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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

Siemens는 산업용 PC 범위를 Simatic IPC327E 

Box PC 및 Simatic IPC377E Panel PC를 포함하

도록 확장했다. 기본 IPC 시리즈에서 팬이 없는 이 

신형 장치는 가격대가 저렴한 분야에서 다양한 산

업 관련 자동화 적용 분야에 최적화되었다. 이는 

HMI(Human Machine Interface) 적용 분야, 조립 

워크스테이션, 창고 저장 및 물류, 생산 및 에너지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수집, 생산 네트워킹과 간단

한 이미지 처리 등에 특히 적합하다. 새로운 기본 

IPC와 이미 사용 가능한 Simatic IPC347E Rack 

PC의 경우 시리즈 기계 제조업체, 유통업체 및 시

스템 통합업체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다. 새로운 

가격에 민감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되는 

Basic 산업용 PC

-  Simatic IPC327E Box PC 및 Simatic IPC377E Panel PC가 포함된                  
새로운 Basic 산업용 PC 시리즈로 Simatic IPC 포트폴리오 확장

-  다양한 적용 분야 : HMI, 조립 워크스테이션, 창고 저장 및 물류, 
데이터 수집 및 네트워킹, 이미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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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및 Panel PC는 산업 환경에서 유지보수가 필

요 없어 2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이러한 PC는 최신 PC 기술과 많은 실용적인 

인터페이스와 함께 제공된다. 빠른 배송을 위해 12

인치, 15인치 또는 19인치 단일 터치 와이드스크린 

디스플레이를 갖춘 Panel PC 및 Box PC(각 PC에

는 Windows 7 Ultimate 운영체제가 미리 설치되

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음) 등 미리 구성된 8개 

버전이 준비되어 있다.

새로운 Simatic IPC327E 및 IPC377E Basic 

IPC를 사용하면 산업 환경에 대한 인증서, 높은 

온도 범위 또는 보호등급과 관련한 특정 요구사항

이 없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다. 모든 Simatic IPC와 마찬가지로 장치의 품

질과 디자인이 뛰어나 산업용으로 적합하다. 개별 

구성요소를 선택하고 조화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인클로저가 밀봉된 팬이 없는 설계로 견고성과 긴 

서비스 수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지멘스는 표준 용도의 Sinamics V20를 위한 Sinamics 주파수 컨버터 포

트폴리오를 확장하여 새로운 크기의 프레임 FSAC를 포함하게 되었다. FSAC

는 1AC 200V~240V 전압 범위와 1.1kW~1.5kW 규격을 갖는다. FSAC는 이

전의 FSB 프레임(1AC 200V)을 대체한다. 이전 프레임보다 40% 더 소형화된 

이 새로운 크기의 프레임은 놀라운 공간 절약으로 유연성을 높여준다.

지멘스 포트폴리오의 Sinamics V20은 매우 신속한 시운전, 비용 효율성, 

간편한 조작 및 견고한 설계의 이점을 제공하는 기본 컨버터이며, 이 표준 컨

버터는 9가지 프레임 크기로 제공된다.

 Sinamics V90 서보 드라이브 포트폴리오에는 혁신적인 기능이 추가되었

다. 초소형 크기의 프레임 FSA는 FSB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 0.1 및 0.2 kW

의 Profinet 버전으로도 제공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공간이 10 밀리미터 감

소되어 V90 FSA 프레임이 18% 축소되었다. 이제 단일 케이블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Profinet 인터페이스를 통해 공정 및 진단 데이터를 전송할 수

도 있다.

V90 서보 드라이브 시스템 내에서 Simotics S-1FL6(SH45, SH 65 및 

SH90) 모터 시리즈는 더욱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출시되었으며, 모터 측에

서는 각이 지지만 케이블 측에서는 직선으로 연결된다. Sinamics V90 서보 

드라이브 시스템은 특히 매우 동적인 용도에 적합하다.

새로운 프레임 크기 및 Profinet 연결성을 갖춘

Sinamics V-컨버터의 간편한 조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