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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용자 정보

전자식  장비는 전기기계식  장비와는 작동 특성이 다릅니다 . 전자식 제어의  적용 ,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안전  지침 (Publication SGI-1.1, 가까운 로크웰 
오토메이션  대리점  또는 http://rockwellautomation.com/literature 에서  제공 ) 에서는 전자식  장비와 전기기계식  장비 간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이러한  차이점과 전자식 장비의  다양한 활용성으로  인해 장비  책임자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본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도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본 장비의  사용  또는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매뉴얼에 포함된  예제와 도표는  설명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특정 설치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와  요구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이러한  예제와 도표에 근거한 실제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본  매뉴얼에서  설명하는 정보 , 회로 ,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특허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서면  허가 없이 본  매뉴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본  매뉴얼에서는  안전을 위한  고려사항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사용합니다 .

Allen-Bradley, Rockwell Automation, Micro800, Micro810, Micro820, Micro830, Micro850,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FactoryTalk, PowerFlex, CompactBlock 및 TechConnect 는 Rockwell Automation, Inc. 의 
상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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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고
위험한 환경에서 폭발을 일으켜 부상 , 사망 , 재산 피해 또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또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
다 .

중 요 제품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 정보를 나타냅니다 .

주 의
부상 , 사망 , 재산 피해 또는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또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 주의는 위험을 식별 및 
회피하고 그 결과를 인지하도록 도와줍니다 .

감전  위험

이 라벨은 장비 (드라이브 , 모터 등 ) 표면 또는 내부에 부착되어 고전압이 흐르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

화상  위험

이 라벨은 장비 (드라이브 , 모터 등 ) 표면 또는 내부에 부착되어 표면 온도가 위험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in/sgi-in001_-en-p.pdf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


Micro800 컨트롤러 선정  

Micro800™ 컨트롤러는 저비용 독립형 장비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이 경제적인 소형 PLC 는 베이스에 내장된 I/O 접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다양한 모델에서 여러 요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icro800 제품군은 프로그래밍 환경 , 액세서리 및 
플러그인을 공유해 장비제조업체가 특정 기능을 위해 컨트롤러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Micro810™ 컨트롤러는 고전류 릴레이 출력이 있는 스마트 릴레이로 
작동하지만 , 마이크로 PLC 의 프로그래밍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 
Micro810 컨트롤러는 12 점 모델로 제공됩니다 .

Micro820™ 컨트롤러는 더 작은 독립형 장비와 원격 자동화 프로젝트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데이터 로그 작성과 레시피 관리를 위해 Ethernet 및 
시리얼 포트와 microSD™ 슬롯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이 컨트롤러는 
최대 2 개의 플러그인 모듈을 수용할 수 있는 20 점 모델로 제공됩니다 . 
또한 단순한 IP65 텍스트 디스플레이와 같이 IP 주소 및 기능의 손쉬운 
설정을 위해 Micro800 Remote LCD (2080-REMLCD) 모듈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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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cro800 PLC 제품 선정 가이드
Micro830™ 컨트롤러는 독립형 장비 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최대 5 개의 플러그인과 함께 유연한 통신 및 I/O 기능을 
제공하며 10, 16, 24, 48 점 모델로 제공됩니다 . 

Micro850™ 확장식 컨트롤러는 추가적인 디지털 및 아날로그 I/O 혹은 
고성능 아날로그 I/O 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최대 4 개의 확장 I/O 를 지원하며 10/100 Base-T 이더넷 포트를 통한 
추가적인 통신 연결 옵션이 포함됩니다 .

일부 Micro830 및 Micro850 컨트롤러는 내장 펄스열출력 (PTO) 을 통해 
기본 위치 결정 기능을 지원합니다 . 최대 6 개의 고속 카운터 (HSC) 를 
구성하고 9 개의 HSC 작동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HSC 는 
2080-LCxx-xxAWB 를 제외한 모든 Micro830 및 Micro850 카탈로그 
넘버에서 지원됩니다 . PTO 는 BB 나 VB 로 끝나는 Micro830 및 Micro850 
카탈로그 넘버에서만 지원됩니다 .

이 제품 선정 가이드는 사용자의 요건을 기준으로 올바른 컨트롤러 , 
확장 I/O 및 액세서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Micro800 컨트롤러 선정
(3페이지로 이동 )

Micro810 컨트롤러 선정
(9페이지로 이동 )

Micro800 플러그인 및 
액세서리 선정
(51페이지로 이동 )

1 2 3

Micro800 컨트롤러 선정

Micro850 컨트롤러 선정
(29페이지로 이동 )

Micro850 
확장 I/O 선정
(41페이지로 이동 )

4

Micro830 컨트롤러 선정
(19페이지로 이동 )

Micro820 컨트롤러 선정
(13페이지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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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800 PLC 제품 선정 가이드        3
Micro800 컨트롤러 비교

특징 

항목 Micro810 Micro820 Micro830 Micro850

12점 20점 10점 16점 24점 48점 24점 48점

내장 통신 포트 USB 2.0
(USB 어댑터 있음 )

10/100 Base T 이더넷 
포트 (RJ-45)

RS232/RS485 비절연형 
콤보 시리얼

USB 2.0(비절연형 )

RS232/RS485 비절연형 콤보 시리얼

USB 2.0(비절연형 )

RS232/RS485 비절연형 콤보 
시리얼

10/100 Base T 이더넷 포트
(RJ-45)

내장 디지털 I/O 접점(1) 12 19 10 16 24 48 24 48

기본 아날로그 I/O 채널 4개의 24V DC 디지털 
입력을 0…10V 
아날로그 입력으로 
공유 (DC 입력 모델만 
해당 )

0…10V 아날로그 
출력 1개

4개의 24V DC 디지털 
입력을 0…10V 아날
로그 입력으로 설정 
가능 (DC 입력 모델만 
해당 ) 및 플러그인 
모듈을 통해

플러그인 모듈을 통해 플러그인 모듈 및 
확장 I/O를 통해

플러그인 모듈 개수 0 2 2 2 3 5 3 5

최대 디지털 I/O(2) 12 35 26 32 48 88 132

지원 액세서리 또는 
플러그인 유형

• 백업 메모리 모듈
이 있는 LCD 디스플
레이

• USB 어댑터

• Micro800 Remote LCD 
(2080-REMLCD)

• 2080-MEMBAK-RTC
를 제외한 모든 
플러그인 모듈 
(51페이지 참조 )

모든 플러그인 모듈 (51페이지 참조 )

확장 I/O 지원 — — — 모든 확장 I/O 모듈
(41페이지 참조 )

전원 공급 장치 내장 120/240V AC 및 
12/24V DC 옵션

기본 유닛에 24V DC 전원 공급 장치가 내장되어 있고 , 옵션으로 외부 120/240V AC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 가능

기본 명령어 속도 2.5 μs / 기본 명령어 0.30 μs / 기본 명령어

최소 스캔 /사이클 시간(3) < 0.25 ms < 4 ms < 0.25 ms

소프트웨어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1) Micro810, Micro820, Micro830 및 Micro850 카탈로그 넘버의 입력 /출력 개수 및 유형 (6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 

(2) Micro820 및 Micro830 컨트롤러는 최대 디지털 I/O 개수가 사용 가능한 모든 플러그인 슬롯에서 8점 디지털 I/O 플러그인 (예 : 2080-IQ4OB4)이 사용된다고 가정합니다 . 
Micro850 컨트롤러는 베이스 , 플러그인 및 확장 I/O 사이에서 지원되는 최대 디지털 I/O 개수가 132개입니다 .

(3) I/O 읽기 및 쓰기 , 프로그램 실행 및 통신 오버헤드 포함

Micro800 컨트롤러 프로그래밍 비교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사용 )

항목 Micro810 12점 Micro820
20점

Micro830 10/16
점

Micro830 24점 Micro830 
48점

Micro850 
24점

Micro850 
48점

프로그램 스텝(1) 2K 10K 4K 10K 10K 10K 10K

데이터 바이트 2KB 20KB 8KB 20KB 20KB 20KB 20KB

IEC 61131-3개 언어 래더 다이어그램 ,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 , 스트럭처 텍스트

사용자 정의 펑션 블록 있음 
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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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 소수점 32비트 및 64비트

PID 루프 제어 있음 (메모리에 의해서만 개수 제한됨 )

내장 시리얼 포트 프로토콜 없음 Modbus RTU 마스터 /슬레이브 , ASCII/이진 , CIP 시리얼

(1) 예상 프로그램 및 데이터 크기는 “일반적 ”입니다 — 프로그램 스텝과 변수는 동적으로 생성됩니다 . 1 프로그램 스텝 = 12 데이터 바이트 . 명령어당 바이트 수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Micro800 컨트롤러 프로그래밍 비교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사용 )

항목 Micro810 12점 Micro820
20점

Micro830 10/16
점

Micro830 24점 Micro830 
48점

Micro850 
24점

Micro850 
48점

Micro800 통신 옵션

컨트롤러 USB 프로그래밍 포트 내장 시리얼 포트 , 시리얼 포트 플러그인 내장 Ethernet

CIP 시리얼 Modbus RTU ASCII/이진 EtherNet/IP Modbus TCP

Micro810 있음 (어댑터 사용 ) 없음 

Micro820 있음 (2080-REMLCD 사용 ) 있음 마스터 /슬레이브 있음 있음 있음

Micro830 있음 있음 마스터 /슬레이브 있음 없음 없음

Micro850 있음 있음 마스터 /슬레이브 있음 있음 있음

Micro800 컨트롤러 아날로그 I/O 및 TC/RTD 비교

항목 Micro810 Micro820 Micro800
(플러그인 사용 )

Micro850 
(확장 I/O 사용 )

성능 레벨 낮음 낮음 중간 고

컨트롤러까지 절연 
(내노이즈성 증가 )

없음 없음 없음 있음

분해능 및 공칭 정확도 아날로그 입력 : 10비트 , 5% 
(캘리브레이션 시 2%)

아날로그 I/O: 12비트 , 5% 
(캘리브레이션 시 2%)

아날로그 I/O: 12비트 ,1%
TC/RTD: ±1 °C
TC용 CJC: ±1.2 °C

아날로그 입력 : 14비트 입력 , 
±0.1%
아날로그 출력 : 12비트 출력 , 
0.133%, 전류 , 0.425% 전압
TC: ±0.5 … ±3.0 °C
RTD: ±0.2 … ±0.6 °C

입력 업데이트 속도 및 필터링 업데이트 속도는 프로그램 
스캔에 따라서만 결정 , 제한된 
필터링

업데이트 속도는 프로그램 
스캔에 따라서만 결정 , 제한된 
필터링

200 ms/ch, 50/60 Hz 필터링 8 ms 전 채널 , 50/60 Hz 필터링 
있거나 없음

권장 최대 쉴드 케이블 길이(1) 10m 100m

(1) 이 수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 최대 케이블 길이는 애플리케이션과 케이블 유형 , 설치 , 요구 정확도 , 센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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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800 전력 요구사항(1)

(1) Micro800 시스템을 구성할 때 컨트롤러 , 플러그인 및 확장 I/O의 총 전력 소비가 사용 중인 전원 공급 
장치의 출력 전원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전원 공급 장치 사양은 외부 전원 공급 장치 

(2080-PS120-240VAC)(58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

컨트롤러 /모듈 전원 요구사항

Micro810 12점
(LCD 있거나 없음 )

3W(AC 모듈은 5V A)

Micro820 20점(2)

(플러그인 없음 , 최대 )

(2) Micro820 컨트롤러에는 최대 8.5 W와 플러그인이 필요합니다 .

5.62W

Micro830 및 Micro850
(플러그인 /확장 I/O 없음 )
10/16점
24점
48점 

5W
8W
11W

플러그인 모듈당 1.44W

확장 I/O
(시스템 버스 전력 소비 )

2085-IQ16
2085-IQ32T
2085-IA8
2085-IM8
2085-OA8
2085-OB16 
2085-OV16
2085-OW8
2085-OW16
2085-IF4
2085-IF8
2085-OF4
2085-IRT4 

–
–
–
–
–
–
–
–
–
–
–
–
–

0.85W
0.95W
0.75W
0.75W
0.90W
1.00W
1.00W
1.80W
3.20W
1.70W
1.75W
3.70W
2.00W
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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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출력 개수 및 유형 

Micro810, Micro820, Micro830 및 Micro850 카탈로그 넘버의 입력 / 출력 개수 및 유형

컨트롤러 
제품군

카탈로그 넘버 입력 출력 아날로그 출력
0…10V DC

아날로그 입력
0…10V(DC 입력과 
공유 )

PTO/PWM

지원(1)
내장 HSC

지원(2)
120V AC 120/

240V AC
24V DC/
V AC

12V DC 릴레이 24V DC 
소스

24V DC 
싱크

Micro810 2080-LC10-12QWB – – 8 – 4 – – – 4 – –

2080-LC10-12AWA – 8 – – 4 – – – – – –

2080-LC10-12QBB – – 8 – 4 – – 4 – –

2080-LC10-12DWD – – – 8 4 – – – 4 – –

Micro820 2080-LC20-20QBB – – 12 – 7 – 1 4 1 (PWM) –

2080-LC20-20QWB – – 12 – 7 – – 1 4 – –

2080-LC20-20AWB 8 – 4 – 7 – – 1 4 – –

2080-LC20-20QBBR – – 12 – – 7 – 1 4 1 (PWM) –

2080-LC20-20QWBR – – 12 – 7 – – 1 4 – –

2080-LC20-20AWBR 8 – 4 – 7 – – 1 4 – –

Micro830 2080-LC30-10QWB – – 6 – 4 – – – – – 2

2080-LC30-10QVB – – 6 – – – 4 – – 1 (PTO/PWM) 2

2080-LC30-16AWB 10 – – – 6 – – – – – –

2080-LC30-16QWB – – 10 – 6 – – – – – 2

2080-LC30-16QVB – – 10 – – – 6 – – 1 (PTO/PWM) 2

2080-LC30-24QWB – – 14 – 10 – – – – 4

2080-LC30-24QVB – – 14 – – – 10 – – 2 (PTO/PWM) 4

2080-LC30-24QBB – – 14 – – 10 – – – 2 (PTO/PWM) 4

2080-LC30-48AWB 28 – – – 20 – – – – – –

2080-LC30-48QWB – – 28 – 20 – – – – – 6

2080-LC30-48QVB – – 28 – – – 20 – – 3 (PTO/PWM) 6

2080-LC30-48QBB – – 28 – – 20 – – – 3 (PTO/PWM) 6

Micro850 2080-LC50-24AWB 14 – – – 10 – – – –

2080-LC50-24QBB – – 14 – – 10 – – – 2 (PTO/PWM) 4

2080-LC50-24QVB – – 14 – – – 10 – – 2 (PTO/PWM) 4

2080-LC50-24QWB – – 14 – 10 – – – – 4

2080-LC50-48AWB 28 – – – 20 – – – – – –

2080-LC50-48QWB – – 28 – 20 – – – – – 6

2080-LC50-48QBB – – 28 – – 20 – – – 3 (PTO/PWM) 6

2080-LC50-48QVB – – 28 – – – 20 – – 3 (PTO/PWM) 6

(1) Micro830 및 Micro850에서 PWM 출력을 사용하려면 펌웨어 버전 6.011 이상이 필요합니다 .

(2) 지원되는 최대 내장 HSC 개수
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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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800 카탈로그 넘버 설명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는 Micro800 컨트롤러와 Connected 
Components 제품군을 위한 프로그래밍 및 설정 소프트웨어 환경입니다 . 
설정과 사용을 단순화해 간단한 스마트 릴레이에서 독립형 장비 제어에 
이르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

최신 제품 정보 , 다운로드 및 툴은 
http://ab.rockwellautomation.com/Programmable-Controllers/Connected-Co
mponents-Workbench-Software 에서 확인하십시오 .

기본 버전  

2080 - LC 30- 24 Q V B 

전원 공급 장치

A(1) = 120/240V AC
B = 24V DC

D(1) = 12V DC

출력 유형
B = 24V DC 소스
V = 24V DC 싱크
W = 릴레이

Bulletin 넘버

베이스 유닛
LC10 = Micro810
LC20 = Micro820
LC30 = Micro830
LC50 = Micro850

I/O 개수
10, 12, 16, 20, 24, 48

입력 유형
A = 110V AC 또는 110/220V AC
Q = 24V AC/DC

D(1) = 12V DC

(1) Micro810만 해당

항목 기본 버전

배포 http://ab.rockwellautomation.com/Programmable-Controllers/Connected-Components-Workbench-Software에서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기본 버전 무료 다운로드 가능

패키징 옵션 http://ab.rockwellautomation.com/Programmable-Controllers/Connected-Components-Workbench-Software의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웹 페이지에서 DVD 주문 가능

특징 • LD, FBD 및 ST 편집기 
• 사용자 정의 펑션 블록
• 액티베이션 (키인증 ) 불필요
• 설치 중 등록 옵션 (제품 업데이트 및 공지용 )
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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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버전

개발자 버전은 다음과 같은 추가 프로그래밍 기능을 제공합니다 .

사용자  정의  구조체

•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을 결합해 구조체를 생성한 다음 사용자 정의 
변수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

• 구조체는 단일 변수에 몇몇 관련 정보를 저장하려고 할 때 
유용합니다 . 예를 들어 여러 변수를 생성하기 보다는 구조체를 
정의해 장비의 온도 범위와 알람 레벨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스파이  목록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프로그램에서 스파이 목록을 정의해 
변수와 펑션 블록 인스턴스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개발자 버전은 다음과 같은 추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

• FactoryTalk® Activation Manager v3.60.00 (CPR 9 SR 6)

• FactoryTalk Diagnostics v2.60.00 (CPR 9 SR 6)

• Microsoft Help Viewer 1.1

참고 : 개발자 버전은 활성화 키가 필요합니다 . 로크웰 오토메이션 
소프트웨어 제품의 활성화에 관한 추가 정보는 FactoryTalk Activation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
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Micro810 컨트롤러 선정 

Micro800 제품군 중에서 가장 작은 Micro810 컨트롤러는 2 개의 8A 출력과 
2 개의 4A 출력이 있어 외부 릴레이가 필요 없는 12 점 모델로 제공됩니다 . 
Micro810 에는 1.5” LCD 와 키패드로 설정할 수 있는 스마트 릴레이 
펑션 블록이 내장되어 있으며 설정식 타이머와 조명 제어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지연 OFF/ON 타이머 , 일중 시간 , 주중 시간 , 
연중 시간이 포함됩니다 .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USB 프로그래밍 포트를 통한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통해 프로그래밍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Micro810 컨트롤러를 선정할 때 다음 항목에서 각 카탈로그 넘버의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
 

입력 / 출력 개수 및 유형

카탈로그 넘버 전원 입력 출력 아날로그 입력 0…10V
(DC 입력과 공유 )120V AC 240V AC 12…24V DC /V AC 릴레이 24V DC SRC

2080-LC10-12QWB 24V DC 8 4 4

2080-LC10-12AWA 120…240V AC 8 4

2080-LC10-12QBB 12…24V DC 8 4 4

2080-LC10-12DWD 12V DC 8 4 4
9 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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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1)

항목 2080-LC10-12AWA 2080-LC10-12QWB 2080-LC10-12DWD 2080-LC10-12QBB

I/O 개수 입력 8개 (디지털 4개 , 아날로그 /디지털 4개 , 설정식 )
출력 4개

치수
HxWxD

91 x 75 x 59 mm
(3.58 x 2.95 x 2.32 in.)

공급 전압 범위 85……263V DC 20.4…26.4V DC 10.8V…13.2V DC 11.4V…26.4V DC

공급 주파수 범위 
(AC 공급 )

47…63 Hz –

전압 범위 100…240V AC, 50/60Hz 24V DC Class 2 12V DC Class 2 12/24V DC Class 2

전력 소비 5V A 3W

I/O 정격 입력 : 120…240V AC 입력 : 24V DC, 8mA 입력 : 12V DC, 8mA 입력 : 24V DC, 8mA

출력 : 릴레이 00 & 01: 8A @ 240V AC, B300, R300, 범용
릴레이 02 & 03: 4A @ 240V AC, C300, R150, 범용

출력 : 24V DC 1A, 25 °C, 
24V DC 0.5A 55 °C

작동 온도 0…55 °C (32…131 °F)

선적 중량 0.203 kg (0.448 lb)

전선 크기 0.32…2.1 mm2 (22…14 AWG) 경동선 또는
0.32…1.3 mm2 (22…16 AWG) 연동선
정격 @ 90 °C (194 °F ) 최대 절연

배선 카테고리 2 – 신호 포트
2 – 전원 포트

배선 토크 1.085 Nm (8 lb-in.)

전선 유형 동선만 사용

퓨즈 유형 정격 250V 3.15 A-RADIAL

외함 유형 정격 IP20 준수

북미 온도 규정 T5

절연 제거 길이 7 mm (0.28 in.)

절연 전압 2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I/O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 유형 테스트 
60초 @ 3250V DC, I/O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2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I/O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 유형 테스트 60초 @ 720V DC, 
입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3250V DC 출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I/O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 
유형 테스트 60초 @ 720V DC, I/O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AC 입력 필터 설정 모든 내장 입력에서 16ms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에서 내장 I/O 설정 창으로 가서 각 입력 그룹의 필터 설정을 재설정하십시오 .)

(1) 자세한 Micro810 컨트롤러 사양은 Micro810 사용자 매뉴얼 (Publication 2080-UM001)을 참조하십시오 .
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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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항목 값

작동 온도 IEC 60068-2-1 (테스트 Ad, 냉간 작동 ),
IEC 60068-2-2 (테스트 Bd, 건조 고온 작동 ),
IEC 60068-2-14 (테스트 Nb, 열 충격 작동 ):
0…55 °C (32…131 °F)

최대 주변 온도 55 °C (131 °F)

보관 온도 IEC 60068-2-1 (테스트 Ab, 냉간 비포장 비작동 ),
IEC 60068-2-2 (테스트 Bb, 건조 고온 비포장 비작동 ),
IEC 60068-2-14 (테스트 Na, 열 충격 비포장 비작동 ):
-40…85 °C (-40…185 °F)

상대 습도 IEC 60068-2-30 (테스트 Db, 온습도 비포장 ):
5...95% 비응축

진동 IEC 60068-2-6 (테스트 Fc, 작동 ):
2g @ 10…500Hz

작동 충격 IEC 60068-2-27 (테스트 Ea, 충격 비포장 ):
30g

비작동 충격 IEC 60068-2-27 (테스트 Ea, 충격 비포장 ):
30 g (DIN 레일 마운팅 )
30 g (판넬 마운팅 )

배출 CISPR 11
Group 1, Class A

ESD 내성 IEC 61000-4-2:
4kV 접점 방전
8kV 대기 방전

방출된 RF 내성 IEC 61000-4-3:
10V/m, 1kHz 사인파 80% AM, 80…2000MHz
10V/m, 200Hz 50% 펄스 100% AM @ 900MHz
10V/m, 200Hz 50% 펄스 100% AM @ 1890MHz
3V/m, 1kHz 사인파 80% AM, 2000…2700MHz

EFT/B 내성 IEC 61000-4-4:
±2 kV @ 5 kHz, 전원 포트
±2 kV @ 5 kHz, 신호 포트

순시과전압 내성 IEC 61000-4-5:
±1kV 선간 (DM) 및 ±2kV 선 -접지 (CM), 전원 포트
±1kV 선간 (DM) 및 ±2kV 선 -접지 (CM), 신호 포트
±2kV 선 -접지 (CM), 쉴드 포트

전도된 RF 내성 IEC 61000-4-6:
10V rms, 1kHz 사인파 80% AM, 150 kHz…80 MHz

전압 변동 IEC 61000-4-11:
60% 강하 , 5 및 50기간 , AC 전원 공급 포트
30% 강하 , 0.5기간 @ 0° 및 180°, AC 전원 공급 포트
100% 강하 , 0.5기간 @ 0° 및 180°, AC 전원 공급 포트
±10% 변동 , 15분 , AC 전원 공급 포트
> 95% 차단 , 250기간 , AC 전원 공급 포트
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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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수명 표는 Micro810 사용자 매뉴얼 (Publication 2080-UM001) 의 
사양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

인증

인증 (제품에 표시 시 )(1)

(1) 제조자 적합성 선언 , 인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http://www.rockwellautomation.com/products/certification의 제품 인증 링크를 클릭해 
확인하십시오 .

값

c-UL-us UL 인증 산업 제어 장비 ,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증 . UL File E322657 참조

Class I, Division 2 Group A,B,C,D 위험 지역에 대한 UL 인증 ,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증 . UL File E334470 참조

CE EU 2004/108/EC EMC 지침 :
EN 61000-6-2; 산업 내성
EN 61000-6-4; 산업 배출
EN 61131-2; PLC(Clause 8, Zone A & B)
EN 61131-2; PLC(Clause 11)

C-Tick 호주전파통신법 :
AS/NZS CISPR 11; 산업 배출
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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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820 컨트롤러 선정 

Micro800 제품군의 소형 컨트롤러 중 하나인 Micro820 컨트롤러는 20 점 
모델로 제공되고 6 가지 카탈로그 넘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Micro820 컨트롤러는 더 작은 독립형 장비와 원격 자동화 프로젝트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Micro820 컨트롤러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 개의 플러그인 모듈 슬롯

• 프로젝트 백업 및 복원 , 데이터 로그 작성 , 레시피 관리를 위한 
microSD 카드 슬롯

• 내장 10/100 Base-T Ethernet 포트 (RJ-45)

• 설정을 위한 Remote LCD 모듈 (2080-REMLCD) 지원

• 내장 비절연형 RS232/RS485 콤보 시리얼 포트

• Modbus RTU 프로토콜 ( 시리얼 포트 )

• Modbus TCP 지원

• EtherNet/IP 지원

• CIP 시리얼 지원

Micro820 컨트롤러를 선정할 때 다음 항목에서 각 카탈로그 넘버의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
13 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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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Micro820 컨트롤러의 입력 / 출력 개수 및 유형

컨트롤러
제품군

카탈로그 넘버 입력 출력 아날로그 
출력
0…10V DC

아날로그 입력
0…10V
(DC 입력과 공유 )

PWM
지원120V AC 120 / 240V 

AC
24V DC 릴레이 24V DC 

소스

24V DC 
싱크

Micro820 2080-LC20-20QBB – – 12 7 – 1 4 1

2080-LC20-20QWB – – 12 7 – – 1 4 –

2080-LC20-20AWB 8 – 4 7 – – 1 4 –

2080-LC20-20QBBR – – 12 – 7 – 1 4 1

2080-LC20-20QWBR – – 12 7 – – 1 4 –

2080-LC20-20AWBR 8 – 4 7 – 1 4 –

일반 사양

항목 2080-LC20-20AWB(R) 2080-LC20-20QBB(R) 2080-LC20-20QWB(R)

I/O 개수 입력 12개 , 출력 8개

치수 , HxWxD 90 x 104 x 75 mm 
(3.54 x 4.09 x 2.95 in.)

선적 중량 0.38 kg (0.83 lb)

전선 크기 고정식 단자대 :  

탈부착식 단자대 : 

RS232/RS485 시리얼 포트 :    

배선 카테고리(1) 2 – 신호 포트
2 – 전원 포트
2 - 통신 포트

전선 유형 동선 또는 쉴드 케이블만 사용

단자 나사 토크 탈부착식 및 고정식 단자대 :
0.5…0.6 Nm (4.4…5.3 lb-in.), 0.6 x 3.5 mm 일자 스크류드라이버 사용
참고 : 휴대용 스크류드라이버를 사용해 옆에서 나사를 누르십시오 .

RS232/RS485 시리얼 포트 :
0.22…0.25 Nm (1.95…2.21 lb-in.), 0.4 x 2.5 x 80 mm 미끄러짐 방지 그립 스크류드라이버 사용

최소 최대

경동선 0.14 mm2 (26 AWG) 2.5 mm2 (14 AWG) 정격 @ 90 °C (194 °F ) 최대 절연

연동선 0.14 mm2 (26 AWG) 1.5 mm2 (16 AWG)

최소 최대

경동선 및 연동선 0.2 mm2 (24 AWG) 2.5 mm2 (14 AWG) 정격 @ 90 °C 
(194 °F ) 최대 절연

최소 최대

경동선 0.14 mm2 (26 AWG) 1.5 mm2 (16 AWG) 정격 @ 90 °C 
(194 °F ) 최대 절연

연동선 0.14 mm2 (26 AWG) 1.0 mm2 (18 AWG)
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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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회로 유형 24V DC 싱크 /소스 (표준 ) – 2080-LC20-20QWB(R), 2080-LC20-20QBB(R)
120V AC – 2080-LC20-20AWB(R), 입력 4…11 전용

출력 회로 유형 릴레이 24V DC 소스
(표준 및 고속 )

릴레이

전원 입력 24V DC

전력 소비 5.62 W (플러그인 없음 , 최대 )…8.5 W (플러그인 있음 , 최대 )

소모 전력 6W

전원 공급 전압 범위 20.4…26.4 V DC, Class 2

서미스터용 보조 전원 공급 장치 출력 10V 

I/O 정격 입력 : 120V AC 16 mA
출력 :  2 A, 240 V AC
2A, 24V DC

입력 : 24V DC,  8.8 mA
출력: 24VDC, 점당 1 A(주변 온도 30°C)                          
24 V DC, 점당 0.3 A(주변 온도 65 °C)

입력 : 24V DC, 8.8 mA
출력 :  2 A, 
240 V AC, 2A, 24V DC

절연 전압 2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출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1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입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유형 테스트 60초 @ 3250 V DC, 
출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유형 테스트 60초 @ 1950 V DC, 
입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I/O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유형 테스트 60초 @ 720 V DC, I/O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2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출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입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유형 테스트 60초 @ 720 V DC, 
입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3250V DC 출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파일럿 듀티 정격 C300, R150 – C300, R150

절연 제거 길이 • 탈부착식 및 고정식 단자대는 7 mm
• RS232/RS485 시리얼 포트는 5 mm

외함 유형 정격 IP20 준수

북미 온도 규정 T4

(1) 이 전선 카테고리 정보를 사용해 배선을 계획하십시오 . 산업 자동화 배선 및 접지 지침 (Publication 1770-4.1)을 참조하십시오 .

일반 사양

항목 2080-LC20-20AWB(R) 2080-LC20-20QBB(R) 2080-LC20-20QWB(R)
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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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사양

항목 값

작동 온도 IEC 60068-2-1 (테스트 Ad, 냉간 작동 ),
IEC 60068-2-2 (테스트 Bd, 건조 고온 작동 ),
IEC 60068-2-14 (테스트 Nb, 열 충격 작동 ):
-20…65 °C (-4…149 °F)

최대 주변 온도 65 °C (149 °F)

비작동 온도 IEC 60068-2-1 (테스트 Ab, 냉간 비포장 비작동 ),
IEC 60068-2-2 (테스트 Bb, 건조 고온 비포장 비작동 ),
IEC 60068-2-14 (테스트 Na, 열 충격 비포장 비작동 ):
-40…85 °C (-40…185 °F)

상대 습도 IEC 60068-2-30 (테스트 Db, 온습도 비포장 ):
5…95% 비응축

진동 IEC 60068-2-6 (테스트 Fc, 작동 ):
2g @ 10…500Hz

작동 충격 IEC 60068-2-27 (테스트 Ea, 충격 비포장 ):
25g

비작동 충격 IEC 60068-2-27 (테스트 Ea, 충격 비포장 ):
DIN 장착 : 25g
판넬 장착 : 45g

배출 CISPR 11
Group 1, Class A

ESD 내성 IEC 61000-4-2:
6kV 접점 방전
8kV 대기 방전

방출된 RF 내성 IEC 61000-4-3:
10V/m, 1kHz 사인파 80% AM, 80…2000MHz
10V/m, 200Hz 50% 펄스 100% AM @ 900MHz
10V/m, 200Hz 50% 펄스 100% AM @ 1890MHz
10V/m, 1kHz 사인파 80% AM, 2000…2700MHz

EFT/B 내성 IEC 61000-4-4:
±2kV @ 5kHz, 전원 포트
±2kV @ 5kHz, 신호 포트
±1kV @ 5kHz, 통신 포트

순시과전압 내성 IEC 61000-4-5:
±1kV 선간 (DM) 및 ±2kV 선 -접지 (CM), 전원 포트
±1kV 선간 (DM) 및 ±2kV 선 -접지 (CM), 신호 포트
±1kV 선 -접지 (CM), 통신 포트

전도된 RF 내성 IEC 61000-4-6:
10V rms, 1kHz 사인파 80% AM, 150 kHz…80 MHz
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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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는 Micro820 PLC 사용자 매뉴얼 (Publication 2080-UM005) 을 
참조하십시오 .

인증

인증 (제품에 표시 시 )(1) 값

c-UL-us UL 인증 산업 제어 장비 ,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증 . UL File E322657 참조

Class I, Division 2 Group A,B,C,D 위험 지역에 대한 UL 인증 ,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증 . UL File E334470 참조

CE EU 2004/108/EC EMC 지침 :
EN 61326-1; 측정 /제어 /실험 , 산업 요건
EN 61000-6-2; 산업 내성
EN 61000-6-4; 산업 배출
EN 61131-2; PLC(Clause 8, Zone A & B)

EU 2006/95/EC LVD:
EN 61131-2; PLC(Clause 11)

C-Tick 호주전파통신법 :
AS/NZS CISPR 11; 산업 배출

EtherNet/IP EtherNet/IP 사양에 따른 ODVA 적합성 테스트

KC 한국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
전파통신법 58-2조 3항

(1) 제조자 적합성 선언 , 인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http://www.rockwellautomation.com/products/certification의 제품 인증 
링크를 클릭해 확인하십시오 .
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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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Micro830 컨트롤러 선정

Micro830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최대 5 개의 플러그인 모듈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 장비 제조 업체들은 플러그인 모듈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사용자 지정을 통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모델에서 
탈부착식 단자대와 시리얼 포트를 통한 간편한 통신 기능을 제공합니다 .

특징

• 최대 6 개의 내장 고속 카운터 입력 (HSC)(1)

• 24V DC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kHz 속도 HSC

• 기본 위치 결정을 위한 최대 3 개의 내장 펄스열출력 (PTO)(2)

• 고속 입력 인터럽트

• Modbus RTU 프로토콜 ( 시리얼 포트 )
• PanelView 컴포넌트와의 완벽한 통합을 위한 CIP 시리얼

• 내장 USB 프로그래밍 및 시리얼 포트 (RS232/RS485)
• 필요에 따라 사용자 지정할 수 있는 플러그인 슬롯

Micro830 컨트롤러를 선정할 때 다음 항목에서 각 카탈로그 넘버의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

(1) 내장 HSC는 2080-LC30-xxAWB를 제외한 모든 Micro830 카탈로그 넘버에서 지원됩니다 .

(2) PTO는 BB나 VB로 끝나는 Micro830 카탈로그 넘버에서만 지원됩니다 .
19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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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및 출력 

Micro830 컨트롤러 일반 특징  

Micro830 컨트롤러 - 입력 / 출력 개수 및 유형 

카탈로그 넘버 입력 출력 PTO/PWM
지원

HSC
지원(1)

120V AC 24V DC/V AC 릴레이 24V 싱크 24V 소스

2080-LC30-10QWB 6 4 2

2080-LC30-10QVB 6 4 1 2

2080-LC30-16AWB 10 6

2080-LC30-16QWB 10 6 2

2080-LC30-16QVB 10 6 1 2

2080-LC30-24QBB 14 10 2 4

2080-LC30-24QVB 14 10 2 4

2080-LC30-24QWB 14 10 4

2080-LC30-48AWB 28 20

2080-LC30-48QBB 28 20 3 6

2080-LC30-48QVB 28 20 3 6

2080-LC30-48QWB 28 20 6

(1) 지원되는 최대 HSC 개수

항목 10점
2080-LC30-10QWB
2080-LC30-10QVB

16점
2080-LC30-16AWB
2080-LC30-16QWB
2080-LC30-16QVB

24점
2080-LC30-24QWB
2080-LC30-24QVB
2080-LC30-24QBB

48점
2080-LC30-48AWB
2080-LC30-48QWB
2080-LC30-48QVB
2080-LC30-48QBB 

I/O 개수 10(입력 6개 , 출력 4개 ) 16(입력 10개 , 출력 6개 ) 24(입력 14개 , 출력 10개 ) 48(입력 28개 , 출력 20개 )

치수 , HxWxD 90 x 100 x 80 mm
(3.54 x 3.94 x 3.15 in.)

90 x 100 x 80 mm
(3.54 x 3.94 x 3.15 in.)

90 x 150 x 80 mm
(3.54 x 5.91 x 3.15 in.)

90 x 230 x 80 mm
(3.54 x 9.06 x 3.15 in.)

선적 중량 0.302 kg (0.666 lb) 0.302 kg (0.666 lb) 0.423 kg (0.933 lb) 0.725 kg (1.60 lb)

작동 온도 -20…65 °C (-4…149 °F)

전선 크기 0.14…2.5 mm2 (26…14 AWG) 경동선 또는 
0.14…1.5 mm2 (26…16 AWG) 연동선 
졍격 @ 90 °C (194 °F) 최대 절연

0.2…2.5 mm2 (24…14 AWG) 경동선 또는 
0.2…2.5 mm2 (24…14 AWG) 연동선 
정격 @ 90 °C (194 °F ) 최대 절연

배선 카테고리(1) 2 – 신호 포트 ; 2 – 전원 포트

전선 유형 동선만 사용

최대 단자 나사 토크 0.6 Nm (4.4 lb-in.)
(2.5 mm (0.10 in.) 일자 스크류드라이버 사용 )

전력 소비 7.88W 12.32W 18.2W

전원 공급 전압 범위 20.4…26.4V DC Class 2

절연 제거 길이 7 mm (0.28 in.)

외함 유형 정격 IP20 준수

북미 온도 규정 T4

(1) 이 전선 카테고리 정보를 사용해 배선을 계획하십시오 .  산업 자동화 배선 및 접지 지침 (Publication 1770-4.1)을 참조하십시오 .
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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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830 컨트롤러 10 점 및 16 점 컨트롤러  

 

일반 사양 - 10 점 컨트롤러

항목 2080-LC30-10QWB 2080-LC30-10QVB

입력 회로 유형 12/24V 싱크 /소스 (표준 )
24V 싱크 /소스 (고속 )

출력 회로 유형 릴레이 24V DC 싱크 트랜지스터 표준 및 고속

이벤트 입력 인터럽트 지원 예

I/O 정격 입력 24V DC, 8.8mA
출력 2A, 240V AC, 범용

입력 24V DC, 8.8mA
출력 2A, 24V DC, 점당 1A 
(주변 온도 30 °C)
24V DC, 점당 0.3A(주변 온도 65 °C)

절연 전압 2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출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유형 테스트 60초 @ 720V DC, 입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3250V DC 출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I/O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유형 테스트 60초 @ 720V DC, I/O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파일럿 듀티 정격 C300, R150 —

일반 사양 - 16 점 컨트롤러

항목 2080-LC30-16AWB 2080-LC30-16QWB 2080-LC30-16QVB

입력 회로 유형 120V AC 12/24V 싱크 /소스 (표준 )
24V 싱크 /소스 (고속 )

출력 회로 유형 릴레이 12/24V DC 싱크 트랜지스터 표준 및 고속

이벤트 입력 인터럽트 지원 예

I/O 정격 입력 120V AC, 16mA
출력 2A, 240V AC, 범용

입력 24V DC, 8.8mA
출력 2A, 240V AC, 범용

입력 24V DC, 8.8mA
출력 24V DC, 점당 1A(주변 온도 30 °C)
24V DC, 점당 0.3A(주변 온도 65 °C)

절연 전압 2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출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2080-LC30-16AWB: 유형 테스트 60초 @ 3250V DC, I/O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2080-LC30-16QWB: 유형 테스트 60초 @ 720V DC, 입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3250V DC 출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I/O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유형 테스트 60초 @ 720V DC, I/O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파일럿 듀티 정격 C300, R150 —
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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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사양

항목 값

작동 온도 IEC 60068-2-1 (테스트 Ad, 냉간 작동 ),
IEC 60068-2-2 (테스트 Bd, 건조 고온 작동 ),
IEC 60068-2-14 (테스트 Nb, 열 충격 작동 ):
-20…65 °C (-4…149 °F)

최대 주변 온도 65 °C (149 °F)

비작동 온도 IEC 60068-2-1 (테스트 Ab, 냉간 비포장 비작동 ),
IEC 60068-2-2 (테스트 Bb, 건조 고온 비포장 비작동 ),
IEC 60068-2-14 (테스트 Na, 열 충격 비포장 비작동 ):
-40…85 °C (-40…185 °F)

상대 습도 IEC 60068-2-30 (테스트 Db, 온습도 비포장 ):
5…95% 비응축

진동 IEC 60068-2-6 (테스트 Fc, 작동 ):
2g @ 10…500Hz

작동 충격 IEC 60068-2-27 (테스트 Ea, 충격 비포장 ):
25g

비작동 충격 IEC 60068-2-27 (테스트 Ea, 충격 비포장 ):
DIN 장착 : 25g
판넬 장착 : 45g

배출 CISPR 11
Group 1, Class A

ESD 내성 IEC 61000-4-2:
6kV 접점 방전
8kV 대기 방전

방출된 RF 내성 IEC 61000-4-3:
10V/m, 1kHz 사인파 80% AM, 80…2000MHz
10V/m, 200Hz 50% 펄스 100% AM @ 900MHz
10V/m, 200Hz 50% 펄스 100% AM @ 1890MHz
10V/m, 1kHz 사인파 80% AM, 2000…2700MHz

EFT/B 내성 IEC 61000-4-4:
±2 kV @ 5 kHz, 전원 포트
±2 kV @ 5 kHz, 신호 포트

순시과전압 내성 IEC 61000-4-5:
±1kV 선간 (DM) 및 ±2kV 선 -접지 (CM), 전원 포트
±1kV 선간 (DM) 및 ±2kV 선 -접지 (CM), 신호 포트

전도된 RF 내성 IEC 61000-4-6:
10V rms, 1kHz 사인파 80% AM, 150 kHz…80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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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인증 (제품에 표시 시 )(1) 값

c-UL-us UL 인증 산업 제어 장비 ,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증 . UL File E322657 참조

Class I, Division 2 Group A,B,C,D 위험 지역에 대한 UL 인증 ,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증 . 
UL File E334470 참조

CE EU 2004/108/EC EMC 지침 :
EN 61326-1; 측정 /제어 /실험 , 산업 요건
EN 61000-6-2; 산업 내성
EN 61000-6-4; 산업 배출
EN 61131-2; PLC(Clause 8, Zone A & B)

EU 2006/95/EC LVD:
EN 61131-2; PLC(Clause 11)

C-Tick 호주전파통신법 :
AS/NZS CISPR 11; 산업 배출

(1) 제조자 적합성 선언 , 인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http://www.rockwellautomation.com/products/certification의 제품 인증 
링크를 클릭해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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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830 24 점 컨트롤러   

    

일반 사양 - 24 점 컨트롤러

항목 2080-LC30-24QWB 2080-LC30-24QVB 2080-LC30-24QBB

입력 회로 유형 24V DC 싱크 /소스 표준 및 고속

출력 회로 유형 릴레이 24V DC 싱크 표준 및 고속 24V DC 소스 표준 및 고속

이벤트 입력 인터럽트 지원 예

I/O 정격 입력 24V DC, 8.8mA
출력 2A, 240V AC, 범용

입력 24V DC, 8.8mA
출력 24V DC, Class 2, 점당 1A(주변 온도 30 °C)
24V DC, Class 2, 점당 0.3A(주변 온도 65 °C)

절연 전압 2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출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유형 테스트 60초 @ 720V DC, 입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3250V DC 출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I/O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유형 테스트 60초 @ 720V DC, I/O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파일럿 듀티 정격  C300, R150(2080-LC30-24QWB만 해당 ) —

환경 사양

항목 값

작동 온도 IEC 60068-2-1 (테스트 Ad, 냉간 작동 ),
IEC 60068-2-2 (테스트 Bd, 건조 고온 작동 ),
IEC 60068-2-14 (테스트 Nb, 열 충격 작동 ):
-20…65 °C (-4…149 °F)

최대 주변 온도 65 °C (149 °F)

비작동 온도 IEC 60068-2-1 (테스트 Ab, 냉간 비포장 비작동 ),
IEC 60068-2-2 (테스트 Bb, 건조 고온 비포장 비작동 ),
IEC 60068-2-14 (테스트 Na, 열 충격 비포장 비작동 ):
-40…85 °C (-40…185 °F)

상대 습도 IEC 60068-2-30 (테스트 Db, 온습도 비포장 ):
5…95% 비응축

진동 IEC 60068-2-6 (테스트 Fc, 작동 ):
2g @ 10…500Hz

작동 충격 IEC 60068-2-27 (테스트 Ea, 충격 비포장 ):
2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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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작동 충격 IEC 60068-2-27 (테스트 Ea, 충격 비포장 ):
DIN 장착 : 25g
판넬 장착 : 35g

배출 CISPR 11
Group 1, Class A

ESD 내성 IEC 61000-4-2:
6kV 접점 방전
8kV 대기 방전

방출된 RF 내성 IEC 61000-4-3:
10V/m, 1kHz 사인파 80% AM, 80…2000MHz
10V/m, 200Hz 50% 펄스 100% AM @ 900MHz
10V/m, 200Hz 50% 펄스 100% AM @ 1890MHz
10V/m, 1kHz 사인파 80% AM, 2000…2700MHz

EFT/B 내성 IEC 61000-4-4:
±2 kV @ 5 kHz, 전원 포트
±2 kV @ 5 kHz, 신호 포트

순시과전압 내성 IEC 61000-4-5:
±1kV 선간 (DM) 및 ±2kV 선 -접지 (CM), 전원 포트
±1kV 선간 (DM) 및 ±2kV 선 -접지 (CM), 신호 포트

전도된 RF 내성 IEC 61000-4-6:
10V rms, 1kHz 사인파 80% AM, 150 kHz…80 MHz

인증

인증 (제품에 표시 시 )(1) 값

c-UL-us UL 인증 산업 제어 장비 ,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증 . UL File E322657 참조

Class I, Division 2 Group A,B,C,D 위험 지역에 대한 UL 인증 ,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증 . 
UL File E334470 참조

CE EU 2004/108/EC EMC 지침 :
EN 61326-1; 측정 /제어 /실험 , 산업 요건
EN 61000-6-2; 산업 내성
EN 61000-6-4; 산업 배출
EN 61131-2; PLC(Clause 8, Zone A & B)

EU 2006/95/EC LVD:
EN 61131-2; PLC(Clause 11)

C-Tick 호주전파통신법 :
AS/NZS CISPR 11; 산업 배출

(1) 제조자 적합성 선언 , 인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http://www.rockwellautomation.com/products/certification의 제품 인증 
링크를 클릭해 확인하십시오 .

환경 사양

항목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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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830 48 점 컨트롤러 

 
일반 사양 - 48 점 컨트롤러

항목 2080-LC30-48AWB 2080-LC30-48QWB 2080-LC30-48QVB 2080-LC30-48QBB

입력 회로 유형 120V AC 24V DC 싱크 /소스 표준 및 고속

출력 회로 유형 릴레이 24V DC 싱크 표준 및 고속 24V DC 소스 표준 및 고속

이벤트 입력 인터럽트 지원 예 , 입력 0…15만 해당

I/O 정격 입력 120V AC, 16mA
출력 2A, 240V AC, 범용

입력 24V DC, 8.8mA
출력 2A, 240V AC, 범용

입력 24V DC, 8.8mA
출력 24V DC, 점당 1A(주변 온도 30 °C)
24V DC, 점당 0.3A(주변 온도 65 °C)

파일럿 듀티 정격 C300, R150 –

절연 전압 2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출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유형 테스트 60초 @ 3250V DC, 
I/O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2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출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유형 테스트 60초 @ 720V DC, 
입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3250V DC 출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I/O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유형 테스트 60초 @ 720V DC, I/O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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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사양

항목 값

작동 온도 IEC 60068-2-1 (테스트 Ad, 냉간 작동 ),
IEC 60068-2-2 (테스트 Bd, 건조 고온 작동 ),
IEC 60068-2-14 (테스트 Nb, 열 충격 작동 ):
-20…65 °C (-4…149 °F)

최대 주변 온도 65 °C (149 °F)

비작동 온도 IEC 60068-2-1 (테스트 Ab, 냉간 비포장 비작동 ),
IEC 60068-2-2 (테스트 Bb, 건조 고온 비포장 비작동 ),
IEC 60068-2-14 (테스트 Na, 열 충격 비포장 비작동 ):
-40…85 °C (-40…185 °F)

상대 습도 IEC 60068-2-30 (테스트 Db, 온습도 비포장 ):
5…95% 비응축

진동 IEC 60068-2-6 (테스트 Fc, 작동 ):
2g @ 10…500Hz

작동 충격 IEC 60068-2-27 (테스트 Ea, 충격 비포장 ):
25g

비작동 충격 IEC 60068-2-27 (테스트 Ea, 충격 비포장 ):
DIN 장착 : 25g
판넬 장착 : 35g

배출 CISPR 11
Group 1, Class A

ESD 내성 IEC 61000-4-2:
6kV 접점 방전
8kV 대기 방전

방출된 RF 내성 IEC 61000-4-3:
10V/m, 1kHz 사인파 80% AM, 80…2000MHz
10V/m, 200Hz 50% 펄스 100% AM @ 900MHz
10V/m, 200Hz 50% 펄스 100% AM @ 1890MHz
10V/m, 1kHz 사인파 80% AM, 2000…2700MHz

EFT/B 내성 IEC 61000-4-4:
±2 kV @ 5 kHz, 전원 포트
±2 kV @ 5 kHz, 신호 포트

순시과전압 내성 IEC 61000-4-5:
±1kV 선간 (DM) 및 ±2kV 선 -접지 (CM), 전원 포트
±1kV 선간 (DM) 및 ±2kV 선 -접지 (CM), 신호 포트

전도된 RF 내성 IEC 61000-4-6:
10V rms, 1kHz 사인파 80% AM, 150 kHz…80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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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수명 표는 Micro830 및 Micro850 사용자 매뉴얼 (Publication 
2080-UM002) 의 사양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

내장 시리얼 포트 케이블 

인증 

인증 (제품에 표시 시 )(1) 값

c-UL-us UL 인증 산업 제어 장비 ,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증 . UL File E322657 참조

Class I, Division 2 Group A,B,C,D 위험 지역에 대한 UL 인증 ,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증 . 
UL File E334470 참조

CE EU 2004/108/EC EMC 지침 :
EN 61326-1; 측정 /제어 /실험 , 산업 요건
EN 61000-6-2; 산업 내성
EN 61000-6-4; 산업 배출
EN 61131-2; PLC(Clause 8, Zone A & B)

EU 2006/95/EC LVD:
EN 61131-2; PLC(Clause 11)

C-Tick 호주전파통신법 :
AS/NZS CISPR 11; 산업 배출

(1) 제조자 적합성 선언 , 인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http://www.rockwellautomation.com/products/certification의 제품 인증 
링크를 클릭해 확인하십시오 .

내장 시리얼 포트 케이블 선정 표

커넥터 길이 카탈로그 넘버 커넥터 길이 카탈로그 넘버

8-pin Mini DIN to 8-pin Mini DIN 0.5 m (1.5 ft) 1761-CBL-AM00(1) 8-pin Mini DIN to 9-pin D Shell 0.5 m (1.5 ft) 1761-CBL-AP00(1)

8-pin Mini DIN to 8-pin Mini DIN 2 m (6.5 ft) 1761-CBL-HM02(1) 8-pin Mini DIN to 9-pin D Shell 2 m (6.5 ft) 1761-CBL-PM02(1)

8-pin Mini DIN to 6-pin RS-485 단자대 30 cm 
(11.8 in.)

1763-NC01 A 시리즈

(1) C 시리즈 이상은 Class 1 Div 2 애플리케이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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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850 컨트롤러 선정 

Micro850 컨트롤러는 추가적인 디지털 및 아날로그 I/O 나 고성능 
아날로그 I/O 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 최대 4 개의 
확장 I/O 를 지원합니다 . Ethernet 포트가 내장된 24 점 및 48 점 모델로 
제공됩니다 . 

Micro850 컨트롤러 특징 :

• 확장 I/O 지원

• 최대 6 개의 내장 고속 카운터 입력 (HSC)(1)

• 24V DC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kHz 속도 HSC

• 기본 위치 결정을 위한 최대 3 개의 내장 펄스열출력 (PTO)(2)

• 고속 입력 인터럽트

• Modbus RTU 프로토콜 ( 시리얼 포트 )

• Modbus/TCP 지원

• EtherNet/IP 지원

• CIP 시리얼 지원

• 내장 USB 프로그래밍 및 시리얼 포트 (RS232/485)

• 내장 10/100 Base-T Ethernet 포트 (RJ45)
• 필요에 따라 사용자 지정할 수 있는 플러그인 슬롯

Micro850 컨트롤러를 선정할 때 다음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

전원 공급 장치 , 플러그인 모듈 , 4개의 확장 I/O 모듈이 
장착된 Micro850 컨트롤러

(1) 내장 HSC는 2080-LC50-xxAWB를 제외한 모든 Micro850 카탈로그 넘버에서 지원됩니다 .

(2) PTO는 BB나 VB로 끝나는 Micro850 카탈로그 넘버에서만 지원됩니다 .

Micro850 컨트롤러 - 입력 / 출력 개수 및 유형

카탈로그 넘버 입력 출력 PTO/
PWM
지원

HSC
지원(1)

120V 
AC

24V DC/V 
AC

릴레이 24V 
싱크

24V 
소스

2080-LC50-24AWB 14 10

2080-LC50-24QBB 14 10 2 4

2080-LC50-24QVB 14 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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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850 24 점 컨트롤러  

2080-LC50-24QWB 14 10 4

2080-LC50-48AWB 28 20

2080-LC50-48QBB 28 20 3 6

2080-LC50-48QVB 28 20 3 6

2080-LC50-48QWB 28 20 6

(1) 지원되는 최대 HSC 개수

Micro850 컨트롤러 - 입력 / 출력 개수 및 유형

카탈로그 넘버 입력 출력 PTO/
PWM
지원

HSC
지원(1)

120V 
AC

24V DC/V 
AC

릴레이 24V 
싱크

24V 
소스

일반 사양 – 2080-LC50-24AWB, 2080-LC50-24QWB, 2080-LC50-24QVB, 2080-LC50-24QBB

항목 2080-LC50-24AWB 2080-LC50-24QWB 2080-LC50-24QVB 2080-LC50-24QBB

I/O 개수 24(입력 14개 , 출력 10개 )

치수 , HxWxD 90 x 158 x 80 mm (3.54 x 6.22 x 3.15 in.)

선적 중량 0.423 kg (0.933 lb)

전선 크기  

배선 카테고리(1) 2 – 신호 포트
2 – 전원 포트
2 - 통신 포트

전선 유형 동선만 사용

단자 나사 토크 최대 0.6 Nm (4.4 lb-in.)
(2.5 mm (0.10 in.) 일자 스크류드라이버 사용 )

입력 회로 유형 120V AC 24V DC 싱크 /소스 표준 및 고속

출력 회로 유형 릴레이 24V DC 싱크 표준 및 고속 24V DC 소스 표준 및 고속

최소 최대

경동선 0.2 mm2 (24 AWG) 2.5 mm2 (14 AWG) 정격 @ 90 °C (194 °F ) 최대 절연

연동선 0.2 mm2 (24 AWG) 2.5 mm2 (14 A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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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비 28W

전원 공급 전압 범위 20.4…26.4V DC Class 2

I/O 정격 입력 120V AC 16mA
출력 2A, 240V AC, 24V DC

입력 24V, 8.8mA
출력 2A, 240V AC, 24V DC

입력 24V, 8.8mA
출력 24V DC, Class 2, 점당 1A(주변 온도 30 °C)
24V DC, Class 2, 점당 0.3A(주변 온도 65 °C)

절연 전압 2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출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유형 테스트 60초 @ 3250V DC, 
출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1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입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유형 테스트 60초 @ 1950V DC, 
입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2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I/O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
유형 테스트 60초 @ 3250V DC, 
출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입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유형 테스트 60초 @ 720V DC, 
입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I/O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유형 테스트 60초 @ 720V DC, I/O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파일럿 듀티 정격 C300, R150  —

절연 제거 길이 7 mm (0.28 in.)

외함 유형 정격 IP20 준수

북미 온도 규정 T4

(1) 이 전선 카테고리 정보를 사용해 배선을 계획하십시오 . 산업 자동화 배선 및 접지 지침 (Publication 1770-4.1)을 참조하십시오 .

일반 사양 – 2080-LC50-24AWB, 2080-LC50-24QWB, 2080-LC50-24QVB, 2080-LC50-24QBB

항목 2080-LC50-24AWB 2080-LC50-24QWB 2080-LC50-24QVB 2080-LC50-24QBB
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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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입력 사양 –2080-LC50-24QBB, 2080-LC50-24QVB, 2080-LC50-24QWB

항목 고속 DC 입력
(입력 0…7개 )

표준 DC 입력
(입력 8개 이상 )

입력 개수 8 6

전압 카테고리 24V 싱크 /소스

입력 그룹 - 백플레인 절연 다음 절연 테스트 중 하나에 의해 검증 : 2초 동안 720V DC
50V DC 작동 전압 (IEC Class 2 강화 절연 )

온상태 전압 범위 16.8…26.4V DC @ 65 °C (149 °F) 
16.8…30.0V DC @ 30 °C (86 °F)

10…26.4V DC @ 65 °C (149°F)
10…30.0V DC @ 30 °C (86°F)

최대 오프상태 전압 5V DC

최대 오프상태 전류 1.5mA

최소 온상태 전류 5.0 mA @ 16.8V DC, 최소 1.8 mA @ 10V DC, 최소

공칭 온상태 전류 7.6 mA @ 24V DC, 공칭 6.15 mA @ 24V DC, 공칭

최대 온상태 전류 12.0 mA @ 30V DC, 최대 12.0 mA @ 30V DC, 최대

공칭 임피던스 3 kΩ 3.74 kΩ

IEC 입력 호환성 타입 3
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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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입력 사양 – 2080-LC50-24AWB

항목 값

입력 개수 14

최소 온상태 전압 79V AC, 최소

최대 온상태 전압 132V AC, 최대

최소 온상태 전류 5mA

최대 온상태 전류 16mA

공칭 입력 주파수 50/60Hz

최소 입력 주파수 47Hz

최대 입력 주파수 63 Hz, 최대

최대 오프상태 전압 20V AC @ 120V AC

최대 오프상태 전류 2.5 mA @ 120V AC

최대 돌입 전류 250mA @ 120V AC

최대 돌입 전류 지연 시간 상수 22ms

IEC 입력 호환성 타입 3

출력 사양

항목 2080-LC50-24QWB, 2080-LC50-24AWB 2080-LC50-24QVB, 2080-LC50-24QBB

릴레이 출력 고속 출력
(출력 0…1개 )

표준 출력
(출력 2개 이상 )

출력 개수 10 2 8

최소 출력 전압 5V DC, 5V AC 10.8V DC 10V DC

최대 출력 전압 125V DC, 265V AC 26.4V DC 26.4V DC

최소 부하 전류 10mA 

최대 연속 
부하 전류

릴레이 접점 정격 (33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 100mA(고속 작동 )
1.0A @ 30 °C 
0.3A @ 65 °C(표준 작동 )

1.0A @ 30 °C
0.3A @ 65 °C(표준 작동 )

점당 서지 전류 릴레이 접점 정격 (33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 10ms 동안 4.0A 1초마다 @ 30 °C; 2초마다 @ 65 °C(1)

최대 커먼당 전류 5A — —

최대 켜기 시간 /
끄기 시간

10ms 2.5μs 0.1ms
1ms

(1) 범용 작동에만 적용됩니다 . 고속 작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릴레이 접점 정격

최대 전압 전류 연속 전류 전압 -전류

Make Break Make Break

120V AC 15A 1.5A 2.0A 1800V A 180V A

240V AC 7.5A 0.75A

24V DC 1.0A 1.0A 28V A

125V DC 0.22A
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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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수명 표는 Micro830 및 Micro850 사용자 매뉴얼 (Publication 
2080-UM002) 의 사양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

    
환경 사양

항목 값

작동 온도 IEC 60068-2-1 (테스트 Ad, 냉간 작동 ),
IEC 60068-2-2 (테스트 Bd, 건조 고온 작동 ),
IEC 60068-2-14 (테스트 Nb, 열 충격 작동 ):
-20…65 °C (-4…149 °F)

최대 주변 온도 65 °C (149 °F)

비작동 온도 IEC 60068-2-1 (테스트 Ab, 냉간 비포장 비작동 ),
IEC 60068-2-2 (테스트 Bb, 건조 고온 비포장 비작동 ),
IEC 60068-2-14 (테스트 Na, 열 충격 비포장 비작동 ):
-40…85 °C (-40…185 °F)

상대 습도 IEC 60068-2-30 (테스트 Db, 온습도 비포장 ):
5…95% 비응축

진동 IEC 60068-2-6 (테스트 Fc, 작동 ):
2g @ 10…500Hz

작동 충격 IEC 60068-2-27 (테스트 Ea, 충격 비포장 ):
25g

비작동 충격 IEC 60068-2-27 (테스트 Ea, 충격 비포장 ):
DIN 장착 : 25g
판넬 장착 : 35g

배출 CISPR 11
Group 1, Class A

ESD 내성 IEC 61000-4-2:
6kV 접점 방전
8kV 대기 방전

방출된 RF 내성 IEC 61000-4-3:
10V/m, 1kHz 사인파 80% AM, 80…2000MHz
10V/m, 200Hz 50% 펄스 100% AM @ 900MHz
10V/m, 200Hz 50% 펄스 100% AM @ 1890MHz
10V/m, 1kHz 사인파 80% AM, 2000…2700MHz

EFT/B 내성 IEC 61000-4-4:
±2kV @ 5kHz, 전원 포트
±2kV @ 5kHz, 신호 포트
±1kV @ 5kHz, 통신 포트

순시과전압 내성 IEC 61000-4-5:
±1kV 선간 (DM) 및 ±2kV 선 -접지 (CM), AC 전원 포트
±1kV 선간 (DM) 및 ±2kV 선 -접지 (CM), 신호 포트
±1kV 선 -접지 (CM), 통신 포트

전도된 RF 내성 IEC 61000-4-6:
10V rms, 1kHz 사인파 80% AM, 150 kHz…80 MHz
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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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850 48 점 컨트롤러  

          

인증

인증 (제품에 표시 시 )(1) 값

c-UL-us UL 인증 산업 제어 장비 ,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증 . UL File E322657 참조

Class I, Division 2 Group A,B,C,D 위험 지역에 대한 UL 인증 ,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증 . 
UL File E334470 참조

CE EU 2004/108/EC EMC 지침 :
EN 61326-1; 측정 /제어 /실험 , 산업 요건
EN 61000-6-2; 산업 내성
EN 61000-6-4; 산업 배출
EN 61131-2; PLC(Clause 8, Zone A & B)

EU 2006/95/EC LVD:
EN 61131-2; PLC(Clause 11)

C-Tick 호주전파통신법 :
AS/NZS CISPR 11; 산업 배출

EtherNet/IP EtherNet/IP 사양에 따른 ODVA 적합성 테스트

KC 한국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
전파통신법 58-2조 3항

(1) 제조자 적합성 선언 , 인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http://www.rockwellautomation.com/products/certification의 제품 인증 
링크를 클릭해 확인하십시오 .

일반 사양 – 2080-LC50-48AWB, 2080-LC50-48QWB, 2080-LC50-48QVB, 2080-LC50-48QBB

항목 2080-LC50-48AWB 2080-LC50-48QWB 2080-LC50-48QVB 2080-LC50-48QBB

I/O 개수 48(입력 28개 , 출력 20개 )

치수 , HxWxD 90 x 238 x 80 mm (3.54 x 9.37 x 3.15 in.)

선적 중량 0.725 kg (1.60 lb)

전선 크기
최소 최대

경동선 0.2 mm2 (24 AWG) 2.5 mm2 (14 AWG) 정격 @ 90 °C (194 °F ), 최대 절연

연동선 0.2 mm2 (24 AWG) 2.5 mm2 (14 AWG)
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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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카테고리(1) 2 – 신호 포트
2 – 전원 포트
2 - 통신 포트

전선 유형 동선만 사용

단자 나사 토크 0.4…0.5 Nm (3.5…4.4 lb-in.)
(0.6 x 3.5 mm 일자 스크류드라이버 사용 )

입력 회로 유형 120V AC 24V DC 싱크 /소스 표준 및 고속

출력 회로 유형 릴레이 24V DC 싱크 표준 및 고속 24V DC 소스 표준 및 고속

전력 소비 33W

전원 공급 전압 범위 20.4…26.4V DC Class 2

I/O 정격 입력 120V AC, 16mA
출력 2A, 240V AC, 
2A, 24V DC

입력 24V DC, 8.8mA
출력 2A, 240V AC, 2A, 24V DC

입력 24V DC, 8.8mA
출력 24V DC, 점당 1A(주변 온도 30 °C)
24V DC, 점당 0.3A(주변 온도 65 °C)

절연 제거 길이 7 mm (0.28 in.)

외함 유형 정격 IP20 준수

파일럿 듀티 정격 C300, R150 —

절연 전압 2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출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유형 테스트 60초 @ 3250V DC, 
출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1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입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유형 테스트 60초 @ 1950V DC, 
입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2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I/O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유형 테스트 60초 @ 3250V DC, 
출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입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유형 테스트 60초 @ 720V DC, 
입력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I/O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유형 테스트 60초 @ 720V DC, I/O에서 보조 및 네트워크 , 
입력에서 출력

북미 온도 규정 T4

(1) 이 전선 카테고리 정보를 사용해 배선을 계획하십시오 . 산업 자동화 배선 및 접지 지침 (Publication 1770-4.1)을 참조하십시오 .

입력 사양

항목 2080-LC50-48AWB 2080-LC50-48QWB / 2080-LC50-48QVB / 2080-LC50-48QBB

120V AC 입력 고속 DC 입력
(입력 0…11개 )

표준 DC 입력
(입력 12개 이상 )

입력 개수 28 12 16

입력 그룹 - 백플레인 절연 다음 절연 테스트에 의해 검증 : 
2초 동안 1950V AC
150V 작동 전압 (IEC Class 2 강화 절연 )

다음 절연 테스트에 의해 검증 : 2초 동안 720V DC
50V DC 작동 전압 (IEC Class 2 강화 절연 )

전압 카테고리 110V AC 24V DC 싱크 /소스

작동 전압 범위 최대 132V, 60Hz AC 16.8…26.4V DC @ 65 °C (149 °F) 
16.8…30.0V DC @ 30 °C (86 °F) 

10…26.4V DC @ 65 °C (149 °F) 
10…30.0V DC @ 30 °C (86 °F)

최대 오프상태 전압 20V AC 5V DC

최대 오프상태 전류 1.5mA 1.5mA

최소 온상태 전류 5mA @ 79V AC 5.0mA @ 16.8V DC 1.8mA @ 10V DC

공칭 온상태 전류 12mA @ 120V AC 7.6mA @ 24V DC 6.15mA @ 24V DC

최대 온상태 전류 16mA @ 132V AC 12.0mA @ 30V DC

공칭 임피던스 12 kΩ @ 50 Hz
10 kΩ @ 60 Hz

3 kΩ 3.74 kΩ

IEC 입력 호환성 타입 3

최대 돌입 전류 250mA @ 120V AC —

최대 입력 주파수 63Hz —

일반 사양 – 2080-LC50-48AWB, 2080-LC50-48QWB, 2080-LC50-48QVB, 2080-LC50-48QBB

항목 2080-LC50-48AWB 2080-LC50-48QWB 2080-LC50-48QVB 2080-LC50-48QBB
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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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수명 표는 Micro830 및 Micro850 사용자 매뉴얼 (Publication 
2080-UM002) 의 사양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

출력 사양

항목 2080-LC50-48AWB / 2080-LC50-48QWB 2080-LC50-48QVB / 2080-LC50-48QBB

릴레이 출력 고속 출력
(출력 0…3개 )

표준 출력
(출력 4개 이상 )

출력 개수 20 4 16

최소 출력 전압 5V DC, 5V AC 10.8V DC 10V DC

최대 출력 전압 125V DC, 265V AC 26.4V DC 26.4V DC

최소 부하 전류 10mA

최대 부하 전류 2.0A 100mA(고속 작동 )
1.0A @ 30 °C 
0.3A @ 65 °C(표준 작동 )

1.0A @ 30 °C
0.3A @ 65 °C(표준 작동 )

점당 서지 전류 릴레이 접점 정격 (33페이지 ) 참조 10ms 동안 4.0A 1초마다 @ 30 °C; 2초마다 @ 65 °C(1)

최대 커먼당 전류 5A — —

최대 켜기 시간 /
끄기 시간

10ms 2.5μs 0.1ms
1ms

(1) 범용 작동에만 적용됩니다 . 고속 작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릴레이 접점 정격

최대 전압 전류 연속 전류 전압 -전류

Make Break Make Break

120V AC 15A 1.5A 2.0A 1800V A 180V A

240V AC 7.5A 0.75A

24V DC 1.0A 1.0A 28V A

125V DC 0.22A
Publication 2080-SG001D-KO-P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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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사양

항목 값

작동 온도 IEC 60068-2-1 (테스트 Ad, 냉간 작동 ),
IEC 60068-2-2 (테스트 Bd, 건조 고온 작동 ),
IEC 60068-2-14 (테스트 Nb, 열 충격 작동 ):
-20…65 °C (-4…149 °F)

최대 주변 온도 65 °C (149 °F)

비작동 온도 IEC 60068-2-1 (테스트 Ab, 냉간 비포장 비작동 ),
IEC 60068-2-2 (테스트 Bb, 건조 고온 비포장 비작동 ),
IEC 60068-2-14 (테스트 Na, 열 충격 비포장 비작동 ):
-40…85 °C (-40…185 °F)

상대 습도 IEC 60068-2-30 (테스트 Db, 온습도 비포장 ):
5…95% 비응축

진동 IEC 60068-2-6 (테스트 Fc, 작동 ):
2g @ 10…500Hz

작동 충격 IEC 60068-2-27 (테스트 Ea, 충격 비포장 ):
25g

비작동 충격 IEC 60068-2-27 (테스트 Ea, 충격 비포장 ):
DIN 장착 : 25g
판넬 장착 : 35g

배출 CISPR 11
Group 1, Class A

ESD 내성 IEC 61000-4-2:
4kV 접점 방전
8kV 대기 방전

방출된 RF 내성 IEC 61000-4-3:
10V/m, 1kHz 사인파 80% AM, 80…2000MHz
10V/m, 200Hz 50% 펄스 100% AM @ 900MHz
10V/m, 200Hz 50% 펄스 100% AM @ 1890MHz
10V/m, 1kHz 사인파 80% AM, 2000…2700MHz

EFT/B 내성 IEC 61000-4-4:
±2kV @ 5kHz, 전원 포트
±2kV @ 5kHz, 신호 포트
±1kV @ 5kHz, 통신 포트

순시과전압 내성 IEC 61000-4-5:
±1kV 선간 (DM) 및 ±2kV 선 -접지 (CM), 전원 포트
±1kV 선간 (DM) 및 ±2kV 선 -접지 (CM), 신호 포트
±1kV 선 -접지 (CM), 통신 포트

전도된 RF 내성 IEC 61000-4-6:
10V rms, 1kHz 사인파 80% AM, 150 kHz…80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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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인증 (제품에 표시 시 )(1) 값

c-UL-us UL 인증 산업 제어 장비 ,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증 . UL File E322657 참조

Class I, Division 2 Group A,B,C,D 위험 지역에 대한 UL 인증 ,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증 . 
UL File E334470 참조

CE EU 2004/108/EC EMC 지침 :
EN 61326-1; 측정 /제어 /실험 , 산업 요건
EN 61000-6-2; 산업 내성
EN 61000-6-4; 산업 배출
EN 61131-2; PLC(Clause 8, Zone A & B)

EU 2006/95/EC LVD:
EN 61131-2; PLC(Clause 11)

C-Tick 호주전파통신법 :
AS/NZS CISPR 11; 산업 배출

EtherNet/IP EtherNet/IP 사양에 따른 ODVA 적합성 테스트

KC 한국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
전파통신법 58-2조 3항

(1) 제조자 적합성 선언 , 인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http://www.rockwellautomation.com/products/certification의 제품 인증 
링크를 클릭해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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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850 확장 I/O 선정 

2085 I/O 확장 모듈은 소형 저비용 패키지에서 뛰어난 기능을 제공합니다 . 
다양한 디지털 및 아날로그 모듈이 I/O 카운트 및 유형의 유연성을 
극대화해 Micro850 컨트롤러의 성능을 보완하고 개선합니다 .

Micro850 확장 I/O 모듈에는 고정확도 RTD 및 열전대 모듈을 포함한 
고밀도 이산 및 아날로그 I/O 모듈이 포함됩니다 . 

스위칭 노이즈 감소와 더 많은 스위칭 주기를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권장되는 전자식 출력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트라이액 출력은 AC 
부하에 , 싱크 및 소스 트랜지스터 출력은 DC 부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항목은 Micro850 확장 I/O 모듈과 사양에 대해 설명합니다 .

 

Micro850 확장 I/O 모듈

카탈로그 넘버 유형 설명

2085-IA8 이산 8점 , 120V AC 입력

2085-IM8 이산 8점 , 240V AC 입력

2085-OA8 이산 8점 , 120/240V AC 트라이액 출력

2085-IQ16 이산 16점 , 12/24V DC 싱크 /소스 입력

2085-IQ32T 이산 32점 , 12/24V DC 싱크 /소스 입력

2085-OV16 이산 16점 , 12/24V DC 싱크 트랜지스터 출력

2085-OB16 이산 16점 , 12/24V DC 소스 트랜지스터 출력

2085-OW8 이산 8점 , AC/DC 릴레이 출력

2085-OW16 이산 16점 , AC/DC 릴레이 출력

2085-IF4 아날로그 4채널 , 14비트 절연형(2) 전압 /전류 입력

2085-IF8 아날로그 8채널 , 142비트 절연형 (2) 전압 /전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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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 확장 I/O
 

2085-OF4 아날로그 4채널 , 12비트 절연형 (2) 전압 /전류 출력

2085-IRT4 특수 4채널 , 16비트 RTD 및 TC 절연형 (2) 입력 모듈

2085-ECR(1)
터미네이터 2085 버스 터미네이터

(1) 확장 I/O 모듈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 2085-ECR 버스 터미네이터는 항상 시스템의 마지막 모듈이어야 합니다 .

(2) 채널 간 절연이 아니라 현장 배선와 컨트롤러 간 절연을 가리킵니다 .

2085-IQ16 및 2085-IQ32T DC 싱크 / 소스 입력 모듈(1)

(1) IEC 타입 1 24V DC 입력 사양을 준수합니다 .

항목 2085-IQ16 2085-IQ32T

입력 개수 16 싱크 /소스 32 싱크 /소스

치수 , HxWxD 44.5 x 90 x 87 mm
(1.75 x 3.54 x 3.42 in.)

선적 중량 220g (7.76oz)

최대 버스 소비 전류 170mA @ 5V DC 190mA @ 5V DC

전선 크기 0.25…2.5 mm2 (22…14 AWG) 경동선 또는 연동선 정격 
@ 75 °C (167 °F ) 이상 , 1.2 mm (3/64 in.) 최대 절연

배선 카테고리(2)

(2) 이 전선 카테고리 정보를 사용해 배선을 계획하십시오 . 산업 자동화 배선 및 접지 지침 (Publication 1770-4.1)을 
참조하십시오 .

2 – 신호 포트

최대 단자 나사 토크 0.5…0.6 Nm
(4.4…5.3 lb-in.)(3)

(3) RTB 고정 나사는 손으로 조여야 합니다 . 전동공구를 사용해 조여서는 안 됩니다 .

입력 회로 유형 24V AC/DC 싱크 /소스

총 소모 전력 4.5W 7W

전원 공급 장치 24V DC

상태 표시기 황색 표시기 16개 황색 표시기 32개

절연 전압 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채널에서 시스템 
유형 테스트 @ 720V DC, 60초

외함 유형 정격 IP20 준수

북미 온도 규정 T4

작동 전압 범위 10…30V DC, Class 2
21.6…26.4V AC, Class 2
2085-IQ16 품질 저하 곡선 및 2085-IQ32T 품질 저하 곡선 (43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

최대 오프상태 전압 5V DC

최대 오프상태 전류 1.5mA 1.2mA

최소 온상태 전류 1.8mA @ 10V DC

공칭 온상태 전류 6.0mA @ 24V DC 5.2mA @ 24V DC

최대 온상태 전류 8.0mA @ 30V DC 7.0mA @ 30V DC

최대 입력 임피던스 3.9kΩ 4.6kΩ

IEC 입력 호환성 타입 3 타입 1

Micro850 확장 I/O 모듈

카탈로그 넘버 유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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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IQ16 품질 저하 곡선  

2085-IQ32T 품질 저하 곡선

 

2085-OV16 싱크 및 2085-OB16 소스 DC 출력 모듈

항목 2085-OV16 2085-OB16

출력 개수 16 싱크 16 소스

작동 전압 범위 10…30V DC

최소 온상태 전압 10V DC

공칭 온상태 전압 24V DC

최대 온상태 전압 30V DC

최대 온상태 전류 0.5A @ 30V DC, 출력당
8A, 모듈당

치수 , HxWxD 44.5 x 90 x 87 mm
(1.75 x 3.54 x 3.42 in.)

선적 중량 220g (7.76oz)

최대 버스 소비 전류 200mA @ 5V DC

전선 크기 0.25…2.5 mm2 (22…14 AWG) 경동선 또는 연동선 정격 
@ 75 °C (167 °F ) 이상 , 1.2 mm (3/64 in.) 최대 절연

배선 카테고리(1)

(1) 이 전선 카테고리 정보를 사용해 배선을 계획하십시오 . 산업 자동화 배선 및 접지 지침 (Publication 1770-4.1)을 
참조하십시오 .

2 – 신호 포트

최대 단자 나사 토크 0.5…0.6 Nm
(4.4…5.3 lb-in.)(2)

(2) RTB 고정 나사는 손으로 조여야 합니다 . 전동공구를 사용해 조여서는 안 됩니다 .

출력 회로 유형 24V DC 싱크 24V DC 소스

총 소모 전력 5W

전원 공급 장치 24V DC, Class 2

상태 표시기 황색 채널 표시기 16개

절연 전압 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채널에서 시스템 유형 테스트 @ 720V AC, 60초

외함 유형 정격 IP20 준수

북미 온도 규정 T4

30

26.4

30°C 65°C

 (V)

45302

30

26.4

32

24

30°C

65°C

18 24

 (V)

4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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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IA8, 2085-IM8, 2085-OA8 AC 입력 / 출력 모듈

항목 2085-IA8 2085-IM8 2085-OA8

입력 개수 8

치수 , HxWxD 28 x 90 x 87 mm
(1.10 x 3.54 x 3.42 in.)

선적 중량 140g (4.93oz)

최대 버스 소비 전류 5V DC, 150mA 5V DC, 180mA

전선 크기 0.25…2.5 mm2 (22…14 AWG) 경동선 또는 연동선 정격 
@ 75 °C (167 °F ) 이상 , 1.2 mm (3/64 in.) 최대 절연

절연 제거 길이 10 mm (0.39 in.)

배선 카테고리(1)

(1) 이 전선 카테고리 정보를 사용해 배선을 계획하십시오 . 산업 자동화 배선 및 접지 지침 (Publication 1770-4.1)을 
참조하십시오 .

2 – 신호 포트

전선 유형 구리

최대 단자 나사 토크 0.5…0.6 Nm
(4.4…5.3 lb-in.)(2)

(2) RTB 고정 나사는 손으로 조여야 합니다 . 전동공구를 사용해 조여서는 안 됩니다 .

입력 /출력 회로 유형 120V AC 입력 240V AC 입력 120V/240V AC 출력

전원 공급 장치 120V AC 240V AC 120V/240V AC

총 소모 전력 2.36W 2.34W 5.19W

외함 유형 정격 IP20 준수

상태 표시기 황색 표시기 8개

절연 전압 1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채널에서 
시스템 
유형 테스트 @ 1950V 
DC, 60초

24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채널에서 시스템 
유형 테스트 @ 3250V DC, 60초

북미 온도 규정 T4

입력 사양 – 2005-IA8 및 2085-IM8

항목 2085-IA8 2085-IM8

입력 개수 8

전압 카테고리 120V AC 240V AC

작동 전압 범위 74…120V AC 159…240V AC

최대 오프상태 전압 20V AC 40V AC

최대 오프상태 전류 2.5mA

최소 온상태 전류 5.0mA @ 74V AC 4.0mA @ 159V AC

최대 온상태 전류 12.5mA @ 120V AC 7.0mA @ 240V AC

최대 입력 임피던스 22.2kΩ

최대 돌입 전류 450mA

입력 필터 시간
오프에서 온
온에서 오프

< 20 ms

IEC 유형 준수 타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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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사양 – 2085-OA8

항목 2085-OA8

출력 개수 8

전압 카테고리 120V/230V AC

작동 전압 범위 120…240V AC

최소 출력 전압 85V AC

최대 출력 전압 240V AC

최대 오프상태 전류 2.5mA

최소 온상태 전류 출력당 10mA

최대 온상태 전류 출력당 0.5A

최대 모듈당 온상태 전류 4A

최대 오프상태 전압 강하 1.5V AC @ 0.5A
2.5V AC @10mA

퓨즈 미보호 . 출력 보호를 위해 적절한 정격의 퓨즈가 권장됩니다 .

출력 신호 지연
오프에서 온
온에서 오프

60Hz에서 9.3ms, 50Hz에서 11ms
60Hz에서 9.3ms, 50Hz에서 11ms

최대 서지 전류 5A

2085-OW8 및 2085-OW16 릴레이 출력 모듈

항목 2085-OW8 2085-OW16

출력 개수 8, 릴레이 16, 릴레이

치수 , HxWxD 28 x 90 x 87 mm
(1.10 x 3.54 x 3.42 in.)

44.5 x 90 x 87 mm
(1.75 x 3.54 x 3.42 in.)

선적 중량 140g (4.93oz) 220g (7.76oz)

전선 크기 0.25…2.5 mm2 (22…14 AWG) 경동선 또는 연동선 정격 
@ 75 °C (167 °F ) 이상 , 1.2 mm (3/64 in.) 최대 절연

절연 스트립 길이 10 mm (0.39 in.)

배선 카테고리(1) 2 – 신호 포트

전선 유형 구리

최대 단자 나사 토크 0.5…0.6 Nm
(4.4…5.3 lb-in.)(2)

최대 버스 소비 전류 5V DC, 120mA
24V DC, 50mA

5V DC, 160mA
24V DC, 100mA

최대 부하 전류 2A

총 소모 전력 2.72W 5.14W

릴레이 접점 (0.35 역률 )

점당 최소 부하 점당 10mA

최대 오프상태 누설 1.5mA

최대 전압 전류 전류 전압 전류
Make Break 연속 Make Break

120V AC 15A 1.5A 2.0A 1800V A 180V A

240V AC 7.5A 0.75A

24V DC 1.0A 1.0A 28V A

125V DC 0.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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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확장 I/O
 

 

상태 표시기 황색 표시기 8개 황색 표시기 16개

절연 전압 24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채널에서 시스템 
유형 테스트 @ 3250V DC, 60초

파일럿 듀티 정격 C300, R150

외함 유형 정격 IP20 준수

북미 온도 규정 T4

(1) 이 전선 카테고리 정보를 사용해 배선을 계획하십시오 . 산업 자동화 배선 및 접지 지침 (Publication 1770-4.1)을 
참조하십시오 .

(2) RTB 고정 나사는 손으로 조여야 합니다 . 전동공구를 사용해 조여서는 안 됩니다 .

2085-IF4, 2085-IF8, 2085-OF4 아날로그 입력 및 출력 모듈

항목 2085-IF4 2085-OF4 2085-IF8

I/O 개수 4 8

치수 , HxWxD 28 x 90 x 87 mm
(1.1 x 3.54 x 3.42 in.)

44.5 x 90 x 87 mm
(1.75 x 3.54 x 3.42 in.)

선적 중량 140g (4.93oz) 220g (7.76oz)

최대 버스 소비 전류 5V DC, 100mA
24V DC, 50mA

5V DC, 160mA
24V DC, 120mA

5V DC, 110mA
24V DC, 50mA

전선 크기 0.25…2.5 mm2 (22…14 AWG) 경동선 또는 연동선 정격 
@ 75 °C (167 °F ) 이상 , 1.2 mm (3/64 in.) 최대 절연

배선 카테고리(1)

(1) 이 전선 카테고리 정보를 사용해 배선을 계획하십시오 . 산업 자동화 배선 및 접지 지침 (Publication 1770-4.1)을 
참조하십시오 .

2 – 신호 포트

전선 유형 Shield

단자 나사 토크 0.5…0.6 Nm
(4.4…5.3 lb-in.)(2)

(2) RTB 고정 나사는 손으로 조여야 합니다 . 전동공구를 사용해 조여서는 안 됩니다 .

총 소모 전력 1.7W 3.7W 1.75W

외함 유형 정격 IP20 준수

상태 표시기 녹색 상태 
표시기 1개

녹색 상태 
표시기 1개

녹색 상태 표시기 1개
적색 에러 표시기 8개

절연 전압 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채널에서 시스템 및 채널에서 채널
유형 테스트 @ 720V DC, 60초

북미 온도 규정 T4

입력 사양 – 2085-IF4 및 2085-IF8

항목 2085-IF4 2085-IF8

입력 개수 4 8

분해능
전압
전류

14비트 (13비트 + 부호 비트 )
1.28mV/cnt 단방향 ; 1.28mV/cnt 양방향
1.28μA/cnt

데이터 형식 왼쪽 정렬 , 16비트 2의 보수

전환 유형 SAR

2085-OW8 및 2085-OW16 릴레이 출력 모듈

항목 2085-OW8 2085-OW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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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속도 50Hz/60Hz 거부 없이 사용 채널당 < 2ms, 모든 채널에 대해 < 8ms 
50Hz/60Hz 거부와 함께 8ms

스텝 응답 시간 최대 63% 50Hz/60Hz 거부 없이 4…60ms – 사용 채널 수 및 필터 설정에 
따라 다름
50Hz/60Hz 거부와 함께 600ms

사용자 설정식 입력 전류 단자 4…20mA(기본 )
0…20mA

사용자 설정식 입력 전압 단자 ±10V
0…10V

입력 임피던스 전압 단자 >1MΩ
전류 단자 <100 Ω

절대 정확도 ±0.10% 전체 배율 @ 25 °C

정확도 드리프트 및 온도 전압 단자 – 0.00428% 전체 배율 /°C
전류 단자 – 0.00407% 전체 배율 /°C

캘리브레이션 필요 공장에서 캘리브레이션됨 . 사용자 캘리브레이션 지원 안 됨

최대 과부하 30V 연속 또는 32mA 연속 , 한 번에 한 채널

채널 진단 비트 리포트에 의한 범위 초과 및 미달 또는 단선 조건

출력 사양 – 2085-OF4

항목 2085-OF4

출력 개수 4

분해능
전압
전류

12비트 단방향 ; 11비트 + 부호 양방향
2.56mV/cnt 단방향 ; 5.13mV/cnt 양방향
5.13μA/cnt

데이터 형식 왼쪽 정렬 , 16비트 2의 보수

스텝 응답 시간 최대 63% 2ms

최대 전환율 채널당 2ms

사용자 설정식 출력 전류 단자 모듈 설정 시까지 0mA 출력
4…20mA(기본 )
0…20mA

사용자 설정식 출력 전압 단자 ±10V
0…10V

전압 출력의 최대 전류 부하 3mA

절대 정확도
전압 단자
전류 단자

0.133% 전체 배율 @ 25 °C 이상
0.425% 전체 배율 @ 25 °C 이상

정확도 드리프트 및 온도 전압 단자 – 0.0045% 전체 배율 /°C
전류 단자 – 0.0069% 전체 배율 /°C

mA 출력의 저항 부하 15…500ohm @ 24V DC

입력 사양 – 2085-IF4 및 2085-IF8

항목 2085-IF4 2085-I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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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확장 I/O

2085-IRT4 온도 입력 모듈

항목 2085-IRT4

입력 개수 4

치수 , HxWxD 44.5 x 90 x 87 mm
(1.75 x 3.54 x 3.42 in.)

선적 중량 220g (7.76oz)

최대 버스 소비 전류 5V DC, 160mA
24V DC, 50mA

전선 크기 0.25…2.5 mm2 (22…14 AWG) 경동선 또는 연동선 정격 @ 75 °C (167 °F ) 이상 , 
1.2 mm (3/64 in.) 최대 절연

배선 카테고리(1)

(1) 이 전선 카테고리 정보를 사용해 배선을 계획하십시오 . 산업 자동화 배선 및 접지 지침 (Publication 1770-4.1)을 
참조하십시오 .

2 – 신호 포트

단자 나사 토크 0.5…0.6 Nm
(4.4…5.3 lb-in.)(2)

(2) RTB 고정 나사는 손으로 조여야 합니다 . 전동공구를 사용해 조여서는 안 됩니다 .

입력 유형 열전대 유형 : B, C, E, J, K, TXK/XK (L), N, R, S, T
RTD 유형 :
100 Ω Pt α = 0.00385 유럽
200 Ω Pt α = 0.00385 유럽
100 Ω Pt α = 0.003916 미국
200 Ω Pt α = 0.003916 미국
100 Ω 니켈 618
200 Ω 니켈 618
120 Ω 니켈 672
10 Ω 구리 427
mV 범위 : 0…100mV
저항 입력 : 0…500 Ω

분해능 16비트

일반적인 채널 업데이트 시간 사용 채널당 12…500ms

입력 임피던스 > 10M Ω

정확도 ±0.5…±3.0 °C 열전대 입력 정확도
±0.2…±0.6 °C RTD 입력 정확도

총 소모 전력 2W

외함 유형 정격 IP20 준수

상태 표시기 녹색 상태 표시기 1개

절연 전압 50V(연속 ), 강화 절연 유형 , 채널에서 시스템
유형 테스트 @ 720V DC, 60초

북미 온도 규정 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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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사양
 

모든 Micro850 확장 I/O 모듈의 환경 사양

항목 값

작동 온도 IEC 60068-2-1 (테스트 Ad, 냉간 작동 ),
IEC 60068-2-2 (테스트 Bd, 건조 고온 작동 ),
IEC 60068-2-14 (테스트 Nb, 열 충격 작동 ):
-20…65 °C (-4…149 °F)

비작동 온도 IEC 60068-2-1 (테스트 Ab, 냉간 비포장 비작동 ),
IEC 60068-2-2 (테스트 Bb, 건조 고온 비포장 비작동 ),
IEC 60068-2-14 (테스트 Na, 열 충격 비포장 비작동 ):
-40…85 °C (-40…185 °F)

최대 주변 온도 65 °C (149 °F)

상대 습도 IEC 60068-2-30 (테스트 Db, 온습도 비포장 ):
5…95% 비응축

진동 IEC 60068-2-6 (테스트 Fc, 작동 ):
2g @ 10…500Hz

작동 충격 IEC 60068-2-27 (테스트 Ea, 충격 비포장 ):
25g

비작동 충격 IEC 60068-2-27 (테스트 Ea, 충격 비포장 ):
DIN 레일 장착 25g
판넬 장착 35g

배출 CISPR 11:
Group 1, Class A

ESD 내성 IEC 61000-4-2:
6kV 접점 방전
8kV 대기 방전

방출된 RF 내성 IEC 61000-4-3:
10V/m, 1kHz 사인파 80% AM, 80…2000MHz
10V/m, 200Hz 50% 펄스 100% AM @ 900MHz
10V/m, 200Hz 50% 펄스 100% AM @ 1890MHz
10V/m, 1kHz 사인파 80% AM, 2000…2700MHz

EFT/B 내성 IEC 61000-4-4:
±2kV @ 5kHz, 신호 포트

순시과전압 내성 IEC 61000-4-5:
±1kV 선간 (DM) 및 ±2kV 선 -접지 (CM), 전원 포트
±2kV 선 -접지 (CM), shield 포트

전도된 RF 내성 IEC 61000-4-6:
10V rms, 1kHz 사인파 80% AM, 150 kHz…80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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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 모든 Micro800 확장 I/O 모듈

인증 (제품에 표시 시 )(1)

(1) 제조자 적합성 선언 , 인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http://www.rockwellautomation.com/products/certification의 제품 인증 
링크를 클릭해 확인하십시오 .

값

c-UL-us UL 인증 산업 제어 장비 ,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증 . UL File E322657 참조

Class I, Division 2 Group A,B,C,D 위험 지역에 대한 UL 인증 ,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증 . 
UL File E334470 참조

CE EU 2004/108/EC EMC 지침 :
EN 61326-1; 측정 /제어 /실험 , 산업 요건
EN 61000-6-2; 산업 내성
EN 61000-6-4; 산업 배출
EN 61131-2; PLC(Clause 8, Zone A & B)

C-Tick 호주전파통신법 :
AS/NZS CISPR 11; 산업 배출

KC 한국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
전파통신법 58-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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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800 플러그인 모듈 및 액세서리 선정  

Micro800 플러그인 모듈은 컨트롤러 설치 공간의 확장 없이 내장 I/O 의 
기능을 확장시킵니다 . 플러그인 모듈이 처리 성능을 향상시켜 전체 
성능이 개선되고 통신 기능도 추가됩니다 . Micro820, Micro830 및 
Micro850 컨트롤러는 플러그인 모듈을 지원합니다 . 

Micro800 액세서리는 Remote LCD(Micro820 만 호환 ), LCD 및 키패드
(Micro810 만 호환 ), USB 어댑터 (Micro810 만 호환 ) 및 확장 전원 공급 
장치로 구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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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800 플러그인 모듈 및 액세서리 - 특징 및 호환성

플러그인 / 액세서리 Micro810 지원 
여부

Micro820 지원 
여부

Micro830/Micro850 
지원 여부

특징

1.5" LCD 및 키패드 
2080-LCD

예 아니요 아니요 • Micro810 컨트롤러용 백업 모듈

• 스마트 릴레이 펑션 블록 설정

Micro810 USB 어댑터
2080-USBADAPTER

예 아니요 아니요 USB 프로그래밍 액세스

외부 전원 공급 장치 
2080-PS120-240VAC

예 예 예 컨트롤러 전원 공급 장치 (옵션 )

RS232/485 절연형 시리얼 포트
2080-SERIALISOL

아니요 예 예 • Modbus RTU 및 ASCII 프로토콜과 함께 시리얼 통신 추가

• 내노이즈성 향상을 위해 절연됨

디지털 입력 , 출력 , 릴레이 및 조합 모듈
2080-IQ4, 2080-IQ4OB4, 2080-IQ4OV4, 
2080-OB4, 2080-OV4, 2080-OW4I

아니요 예 예 • 4채널 입력 /출력 또는 조합 모듈

• 전압 및 전류 입력으로 설정 가능

• 싱크 또는 소스 출력

• 4채널 릴레이 출력

고속 카운터
2080-MOT-HSC

아니요 예 예 • 내노이즈성 향상을 위한 최소 250 KHz 차동 라인 
드라이버와 추가 전용 I/O

• 내부 펄스를 위해 번갈아 설정 가능한 Quadrature (ABZ) 
차동 입력 1개 , 외부 방향 지원 펄스 , A 상향 및 B 하향 
입력 설정 , Quadrature 모드

• 사용자 지정 최소값 및 최대값 , 사전 설정 , Z 동작

DeviceNet 스캐너
2080-DNET20

아니요 예 예 • 스캐너 모드 – CompactBlock™ LDX, PowerFlex® 인버터 , 
과부하 및 센서 등의 스캔 장비

Remote LCD
2080-REMLCD

아니요 예 아니요 • Micro820 컨트롤러에서 IP 주소 등의 설정을 위한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

• RS232 및 USB 포트

비절연형 단방향 아날로그 입력 /출력
2080-IF2, 2080-IF4, 2080-OF2

아니요 예 예 • 12비트 분해능과 함께 최대 20개의 내장 아날로그 I/O 
추가 (48점 컨트롤러 )

• 2080-IF2, 2080-OF2용 2채널

• 2080-IF4용 4채널

비절연형 열전대
2080-TC2

아니요 예 예 • PID와 함께 사용 시 온도 제어

• 2080-TC2 및 2080-RTD2용 2채널
비절연형 RTD
2080-RTD2

아니요 예 예

RTC가 있는 메모리 모듈 
2080-MEMBAK-RTC

아니요 아니요 예 • 프로젝트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 코드 백업

• 매우 정확한 시계 기능

6채널 트림 전위차계 
아날로그 입력 
2080-TRIMPOT6

아니요 예 예 속도 , 위치 및 온도 제어를 위한 6개의 아날로그 사전 
설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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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800 플러그인 모듈 

디지털  입력 , 출력 , 릴레이 및  조합  플러그인  

사양 (2080-IQ4, 2080-IQ4OB4, 2080-IQ4OV4, 2080-OB4, 2080-OV4)

카탈로그 넘버 입력 /출력 온상태 전압 온상태 전류

2080-IQ4 입력 4개 DC
최소 9.0V DC
최대 30V DC
AC
최소 10.25V AC(rms)
최대 30V AC(rms)

DC
최소 2.0mA @ 9V DC
공칭 3.0mA @ 24V DC
최대 5.0mA
AC
최소 2.0mA @ 9V AC(rms)
최대 5.0mA

2080-IQ4OB4 4채널 입력 /소스 
출력 조합

DC 입력
최소 9.0V DC
최대 30V DC
AC 입력
최소 10.25V AC(rms)
최대 30V AC(rms)
출력
최소 10V DC
공칭 24V DC
최대 30V DC

DC 입력
최소 2.0mA @ 9V DC
공칭 3.0mA @ 24V DC
최대 5.0mA
AC 입력
최소 2.0mA @ 9V AC(rms)
최대 5.0mA
출력
최소 5.0mA @ 10V DC
최대 0.5A, 대기 상태
최소 2A 서지 , 2초

2080-IQ4OV4 4채널 입력 /싱크 
출력 조합

2080-OB4 소스 출력 4개 최소 10V DC
공칭 24V DC
최대 30V DC

최소 5.0mA @ 10V DC
최대 0.5A, 대기 상태
최소 2A 서지 , 2초2080-OV4 싱크 출력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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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2080-IQ4, 2080-IQ4OB4, 2080-IQ4OV4, 2080-OB4, 2080-OV4)

카탈로그 넘버 오프상태 전압 오프상태 전류 전원 공급 장치 전압 장착 토크 상태 표시기 북미 온도 규정

2080-IQ4 DC
최대 5V DC
AC
3.5V AC(rms)

DC
최대 1.5mA

0.2 Nm 
(1.48 lb-in.)

황색 4개 T4

2080-IQ4OB4 최소 10.8V DC
최대 30V DC

황색 8개

2080-IQ4OV4

2080-OB4, 2080-OV4 – – 황색 4개

카탈로그 넘버 단자 베이스 나사 토크 절연 전압 전선 크기

2080-IQ4 0.22…0.25 Nm 
(1.95…2.21 lb-in.)
2.5 mm (0.10 in.) 일자 스크류드라이버 
사용

50V(연속 ), 기본 절연 유형 , 입력에서 백플레인
유형 테스트 60초 @ 720V DC, 입력에서 백플레인

0.2…2.5 mm2 (24…12 AWG) 경동선 또는 
연동선 정격 @ 90 °C (194 °F ) 이상 , 
최대 절연

2080-IQ4OB4 50V(연속 ), 기본 절연 유형 , 입력에서 출력 , 
I/O에서 백플레인
유형 테스트 60초 @ 720V DC, I/O에서 백플레인2080-IQ4OV4

2080-OB4

2080-OV4

카탈로그 넘버 작동 온도 비작동 온도 최대 주변 온도 상대 습도 진동 작동 충격 비작동 충격

2080-IQ4 -20…65 °C 
(-4…149 °F)

-40…85 °C 
(-40…185 °F)

65 °C (149 °F) 5…95% 비응축 2g @ 10…500Hz 25g 25g

2080-IQ4OB4

2080-IQ4OV4

2080-OB4

2080-OV4

사양 (2080-OW4I)

카탈로그 넘버 입력 /출력 돌입 전류 백플레인 전원 저항 출력 전류 유도 출력 전류 최대 저항 출력 전원

2080-OW4I 4채널 릴레이 
출력

<120mA @ 3.3V
<120mA @ 24V

3.3V DC, 
38mA

2A @ 5…30V DC
0.5A @ 48V DC
0.22A @ 125V DC
2A @ 125V AC
2A @ 240V AC

1.0A 대기 상태 @ 5…28V DC
0.93A 대기 상태 @ 30V DC
0.5A 대기 상태 @ 48V DC
0.22A 대기 상태 @ 125V DC
2.0A 대기 상태 , 15A make @ 
125V AC, 
PF – cos θ = 0.4
2.0A 대기 상태 , 7.5A make @ 
240V AC, PF – cos θ = 0.4

125V AC 저항 부하용 250V A
240V AC 저항 부하용 480V A
30V DC 저항 부하용 60V A
48V DC 저항 부하용 24V A
125V DC 저항 부하용 27.5V A

카탈로그 넘버 최대 유도 제동 출력 전원 파일럿 듀티 정격 점당 최소 부하 릴레이의 최대 초기 접점 저항 최대 출력 지연 시간

2080-OW4I 125V AC 유도 부하용 180V A
240V AC 유도 부하용 180V A
28.8V DC 유도 부하용 28V A
48V DC 유도 부하용 28V A
125V DC 유도 부하용 28V A

C300, R150 10mA 30mΩ 10ms 온 또는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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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입력 및  출력  플러그인  

 

카탈로그 넘버 릴레이 접점 (0.35 역률 )

최대 전압 전류 연속 
전류

전압 -전류

Make Break Make Break

2080-OW4I 120V AC 15A 1.5A 2.0A 1800V A 180V A

240V AC 7.5A 0.75A

24V DC 1.0A 1.0A 28V A

125V DC 0.22A

카탈로그 넘버 작동 온도 비작동 온도 최대 주변 온도 상대 습도 진동 작동 충격 비작동 충격

2080-OW4I -20…65 °C 
(-4…149 °F)

-40…85 °C 
(-40…185 °F)

65 °C (149 °F) 5…95% 비응축 2g @ 10…500Hz 10g DIN 레일 장착 : 25g
판넬 장착 : 35g

사양 (2080-IF2, 2080-IF4, 2080-OF2)

카탈로그 넘버 입력 /출력 
개수

전압 범위 전류 범위 전력 소비 입력 임피던스 전압 저항 부하

2080-IF2 입력 2개 , 단방향 
비절연형

0…10V 0…20mA <60mA @ 3.3V 전압 모드 >100kΩ
전류 모드 250 Ω

2080-IF4 입력 4개 , 단방향 
비절연형

2080-OF2 출력 2개 , 단방향 
비절연형

<60mA @ 24V – 최소 1kΩ

카탈로그 
넘버

전류 저항 
부하

장착 토크 단자 나사 토크 전선 크기 작동 온도 비작동 온도 최대 주변 온도 북미 온도
규정

2080-IF2 – 0.2 Nm (1.48 
lb-in.)

0.22…0.25 Nm 
(1.95…2.21 lb-in.)
2.5 mm (0.10 in.) 
일자 스크류
드라이버 사용

경동선 :
최소 0.14 mm2 (26 AWG)
최대 1.5 mm2 (16 AWG)
연동선 :
최소 0.14 mm2 (26 AWG)
최대 1.0 mm2 (18 AWG)
정격 @ 90 °C 
(194 °F ) 최대 절연

-20…65 °C 
(-4…149 °F)

-40…85 °C 
(-40…185 °F)

65 °C (149 °F) T4

2080-IF4

2080-OF2 500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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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대 및 RTD (2080-TC2, 2080-RTD2) 

  

트림폿  아날로그  입력  (2080-TRIMPOT6)

사양 (2080-RTD2, 2080-TC2)

카탈로그 넘버 유형 커먼 모드 거부율 정상 모드 거부율

2080-RTD2 2채널 비절연형 RTD 100dB @ 50/60Hz 70dB @ 50/60Hz

2080-TC2 2채널 비절연형 열전대

카탈로그 넘버 유형 커먼 모드 거부율 정상 모드 거부율 지원 RTD 유형 지원 열전대 유형 단자 나사 토크

2080-RTD2 2채널 비절연형 
RTD

100dB @ 50/60Hz 70dB @ 50/60Hz 100 Ω 백금 385, 
200 Ω 백금 385, 
500 Ω 백금 385, 
1000 백금 385,
100 Ω 백금 392, 
200 Ω 백금 392, 
500 Ω 백금 392, 
1000 Ω 백금 392, 
10 Ω 구리 427,
120 Ω 니켈 672, 
604 Ω 니켈 -철 518

– 0.22…0.25 Nm
(1.95…2.21 lb-in.)
2.5 mm (0.10 in.) 일자 스크류
드라이버 사용

2080-TC2 2채널 비절연형 
열전대

– J, K, N, T, E, R, S, B

카탈로그 넘버 전선 크기 작동 온도 비작동 온도 최대 주변 온도 북미 온도 규정

2080-RTD2 경동선 :
최소 0.14 mm2 (26 AWG)
최대 1.5 mm2 (16 AWG)
연동선 :
최소 0.14 mm2 (26 AWG)
최대 1.0 mm2 (18 AWG)
정격 @ 90 °C (194 °F ) 최대 절연

-20…65 °C 
(-4…149 °F)

-40…85 °C 
(-40…185 °F)

65 °C (149 °F) T4

2080-TC2

사양 (2080-TRIMPOT6)

입력 개수 장착 토크 작동 온도 비작동 온도 최대 주변 온도 북미 온도 규정

6채널 , 트림폿 0.2 Nm 
(1.48 lb-in.)

-20…65 °C 
(-4…149 °F)

-40…85 °C 
(-40…185 °F)

65 °C (149 °F) 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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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백업 및  고정확도 RTC 플러그인 (2080-MEMBAK-RTC)

RS232/485 시리얼  포트  플러그인  (2080-SERIALISOL)

사양 (2080-MEMBAK-RTC)

장착 토크 단자 나사 토크 작동 온도 비작동 온도 최대 주변 온도 북미 온도 규정

0.2 Nm 
(1.48 lb-in)

0.22…0.25 Nm 
(1.95…2.21 lb-in.) 
2.5 mm (0.10 in.) 
일자 스크류
드라이버 사용

-20…65 °C 
(-4…149 °F)

-40…85 °C 
(-40…185 °F)

65 °C 
(149 °F)

T4

사양 (2080-SERIALISOL)

장착 토크 단자 나사 토크 전선 크기 절연 전압

0.2 Nm (1.48 
lb-in)

0.22…0.25 Nm 
(1.95…2.21 lb-in.)
2.5 mm (0.10 in.) 
일자 스크류드라이버 사용

경동선 :
0.14…1.5 mm2 (26…16 AWG)
연동선 :
0.14…1.0 mm2 (26…18 AWG)
정격 @ 90 °C (194 °F) 최대 절연

500V AC

작동 온도 비작동 온도 최대 주변 온도 북미 온도 규정

-20…65 °C (-4…149 °F) -40…85 °C (-40…185 
°F)

65 °C (149 °F) 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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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Net (2080-DNET20)  

고속 카운터 (2080-MOT-HSC)  

Micro800 액세서리

Micro810 LCD(2080-LCD)

Micro810 USB 어댑터 (2080-USBADAPTER)

외부 전원 공급 장치 (2080-PS120-240VAC)  

사양 (2080-DNET20)

최대 DeviceNet 통신 속도 DeviceNet 전류 전선 크기

125 Kbps – 420 m (1378 ft.)
250 Kbps – 200 m (656 ft.)
500 Kbps – 75 m (246 ft.)

24V DC, 300 mA Class 2 0.25…2.5 mm2 (22…14 AWG) 
경동선 또는 연동선 정격 
@ 75 °C (167 °F ) 이상 , 
1.2 mm (3/64 in.) 최대 절연

네트워크 프로토콜 백플레인 전력 소비 소모 전력 최대 노드 개수

I/O 슬레이브 메시징 : 
폴 명령

50 mA @ 24V DC 1.44W I/O 동작용 노드 20개

사양 (2080-MOT-HSC)

최대 입력 주파수 전선 크기 입력 개수

250 kHz (50% 듀티 ) 경동선 :
0.14…1.5 mm2 (26…16 AWG)
연동선 :
0.14…1.0 mm2 (26…18 AWG)
정격 @ 90 °C (194 °F) 최대 절연

Quadrature (ABZ) 차동 입력 1개

입력 임피던스 최소 펄스폭 모든 공급 전원 및 /
또는 전류 정격

절연 전압

3580 Ω 2μs 입력 /출력 : 24V DC 입력 모듈 : 50V(연속 ), 기본 절연 유형 , 
입력 /출력에서 백플레인
유형 테스트 60초 @ 720V DC, 
입력 /출력에서 백플레인

작동 온도 최대 주변 온도 비작동 온도 북미 온도 규정
-20…55 °C (-4…131 °F) 55 °C (131 °F) -40…85 °C (-40…185 °F) T5

USB 케이블 커넥터 
유형

작동 온도 최대 주변 온도 비작동 온도 북미 온도 규정

USB 타입 A-B 
Male-Male

-20…55 °C 
(-4…131 °F)

55 °C (131 °F) -40…85 °C 
(-40…185 °F)

T5

항목 값

치수 , HxWxD 90 x 45 x 80 mm (3.55 x 1.78 x 3.15 in)

선적 중량 0.34 kg (0.75 lb)

공급 전압 범위(1) 1000V…120V AC, 1A
200…240V AC, 0.5A

공급 주파수 47…63 Hz

공급 전원 24V DC, 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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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LCD (2080-REMLCD)  

최대 돌입 전류 24 A @ 132V, 10 ms
40 A @ 263V, 10 ms

전력 소비(2) 
(출력 전원 )

38.4W @ 100V AC, 38.4W @ 240V AC

소모 전력 
(입력 전원 )

 45.1W @ 100V AC, 44.0W @ 240V AC

절연 전압 250V(연속 ), 주에서 부 : 강화 절연 유형
유형 테스트 60초 @ 2300V AC, 주에서 부 및 1480V AC 주에서 접지

출력 정격 최대 24V DC, 1.6A, 38.4W

(1) 전압 소스 변동 범위는 85V…264V입니다 . 어댑터를 이 범위를 벗어나는 전원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

(2) Micro800 시스템을 구성할 때 컨트롤러 , 플러그인 및 확장 I/O의 총 전력 소비가 사용 중인 전원 공급 장치의 
출력 전원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항목 값

치수 , HxWxD 97 x 130 x 35.5 mm (3.82 x 5.12 x 1.40 in.)

디스플레이 유형 192 x 64픽셀 흑백

디스플레이 크기 48 x 106.5 mm (1.89 x 4.19 in.)

백라이트 25000 hrs @ 25 °C
LED; 삼색 백라이트 (RGB)

오퍼레이터 입력 터치 키 (기능 키 , 화살표 키 , ESC 및 OK 키 )

프로그래밍 포트 컨트롤러 프로그래밍용 USB - 시리얼 컨버터

입력 공급 전압 12V/24V DC (±10%)

최대 입력 공급 전류 90 mA @ 12V 및 60 mA @ 24V

최대 전력 소비 1.5W

중량 405 g (0.89 lb) – 패키징 중량 포함

전선 크기 단선 게이지 : 
0.14…1.5 mm2 (26…16 AWG) 정격 @ 90 °C (194 °F)
복선 게이지 : 
0.14…0.75 mm2 (26…18 AWG) 정격 @ 90 °C (194 °F)

전선 유형 구리

배선 카테고리(1)

(1) 이 전선 카테고리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

3 – 전원 포트 ; 3 – 통신 포트

외함 유형 등급 IP65 준수 (전면 판넬 장착 시 ) 

북미 온도 규정 T4

항목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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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Micro800 웹 사이트
(http://ab.rockwellautomation.com/Programmable-Controllers/Micro800)
에서 자세한 Micro800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Connected Component 
Workbench 소프트웨어와 Micro800 펌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매뉴얼이 필요하면

• 아래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http://rockwellautomation.com/literature

• 가까운 Allen-Bradley 대리점이나 로크웰 오토메이션 코리아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02-2188-4400).

추가 기술 정보가 필요하면 다음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샘플 코드 라이브러리
http://samplecod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public/docume
nts/webassets/sc_home_page.hcst

• 기술 포럼
http://www.rockwellautomation.com/forums/

• Connected Component Accelerator Toolkit
http://www.rockwellautomation.com/components/connected/ccat.html

참고 자료 다음 자료에서 관련 로크웰 오토메이션 제품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설명

Micro810 PLC 사용자 매뉴얼
(Publication 2080-UM001) xxxxx

자세한 Micro810 PLC 설치 및 사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Micro820 PLC 사용자 매뉴얼
(Publication 2080-UM005)

자세한 Micro820 PLC 설치 및 사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Micro830 및 Micro850 PLC 사용자 매뉴얼
(Publication 2080-UM002) xxxxxxx

자세한 Micro830 및 Micro850 PLC 설치 및 사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Micro800 플러그인 모듈 사용자 매뉴얼 
(Publication 2080-UM004)

Micro800 플러그인 모듈의 기능 , 설치 , 배선 및 사양 
정보를 제공합니다 .

Micro800 이산 및 아날로그 확장 I/O 모듈 
사용자 매뉴얼 (Publication 2080-UM003)

Micro800 확장 I/O 모듈 및 액세서리의 기능 , 설치 , 배선 및 
사양 정보를 제공합니다 .

산업 자동화 배선 및 접지 지침
(Publication 1770-4.1)

일반적인 로크웰 오토메이션 산업용 시스템 설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품 인증 웹 사이트 
http://www.rockwellautomation.com/products/certificat
ion/

제조자 적합성 선언 , 인증 및 기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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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um/2080-um001_-en-e.pdf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um/2080-um005_-en-e.pdf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um/2080-um002_-en-e.pdf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um/2080-um004_-en-e.pdf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um/2080-um003_-en-p.pdf
http://www.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in/1770-in041_-en-p.pdf
http://www.rockwellautomation.com/products/certification/
http://ab.rockwellautomation.com/Programmable-Controllers/Micro800
http://rockwellautomation.com/literature
http://samplecod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public/documents/webassets/sc_home_page.hcst
http://www.rockwellautomation.com/forums/
http://www.rockwellautomation.com/components/connected/cca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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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통해 기술 정보를 제공합니다 . 
http://www.rockwellautomation.com/support/ 에서는 기술 매뉴얼 , FAQ,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정보 , 샘플 코드 , 소프트웨어 
서비스 팩 링크 및 이러한 도구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자 지정이 가능한 MySupport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

설치 , 구성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 전화 지원을 원하는 경우 TechConnect Suppor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대리점이나 로크웰 오토메이션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http://www.rockwellautomation.com/support/ 를 방문하십시오 .

설치 지원

설치 후 최초 24 시간 이내에 문제가 발생하면 본 매뉴얼에 있는 정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제품 작동과 관련해 초기 지원이 필요하면 고객 지원으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

새 제품 교환 서비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제품 출하 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해 제품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에 따라 제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

고객 의견 

고객의 의견은 관련 문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본 문서의 개선 방법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http://www.rockwellautomation.com/literature/ 에서 양식 (Publication RA-DU002) 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또는 캐나다 1.440.646.3434

미국 또는 캐나다 외 지역 http://www.rockwellautomation.com/support/americas/phone_en.html에서 지역 찾기를 이용하거나 현지 로크웰 오토메이션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미국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 교환 절차를 진행하려면 대리점에 고객 지원 접수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번호는 위 전화 번호로 문의하십시오 .

미국 외 지역 교환 절차는 현지 로크웰 오토메이션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http://www.rockwellautomation.com/support/americas/phone_en.html
http://www.rockwellautomation.com/locations/
http://www.rockwellautomation.com/support/
http://www.rockwellautomation.com/support/
http://www.rockwellautomation.com/literature/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du/ra-du002_-en-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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