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은 최근 제4세대 디스플레이 전송 기술, 스마트 

디스플레이 링크(Smart Display Link : SDL)를 발표하

였다. SDL4는 HDBaseT 2.0을 기반으로 하고, 산업용 

PC와 디스플레이 장치 사이에 100미터까지의 거리를 둘 

수 있다. 이것은 다수의 원격 HMI 패널을 갖춘 확장 가

능한 기계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 

SDL4는 디스플레이 콘텐츠와 그 밖의 데이터를 훨씬 

더 먼 거리에 전송할 수 있다. PC와 디스플레이를 100미

터 거리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SDL4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표준형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점

이며, 이로 인해 긴 거리에 걸친 케이블 비용이 극적으

로 절약된다. 가는 케이블과 슬림형의 RJ45 커넥터는 

좁은 케이블 배선 개구부와 스윙암 시스템 같이 공간이 

제한된 상황에 완벽하게 적합하다.

SDL4 컨버터는 하나의 Automation PC에 3대까지의 

패널 연결을 허용한다. 추가적인 SDL4 인터페이스를 통

해 상이한 콘텐츠를 표시하는 네 번째의 Automation 

Panel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은 현장에 설치된 

조작자 패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식 제조 

시스템의 요구에 대한 B&R의 응답이다.

B&R PC와 패널 시스템의 모듈형 설계는 모든 Auto 

mation Panel에 SDL4 인터페이스를 장착하는 것을 

허용한다. SDL4 전송 기술은 소프트웨어 및 운영 체제

와 독립적이고 USB, 터치 스크린 및 기능 키를 포함하

여 모든 통신 채널을 단일 케이블에 통합한다. SDL4는 

최적의 영상 품질을 위해 모든 신호를 압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해상도로 전송한다.

B&R, SDL4를 이용한 

디지털 디스플레이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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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Display Link 4는 PC와 HMI 패널 사이의 모든 통신을 
표준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전송하고,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와는 독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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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Huawei사의 OPC UA TSN 테스트베드 참여

- 원활한 스마트 팩토리 통신을 위한 실용적인 테스트

B&R은 중국 네트워크 기기 공급자 화웨이의 OPC UA TSN 테스트베드에 합류했다. 이로써 오스트리아 

자동화 전문기업은 새로운 통신 기술의 실용적 테스트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3개의 플랫폼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다른 두 개의 테스트베드는 미국의 산업용 인터넷 컨소시엄(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IIC))과 유럽의 랩스 네트워크 인더스트리 4.0［Labs Network Industrie 4.0(LNI)]이다.

“화웨이의 테스트베드는 아시아의 OPC UA TSN 표준화를 발전시킬 기회를 당사에 제공해 줍니다.”라

고 B&R의 Marketing Manager인 Stefan Schönegger 씨는 하노버 전시회 (Hannover Messe)의 테스트 

베드 프레젠테이션에서 설명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산업용 통신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입

니다.”

화웨이의 테스트베드는 개별 센서로부터 ERP 시스템 및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스마트 팩토리 통신의 

모든 측면을 시뮬레이션하는 OPC UA TSN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한다. 데이터는 실시간 모션 제어 데이터든 

경영진의 관리를 위한 종합 성과 측정 지표든, 유일하게 OPC UA TSN을 통해서만 전송될 것이다. 어떤 

종류의 통신 인터페이스도 요구되지 않는다.

하노버 전시회(Hannover Messe)에서 새로운 OPC UA TSN 테스트베드가 소개되었다.
자료 제공 : 화웨이(Hua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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