래킷

6177R 랙 마운트

72

사용처

6177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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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하드웨어
카탈로그 넘버

설명

6189V-RACKSLIDES

컴퓨터를 랙 캐비닛에 설치하기
위한 랙슬라이드

사용처

6177R 랙 마운트

케이블
카탈로그 넘버

설명

6189V-DVIVGA

DVI-I - VGA 어댑터

사용처

6177R

산업용 키보드 및 포인팅 장치
카탈로그 넘버

설명

재질

6189V-HPMOUSE

PS/2 데스크톱 마우스, 3개 버튼

스테인리스

6189V-HPMOUSEP

PS/2 판넬 마운팅 마우스, 3개 버튼

6189V-KBDEPS1

PS/2 데스크톱 키보드/마우스, 116키

6189V-KBPEPS1

PS/2 판넬 마운팅 키보드 마우스, 116키

6189V-KBDEPC1U

USB 데스크톱 키보드/마우스, 116키

사용처

6177R

폴리카보네이트

산업용 모니터
다음 표는 6176M 및 6186M 산업용 모니터용 액세서리의 목록입니다.
전원 공급 장치
카탈로그 넘버

설명

6189V-MPS3

AC-DC 전원 어댑터

사용처

6176M, 6186M

스크린 보호 커버
카탈로그 넘버

설명

수량

사용처

6189V-SCRNCOVER12

6186M-12

6189V-SCRNCOVER15
10

스크린 보호 커버

6189V-SCRNCOVER17

6176M-15,
6186M-15
6176M-17,
6186M-17

장착 하드웨어
카탈로그 넘버

6189V-MCLPS2
6189V-MCLPS3

설명

수량
장착 클립

사용처

12

6176M

14

618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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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카탈로그 넘버

설명

6189V-DVICBL2

디지털 비디오 케이블, 2m

6189V-DVICBL5

디지털 비디오 케이블, 5m

6189V-TCHCBL2

시리얼 터치 스크린 케이블, 2m

6189V-VGACBL2

아날로그 VGA 비디오 케이블, 1.8m

6189V-USBCBL2

USB 터치 스크린 케이블, 1.8m

사용처

6176M, 6186M

운영 체제 업그레이드
카탈로그 넘버

설명

6189V-WIN10UPG

Windows 10 IoT Enterprise LTSB (64비트) 업

사용처

그레이드 라이센스

74

6181P - Series F 전용
6177R - Series C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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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I 소프트웨어
ThinManager 소프트웨어
ThinManager®는 안전한 집중식 설정과 모든 PC, 신 클라이언트, 모바일 장치 및 사용자로 어플리케이션 및 컨텐츠 배치를 가능하
도록 해주는 자동화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ThinManager는 모든 장치와 사용자의 관리 업무를 간소화함
으로써 유지보수 및 가동 중단 시간을 줄여주는 강력한 비쥬얼라이제이션 및 인증 기능으로 안전성과 보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 ThinManager 의 내장 모빌리티 솔루션인 Relevance® 를 통해 모바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이 솔루션은 어플리케이션과
컨텐츠를 생산 시설 내의 특정 위치로 안전하게 전송하는 유일한 위치 기반 모바일 관리 플랫폼으로서 다른 회사는 제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FactoryTalk HMI 소프트웨어
FactoryTalk View Machine Edition, FactoryTalk View Site Edition, FactoryTalk ViewPoint 및 FactoryTalk View Studio 를 비롯한
FactoryTalk View 효율관리 및 시각화 HMI 소프트웨어는 공통적인 모양, 느낌 및 탐색 기능을 갖추고 있어 HMI 개발 및 교육 시간
을 단축시켜 줍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통합 아키텍처 플랫폼을 지원하는 FactoryTalk View 소프트웨어는 모니터링 및 제어 솔루션의 확장 가능
한 통합 제품군의 구성 요소이며 네트워크에 걸쳐 관리자 수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Machine-level 어플리케이션을 확장하도
록 설계되었습니다. HMI 소프트웨어 제품군은 공통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재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
할 뿐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반면 작업 비용은 낮추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아키텍처도 제공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 하드웨어와 해당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사용한다면 업계의 선두업체에서 지원하는 보편적인 어플리케
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HMI 소프트웨어의 전체 목록은 http://www.rockwellautomation.com/rockwellsoftware
를 방문하십시오.

FactoryTalk View Machine Edition 소프트웨어
FactoryTalk View Machine Edition(ME)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는 개방형 및 내장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솔루션을 통해 개별 기계 또는 소규모 프로세스를 쉽게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이 소프트웨어는 Microsoft Windows 8.1, 7, XP, Server 및 Embedded Compact
솔루션을 비롯한 다수의 플랫폼에 걸쳐 일관적인 작업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
Factory Talk View ME 소프트웨어는 디자인 및 런타임 환경으로 구성됩니다.
FactoryTalk View Studio 소프트웨어
FactoryTalk View Studio 소프트웨어는 그래픽 디스플레이 , 트렌드 , 알람 및 실시간 애니메
이션 등을 비롯한 HMI 어플리케이션을 작성 및 테스트하기 위한 설계 환경입니다. 런타임
파일은 PanelView™ Plus 터미널 또는 산업용 컴퓨터에서 실행하도록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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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yTalk View ME Station
FactoryTalk View ME Station은 HMI 어플리케이션용 런타임 환경입니다. FactoryTalk View ME Station은 PanelView Plus 터미널에
자동으로 설치되고 활성화됩니다. 산업용 컴퓨터에서 HMI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FactoryTalk View ME Station 활성화가 필
요합니다.
FactoryTalk View ME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태에 대해 작업자에게 경고
• 사용자의 액세스를 특정 디스플레이로 제한하는 보안 기능
• 기계 또는 프로세스 레시피 관리용 RecipePlus
• 런타임 어플리케이션당 최대 20개 언어까지 런타임 언어 전환 지원(1)
• 전역 및 미리 정의된 객체를 통해 시간 및 메모리 절약 가능
• RSLogix 5000® and Studio 5000 Logix Designer® 프로세스 페이스플레이트
• 런타임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 어플리케이션으로 변환하는 기능
• 디스플레이 재사용과 디자인 효율성을 촉진하도록 전달되는 파라미터

FactoryTalk View Site Edition 소프트웨어
FactoryTalk® View Site Edition(SE) 은 SE 분산 서버 / 다중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을 모
니터링하고 제어하기 위한 관리자 수준의 HMI 소프트웨어입니다 . 운영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엔지니어링, 유지 보수, 운영 및 생산 정
보 기술(IT) 등을 비롯한 여러 이해 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FactoryTalk View SE 는 독립형 HMI 시스템부터 분산 비쥬얼라이제이션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단일 소프트웨어 패키지에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능을 제공합
니다 . 로크웰 오토메이션 고객이 지난 몇 년간 경험해온 것처럼 FactoryTalk View
SE를 사용하면 이동성, 가상화 및 기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프로세스, 배
치 및 이산 애플리케이션에서 HMI 문제점을 해결하며 필요한 곳에서는 언제나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FactoryTalk View SE 어플리케이션은 FactoryTalk View Studio 디자인 환경에서 작성되고 테스트됩니다.
• 다른 FactoryTalk 지원 제품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유연하게 통합됩니다 . FactoryTalk 서비스 플랫폼은 여러 제품에 걸쳐
보안, 알람 및 진단과 같은 공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FactoryTalk Live Data를 사용하고 로크웰 오토메이션 컨트롤러와 최고 수준으로 연결함으로써 공장의 통신을 최적화합
니다.
• HMI 태그를 작성할 필요 없이 컨트롤러 내에서 직접 태그 정보에 액세스합니다.
• 원격 다중 사용자 구성 기능을 통해 네트워크 어디에서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고 실행 중인 시스템을 쉽게 변
경할 수 있습니다.
•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정의하고 분산 시스템 전체에서 해당 디스플레이를 참조합니다.
• 중앙 로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자에 대한 감사 추적과 알람 정보를 제공합니다.
• 클라이언트 측의 VBA와 노출된 그래픽 객체 모델을 사용하여 작업자 환경을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그래픽을 온라인으로 만들고 편집하는 기능과 선택적인 서버 이중화를 통해 시스템 가용성을 최대화합니다.
• 새로운 트렌딩 툴인 TrendPro는 작업자가 내장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툴은 FactoryTalk View SE 데이터 로그, FactoryTalk Live Data 및 FactoryTalk Historian 데이터 등과 같이 액세스가 어려웠
던 다양한 출처에서 가져온 맥락화된 생산 정보를 보여줍니다 . 최신 릴리스는 작업자가 트렌드를 가장 중요한 곳으로
가져올 수 있는 간편한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제공합니다.
• 개발자는 최신 태그 확장 속성을 사용해서 태그 설명, 엔지니어링 단위, 그리고 컨트롤러의 최소/최대 설정을 직접 액세
스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중복 오류가 줄어들고 효율적인 설계 프로세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최신 태그 확
장 속성을 사용하면 언어를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에게 HMI 내에서 언어 문자열을 프로그래밍하도록 요
구하는 대신, 컨트롤러에서 변환된 컨텐츠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설계 시간이 줄어듭니다.
• 최신 레시피 관리자는 한 번에 복수의 장비 파라미터를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는 간편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
RecipePro+ 편집기는 레시피 파일을 작성 및 편집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파일 가져오
기 및 내보내기를 제공합니다. HMI SCADA를 현대화하려는 로크웰 소프트웨어 RSView 32 사용자의 경우, RecipePro+를
사용하면 FactoryTalk View SE 소프트웨어로 효율적인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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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은 최대 40개의 언어를 지원할 수 있지만, 런타임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단 20개의 언어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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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yTalk View Studio 소프트웨어
FactoryTalk View Machine Edition 및 FactoryTalk View Site Edition 은 어플리케이션
작 성 에 FactoryTalk View Studio 라고 하는 공통적인 설계 환경을 공유합니다 .
FactoryTalk View Studio 의 프로젝트를 편집하고 재사용하는 기능은 내장형
Machine-level과 관리자 수준의 HMI 시스템 간에 원활한 이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FactoryTalk View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품군의 모든 제품은 확장 가능하며 통합된
단일 아키텍처에 기반합니다 .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전체 Machine-level 어플리
케이션을 관리자 수준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져오거나 개별 컴포넌트를 관리자 프
로젝트 안으로 끌어올 수 있으므로, 개발 시간을 절약하고 엔지니어링 및 교육 비
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PanelBuilder® 32(PanelView ™ 어플리케이션을 FactoryTalk View ME 소프트웨어로 가져오고 RSView® 32 어플리케이션을
FactoryTalk View SE 소프트웨어로 가져와서 현재 HMI 투자 비용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FactoryTalk View Studio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한 위치에서 단일 사용자 스테이션을 구성하거나 전체 분산형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합니다.
• 논리 계층 구조에서 직접 컨트롤러 태그 및 HMI 태그를 나타내는 태그 브라우저를 통해 시스템 어디에서든 OPC 서버에
서 태그에 액세스합니다.
• RSLinx® 및 FactoryTalk View SE 서버를 원격으로 구성합니다.
• 완전한 기능을 갖춘 그래픽 편집기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를 만듭니다.
• 여러 언어로 디스플레이 테스트를 정의하여 사용자가 런타임에 언어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전 엔지니어링된 페이스플레이트를 사용하여 Logix 컨트롤러의 프로세스 제어 기능과 상호 작용합니다.

FactoryTalk ViewPoint 소프트웨어
FactoryTalk View SE 소프트웨어 및 PanelView Plus 6 또는 7 터미널의 애 드온인
FactoryTalk ViewPoint 소프트웨어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웹 브라우저에서 공장 또는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공장 관리자, 감독관, OEM, 시스
템 통합업체 및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는 이제 실제로 어느 위치에서든 공장 작업에
액세스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씬 클라이언트(Thin-client) 구성이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의미이며 , 총 소유 비용을 낮추는
데 유용합니다.

•
•
•
•
•
•
•

사무실, 집 또는 이동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하게 확장 가능한 생생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로그인함으로써 공장 운영을 실시간으로 보고 제어할 수 있는 읽기 및 쓰기 권한을 관리자, 장
비제조업체 및 시스템 통합자에게 부여합니다.
표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실시간 정보에 빠르게 액세스합니다.
다양한 브라우저와 클라이언트 기기를 지원하므로 유연성이 높습니다.

FactoryTalk View 프로젝트를 어플리케이션 변경 없이 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객의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HMI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진단하고, 원격 지원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노동 인구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 FactoryTalk ViewPoint 모바일 HMI 소프트웨어는 버전
9.0에서 한층 향상된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이제 작업자는 모바일 장치의 알람 통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보관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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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비교
기술
고객 요구 사항

FactoryTalk View Site Edition (SE)

FactoryTalk View Machine Edition(ME)

• Windows 8.1 Professional
• Windows 8.1 Enterprise
• Windows 8 Professional
• Windows 8 Enterprise

운영 체제(32비트)

• Windows 7 Professional 또는 Professional SP1 모두 지원
• Windows Server 2008 Standard SP2 및 2008 R2 Standard SP2 지원
• Windows XP Professional SP3
• Windows Server 2003 R2 Standard SP2
• Windows 10 Professional
Windows 10 Enterprise
Windows 8.1 Professional
• Windows 8.1 Enterprise
• Windows 8 Professional
• Windows 8 Enterprise
• Windows 7 Professional SP1
• Windows 7 Enterprise SP1
• Windows 7 Ultimate SP1
•Windows Server 2016
Windows Server 2012 Standard
• Windows Server 2012 R2 Standard
• Windows Server 2008 Standard SP2

운영 체제(64비트)

• Windows Server 2008 R2 Enterprise SP1 또는 2008 Server R2 Standard SP1
XP Professional 32비트 SP3만 지원하고, 64비트는 지원하지 않음
• Windows Server 2008 R2 Standard SP1
X

내장형 플랫폼

Windows 도메인 보안
OPC/ActiveX

X

X

X

X

FactoryTalk 지원

X

X

서버 측 VBA

X

클라이언트 측 VBA

아키텍처:
고객 요구 사항

FactoryTalk View Site Edition

1차 어플리케이션

관리자 수준 : 단일 스테이션 또는 장비 수준: 단일 스테이션
단일 서버, 다중 클라이언트

FactoryTalk View Machine Edition

태그 기반 HMI

X

X

직접 참조

X

X

네트워크
(분산형)
최대 서버/클라이언트 수

로컬

10/50

FactoryTalk ViewPoint

X

씬 클라이언트(터미널 서비스)

X

다중 사용자 개발

X

런타임의 원격 구성

X

이중화 - 데이터 서버

X

이중화 - HMI 서버

X

X

X(1)

(1) PanelView™ Plus 6 및 PanelView™ Plus 7 터미널에서만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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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고객 요구 사항
애니메이션

(1)

알람

데이터 로깅

FactoryTalk View Site Edition

FactoryTalk View Machine Edition

및 터치

터치 애니메이션 없음

•
•
•
•
•

• 태그 기반(컨트롤러에서)
• 알람 로그

FactoryTalk Alarms and Events
HMI 알람
디지털 및 아날로그
정의된 알람 심각도
알람 로그

• 프로젝트당 20 개의 데이터 로그 • 프로젝트당 1 개의 데이터 로그
모델

트렌드 버전

Security(보안)

모델

• 각각 최대 10,000개 태그 보유
• 최대 100개의 태그 지원
• ODBC 또는 독점 데이터베이스에 • 최대 1,000 K 레코드
로깅
• dbf로 내보내기
• TrendX 4.0
• TrendX 4.0 하위 집합
• TrendPro
• 태그 , 그래픽 디스플레이 , 매크 • 디스플레이 기반
로, 명령, OLE 객체에 할당되는
• 로컬 또는 Windows 보안
보안

• 로컬 또는 Windows 보안
기타 기능

• 매크로 테스트 실행
• 파생된 태그
• 이벤트 감지기

• 매크로 테스트 실행
• 파생된 태그
• S/BTest RunMacrosDerived 태그

가격 모델

• 디스플레이 기반 가격 책정
• 여러 수준 제공

• PanelView Plus 6 또는 디스플레이 기
반 가격에 포함됨

• FactoryTalk View ME Station 에 대해 여
러 수준 제공
(1) 표시, 색상, 채우기, 가로 및 세로 위치, 너비, 높이, 회전, 가로 및 세로 슬라이더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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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5000 View Designer HMI 소프트웨어
Studio 5000 View Designer® 는 PanelView 5500 작 업자 인터페이스 터미널용 개발 환경이며 , Studio 5000 Automation
Engineering and Design Environment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통합 환경은 엔지니어가 설정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해서
전체 자동화 설계 시스템에 걸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PanelView 5500을 Studio 5000®과 통합함으로써 최신 어플리케이션
을 보다 간편하게 구축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보다 신속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ControlLogix® 컨트롤러에 Studio 5000 View Designer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고급 통합이 가능하게 됩니다.
• PanelView 5500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Logix 기반 알람 HMI 어플리케이션에서 알람 설정이 필요 없음
• 설계 시간을 줄이고 일관성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도록 사전 설정된 시스템 배너, 알람 요약 및 진단 디스플레이
• 장비의 조그(Jog) 어플리케이션에 신속한 응답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고속 HMI 버튼
• 더욱 풍부한 컨텍스트의 개발을 돕는 Logix 태그 확장 자산 지원 기능
• 구성 시간을 줄여주는 간편한 View Designer 환경
• 객체 및 화면을 모든 터미널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하는 확장형 벡터 그래픽
• 애니메이션이 내장된 그래픽 요소의 검색형 툴박스를 사용함으로써 설정 간소화
• 맞춤형 재사용 가능 애드온 그래픽 생성을 통한 더욱 효율적인 애플리케이션 구축
• 언어 전환 기능이 있는 다국어 지원을 통해 PanelView 5500에서 언어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사용자 요구
지원

운영 체제 및 Service Pack 호환성
이 버전의 Studio 5000 View Designer 어플리케이션은 다음 운영 체제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
•
•

Microsoft® Windows® 7 Professional (64비트), Service Pack 1
Microsoft 7 Home Premium (32비트), Service Pack 1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 Standard Edition, Service Pack 1

•
•
•
•

Microsoft Windows 8 Professional (64비트)
Microsoft Windows 8.1 Professional (64비트)
Windows 10 Professional
Windows 10 Enterprise

•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Standard Edition (Windows 8의 서버 버전)
참고: 여러 터치형 장치에서 Windows 8 및 Windows 8.1 운영 체제가 실행하는 동안, 다양한 버전의 View Designer
어플리케이션에서 터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은 터치로 작동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프
트웨어는 키보드와 마우스로만 테스트되었습니다.

이 버전의 Studio 5000 View Designer 어플리케이션은 다음 운영 체제의 기타 모든 버전 및 서비스 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테스트되지 않았습니다.
• Microsoft Windows 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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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
Microsoft Windows 8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Windows Serv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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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선정
이 섹션의 표는 사용 가능한 HMI 소프트웨어에 대한 카탈로그 번호와 설명을 제공합니다.

ThinManager 소프트웨어
표에는 ThinManager 소프트웨어의 사용 가능한 구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ThinManager 소프트웨어
카탈로그 넘버

설명

9541-TM-005-XLR

ThinManager 5 Pack S/W

9541-TM-010-XLR

ThinManager 10 Pack S/W

9541-TM-025-XLR

ThinManager 25 Pack S/W

9541-TMM-005-XLR

ThinManager 5 Mirrored Pack S/W

9541-TMM-010-XLR

ThinManager 10 Mirrored Pack S/W

9541-TMM-025-XLR

ThinManager 25 Mirrored Pack S/W

9541-TMR-005-XLR

ThinManager 5 Redun Pack S/W

9541-TMR-010-XLR

ThinManager 10 Redun Pack S/W

9541-TMR-025-XLR

ThinManager 25 Redun Pack S/W

9541-TM-025-MPXLR

ThinManager 25 Muni-Pack S/W

9541-TMR-025-MPXLR

ThinManager 25 Redun Muni-Pack S/W

FactoryTalk HMI 소프트웨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에서 xx 를 영어의 경우 EN, 독일어의 경우 DE, 프랑스어의 경우 FR, 일본어의 경우 JP,
중국어의 경우 ZH로 교체하십시오.

FactoryTalk View Machine Edition(ME) 소프트웨어
카탈로그 넘버

설명

9701-VWSTMxxE

웨어.

ME(Machine Edition)용 FactoryTalk View Studio - 장비 수준 HM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성 소프트
FactoryTalk View Machine Edition에는 RSLinx Enterprise 및 KEPServer Enterprise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에서 xx 를 영어의 경우 EN, 독일어의 경우 DE, 프랑스어의 경우 FR, 일본어의 경우 JP,
중국어의 경우 ZH로 교체하십시오.

FactoryTalk View Machine Edition(ME) Station
카탈로그 넘버

설명 (1) (2)

9701-VWMR015AxxE

FactoryTalk View ME Station Runtime 15 디스플레이

9701-VWMR030AxxE

FactoryTalk View ME Station Runtime 30 디스플레이

9701-VWMR075AxxE

FactoryTalk View ME Station Runtime 75 디스플레이

9701-VWMR250AxxE

FactoryTalk View ME Station Runtime 250 디스플레이 RS-232 작동 케이블, 9핀 D 셸 - 8핀 미니 DIN

(1) FactoryTalk View Machine Edition Station은 FactoryTalk View Studio 소프트웨어로 작성된 FactoryTalk View ME 프로젝트가 Windows 운영 체제의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런타임 환경입니다.
(2) 모든 PanelView Plus 6 또는 PanelView Plus 7 터미널에는 FactoryTalk View ME Station Runtime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려면 카탈로그 넘버에서 xx 를 영어의 경우 EN, 독일어의 경우 DE, 프랑스어의 경우 FR, 일본어의 경우 JP,
중국어의 경우 ZH로 교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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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yTalk View Site Edition(SE) 소프트웨어
카탈로그 넘버

설명(1)

9701-VWSTxxE

FactoryTalk View Enterprise용 FactoryTalk View Studio - 장비 수준 및 관리자 수준 HM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테스트하기 위해 사
용하는 설정 소프트웨어.

9701-VWSCWAxxE

FactoryTalk View SE Client - FactoryTalk View SE Server를 보고 상호 작용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2)

9701-VWSCRAxxE

FactoryTalk View SE View Client - 읽기 전용 기능을 제공합니다.

9701-VWSB015AxxE

FactoryTalk View SE Station(15 디스플레이)

9701-VWSB025AxxE

FactoryTalk View SE Station(25 디스플레이)

9701-VWSB100AxxE

FactoryTalk View SE Station(100 디스플레이)

9701-VWSB250AxxE

FactoryTalk View SE Station(250 디스플레이)

9701-VWSB000AxxE

FactoryTalk View SE Station(무제한 디스플레이)

9701-VWSS025LxxE

FactoryTalk View SE Server 25 디스플레이(RSLinx® Enterprise 포함)

9701-VWSS100LxxE

FactoryTalk View SE Server 100 디스플레이(RSLinx Enterprise 포함)

9701-VWSS250LxxE

FactoryTalk View SE Server 250 디스플레이(RSLinx Enterprise 포함)

9701-VWSS000LxxE

FactoryTalk View SE Server 무제한 디스플레이(RSLinx Enterprise 포함)

(1) FactoryTalk View Station 및 FactoryTalk View SE Server는 RSLinx Enterprise 및 RSLinx Classic 소프트웨어 버전 3.70을 포함합니다.
(2) FactoryTalk View SE Server는 HMI 프로젝트 컴포넌트 및 서버를 클라이언트(예: 그래픽 디스플레이)에 저장합니다.

FactoryTalk ViewPoint 소프트웨어
카탈로그 넘버(1)

설명(2)

9522-VWP01RENE

FactoryTalk ViewPoint 1-클라이언트 시스템

9522-VWP03RENE

FactoryTalk ViewPoint 3-클라이언트 시스템

9522-VWP05RENE

FactoryTalk ViewPoint 5-클라이언트 시스템

9522-VWP10RENE

FactoryTalk ViewPoint 10-클라이언트 시스템

9522-VWP25RENE

FactoryTalk ViewPoint 25-클라이언트 시스템

9522-VWP50RENE

FactoryTalk ViewPoint 50-클라이언트 시스템

(1) FactoryTalk ViewPoint 소프트웨어와 FactoryTalk View SE 네트워크 또는 로컬 어플리케이션을 함께 사용하려면 해당 카탈로그 번호를 주문하십시오.
(2) PanelView Plus 6 또는 PanelView Plus 7 터미널을 구입하면 FactoryTalk ViewPoint 서버와 1개의 클라이언트 액세스 라이센스가 포함됩니다. PanelView Plus 6 또는 PanelView Plus 7 터미
널에 FactoryTalk ViewPoint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다른 카탈로그 넘버가 필요 없습니다.

타사 연결 기능
카탈로그 넘버

설명

9301-OPCSRVENE

KEPServer Enterprise FactoryTalk View Site Edition 및 FactoryTalk View Machine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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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5000 View Designer HMI 소프트웨어
표는 사용 가능한 Studio 5000 View Designer 소프트웨어에 대해 설명합니다.

Studio 5000 HMI 소프트웨어
카탈로그 넘버

설명

9324-RLD200ENE

ESD - Studio 5000 Mini, 영어

9324-RLD200ENM

MEDIA - Studio 5000 Mini, 영어

9324-RLD250ENE

ESD - Studio 5000 Lite Edition, 영어

9324-RLD250ENM

MEDIA - Studio 5000 Lite Edition, 영어

9324-RLD300ENE

ESD - Studio 5000 Standard, 영어

9324-RLD300ENM

MEDIA - Studio 5000 Standard, 영어

9324-RLD600ENE

ESD - Studio 5000 Full Edition, 영어

9324-RLD600ENM

MEDIA - Studio 5000 Full Edition, 영어

9324-RLD700NXENE

ESD - Studio 5000 Professional Edition, 영어

9324-RLD700NXENM

MEDIA - Studio 5000 Professional Edition,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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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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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ization Solution

참고 자료
아래의 추가 자료에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관련 제품과 관련된 추가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료

설명

PanelView 5500 Terminal Specifications 기술 데이터(2715-TD001)

PanelView 5500 터미널에 대한 기술 사양 , 인증서 및 환경 사양 등을 제공
합니다.

PanelView Plus 7 Performance Terminals 기술 데이터(2711P-TD009)

PanelView Plus 7 Performance 터미널에 대한 기술 사양 , 인증서 및 환경 사양
등을 제공합니다.

PanelView Plus 7 Standard Terminals 기술 데이터(2711P-TD008)

PanelView Plus 7 Standard 터미널에 대한 기술 사양 , 인증서 및 환경 사양 등
을 제공합니다.

PanelView Plus 6 Specifications 기술 데이터(2711P-TD005)

PanelView Plus 6 터미널에 대한 기술 사양 , 인증서 및 환경 사양 등을 제공
합니다.

MobileView Tethered Operator Terminals 기술 데이터(2711T-TD001)

MobileView Tethered 작업자 터미널에 대한 기술 사양 , 인증서 및 환경 사양
등을 제공합니다.

PanelView 800 Terminals 기술 데이터(2711R-TD001)

PanelView 800 터미널에 대한 기술 사양, 인증서 및 환경 사양 등을 제공합
니다.

Industrial Computer and Monitor Specifications 기술 데이터(IC-TD001)

산업용 컴퓨터 및 모니터에 대한 기술 사양 , 인증서 및 환경 사양 등을
제공합니다.

PanelView Plus 6 Terminals to PanelView Plus 7 Terminals Catalog Number Conversions
(2711P-AP0d04)

PanelView Plus 6 터미널을 차세대 터미널인 PanelView Plus 7 Performance 터미널
과 PanelView Plus 7 Standard 터미널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
니다.

Industrial Automation Wiring and Grounding Guidelines( 1770-4.1)

로크웰 오토메이션 산업용 시스템의 설치 방법에 관한 일반 지침을 제
공합니다.

제품 인증 웹 사이트, rok.auto/certifications

제조자 적합성 선언, 인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literature-library/overview.page 에서 자료를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술 문서 인쇄본의 신청은 가까운 Allen-Bradley 대리점이나 로크웰 오토메이션 대리점으로 문의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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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
다음 리소스에서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 지원 센터

Knowledgebase 자료 , 이용 방법 동영상 , FAQ, 채팅, www.rockwellautomation.com/knowledgebase
사용자 포럼, 제품 알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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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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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상호작용 방식 , 기능 및 성능 , 관련 펌 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pcdc.page
웨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oduct Compatibility and Download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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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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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n-Bradley, Compact I /O, CompactLogix,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ControlLogix, DH+, E300, FactoryTalk, FLEX I/O, GuardLogix, Integrated Architecture, Kinetix,
LISTEN. THINK. SOLVE., Logix5000, Micro800, MicroLogix, MobileView, PLC-5, PanelBuilder, PanelView, PlantPAx, POINT I/O, PowerFlex, RSLinx, RSLogix 5000, RSView, Relevance,
Rockwell Automation, Rockwell Software, SLC, Stratix, Studio 5000, Studio 5000 Logix Designer, Studio 5000 View Designer, ThinManager 및 VersaView 등은 Rockwell Automation,
Inc.의 상표입니다.
CIP 및 EtherNet/IP 등은 ODVA, Inc.의 상표입니다.
Rockwell Automation, Inc.의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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