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uid Power Electrical Automation

Hydraulics
Pneumatics

Fluid Power 
  Component Sizing

                   Electrical
  Component Sizing

Spool Designer
 &Pump Configurator

Bill of Material & Report

Manufacturers' Catalogues

HMI & Control Panels

SFC Compilers
& Export

Sequential Function 
                 Chart (SFC)

Digital Electronics

Electrical Controls

APIs / Script Language

Electrical One-line
       Diagram

Electrotechnical

OPC Client (CANbus)
                 OPC Server

PLC Ladder Logic
Allen Bradley™ Siemens™ 
and IEC 1131

Tr
ad

e 
Or

ie
nt

ed
 CAD               Simulation                      

Project Documentatio
n

Multi-User

Construction

Manufacturing

 Energy

Material Handling

 Marine & Subsea

Defense

Aerospace

Mining

Forestry

Agriculture

Pulp & Paper

Industrial Machinery

Oil & Gas

Machine Automation

2

Automation Studio가 다시 한번 혁신의 한계를 허물고, 다른 시스템 설계 소프트웨어와의 격차
를 더욱 넓혔습니다. 

Automation Studio의 메인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엔지니어 및 전문가 그룹입니다 :

A Complete Project/Product Lifecycle Solution…. 

Overview P4
Training P7
Maintenance & diagnostics P8
Start-up and testing P9
Technical publications P10
Project documentation P11
Hydraulics & pneumatics P12

Electrical P16
One-line electrical diagram P20
SFC/Grafcet  P22
PLC Ladder Logic P24
Component sizing P27
Manufacturers' catalogues P29 
Collaborate for better efficiency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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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on Studio는 사용자에게 익숙한 시스템 설계 피처, 수준 높은 엔지니어링 능력, 다이내
믹하면서도 실제와 같은 시뮬레이션, 다양한 애니메이션 기능 그리고 유연한 문서 작업 능력
을 동일한 환경 내에서 제공합니다. 제조 기업, OEM 그리고 end-user는 Automation Studio를 사
용하여 시스템을 완성, 배치한 후 유지보수 할 수 있습니다.

Automation Studio는 설계, 트레이닝, 세일즈, 생산 또는 유지보수 등 사용자의 관련 업무와 상
관없이 비용절감 및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 강화와 더불어 품질 개선, 워크플로우 최적화 그리
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에 도움을 줍니다. 

Automation Studio는 기업으로 하여금 프로젝트 팀들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제품/프로
젝트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단계를 최적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의 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대되는 결과 : 생산성 향상 및 개발 기간 단축

…To Optimize Your Entire Work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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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정확한 설계를 위한 
완벽한 라이브러리 세트
Automation Studio 라이브러리는 ISO, DIN, JIC, 
IEC, NEMA등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되는 카
테고리에 의해 구성된 수 많은 범용 컴포넌
트를 익숙한 사용자 환경을 통해 제공합니
다.

정보의 자유로운 디스플레이
다이어그램 위 또는 매칭되는 컴포넌트 검색 
시 나타나는 툴팁에 자세한 정보가 다이렉트
하게 디스플레이 됩니다.  

다이내믹한 측정 도구
압력, 플로우, 전압량, 속도와 같은 다양한 파
라미터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수
행 시 이와 같은 가상 도구를 회로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Full Color로 이루어진 다이내믹
하고, 실제와 같은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작업 중 컴포넌트는 그 상태에 
따라 애니메이트되고, 라인은 칼라로 코딩됩
니다. 시뮬레이션 페이스는 Normal, Step by 
Step, Slow Motion, Pause 등으로 조절됩니다.

Bill of Material
BOM, RFQ(Request For Quotes), BE(Budgetary  
Estimates) 등의 생성을 위해 데이터를 프로젝
트의 모든 컴포넌트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사이징
컴포넌트 사이징 모듈은 다양한 컴포넌트를 
대상으로 유익하고, 유연한 computer-aided 
sizing calculation을 제공합니다.

Automation Studio는 익숙한 사용자 환경에서 강력한 설계 
기능을 제공합니다.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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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 향상을 위한 협업
Automation Studio를 이용하면 장소에 상관 없
이 데이터 공유 및 동기화를 통해 동일 프로
젝트에 대한 동시 작업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거동 분석
사용자는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시뮬레이
션 파라미터를 모니터링하고, 시각화할 수 있습니
다. 시뮬레이션 종료 후 결과값 분석이 가능하며, 
추가 분석을 위해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스탠다드 관리
모든 사용자는 공동 데이터베이스에 집중된 
스탠다드를 공유하며, 관리자는 조직 전반에 
걸쳐 프로젝트 및 사용자에 적합한 스탠다드
를 식별합니다.

멀티-테크놀러지 시스템 
Automation Studio를 이용하면 완벽한 시스템 
설계를 위한 다양한 테크놀러지의 결합이 용
이하게 이루어 집니다.

Machine Specific Training
시스템 설계를 별도의 비용 없이 가상 트레
이닝 플랫폼으로 재사용합니다.

PDM, LMS Link 
API 및 Scripting 모듈은 ERP, 3D CAD, PDM, LMS 
등 다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원하는 사
용자의 요구를 파워풀한 방법으로 충족시킵
니다.

Pre-Configured 카탈로그를 이용한 시간 절약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카탈로그로 인해 컴포넌트의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파트 번호 및 실제 벤더사들의 데이터와 부합되는 심
볼과 연계되므로 시뮬레이션 set-up 시 많은 시간이 절약됩니다.

System Design &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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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하고, 실제적인 Full Color 시
뮬레이션
Automation Studio의 시뮬레이션 기능은 지원되는 모
든 테크놀러지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시뮬레
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그 상태에 따라 컴포넌트는 애
니메이트되며, 라인은 칼라로 코딩됩니다. 회로의 모
든 포인트에 대해 압력, 플로우, 변위, 전류 그리고 전
압 변수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컴포넌트에 주어진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로 인해 초
기 setup이 필요 없습니다. 컴포넌트를 심플하게 삽
입하면 시뮬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사용자는 시뮬레
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장치에 대해 컴포넌트 파
라미터를 조절하고,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설계자는 회로 작동을 모니터링하고, 잠재적 설계 오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분석, 프로토타이핑 시간 단축 그리고 초기 장비 설계 단계에서의 오류 검증이 가능합니다. 다
른 어떤 CAD 시스템도 이러한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Partial List of Simulated Phenomena:
•	 Laminar	and	turbulent	flow
•	 Dynamic and hydrostatic pressure
•	 Pressure	drop	based	on	flow	type
•	 Fluid viscosity based on temperature and pressure
•	 Fluid compressibility based on Bulk Modulus and pressure level
•	 Cavitation based on vapor pressure of the oil
•	 Heat exchange based on isothermal, polytrophic and adiabatic   
 transformation
•	 Multi-fluid	system
•	 Motor	and	pump	volumetric	and	total	efficiency
•	 Very high pressure system (›5000 Bar)
•	 Voltage, current, power, frequency, phase
•	 Resistive, inductive and capacitive effect
•	 Atmospheric pressure 
•	 Steady-state

•	 Simulation modes
•	 Multi-document simulation
•	 Layer simulation
•	 Dynamic measuring instruments
•	 Hydraulic tester
•	 Thermometer
•	 Pressure	and	flow	gauge
•	 Numerical snapshot 

•	 Open path detection
•	 Component repair
•	 Plotter
•	 Recorder
•	 Multimeter
•	 Faulty component highlight
•	 Oscilloscope
•	 Log reports

System Analysis Tools 
다양한 모니터링 도구가 작동중인 시스템의 거동을 분석, 확인 그리
고 기록합니다:

System Validation &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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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비용 절감 및 엔지니어링 to 트레이닝 시
너지 효과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작성된 문서는 트레이닝 및 기술 자료 관련 부
서에서 재사용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는 회로도를 다시 작성하
거나 고가의 트레이닝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에
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하고, 애니매이트되며, 유연한 트레이
닝 자료 생성
Automation Studio를 이용하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트레이닝 매뉴얼 
생성이 가능합니다. Automation Studio의 Recording 기능은 장비의 거동
을 일러스트레이트하기 위한 연속적 동작을 제한 없이 생성할 수 있
으며, 교육생들로 하여금 기계의 작동 및 문제 해결 절차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온라인 트레이닝
SCORM에 충실한 Automation Studio를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와 용이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된 환경에서 
Automation Studio의 실제적이며, 인터액티브한 시뮬레이션은 사용자
의 온라인 트레이닝 컨텐츠를 현저하게 개선합니다.

• Generic training
• Machine type specific training

다양한 사용자의 기술적 지식과 전문성이 고려된  
Automation Studio는 시스템의 실제 거동을 시각화하
고, 모니터링하며,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시스템 작동
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
킵니다.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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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능력 향상 
유압, 공압 그리고 전기/전자 컴포넌트 모델링은 시스템 시뮬레이
션 진행 중 유발될 수 있는 결함을 integrate합니다. 신속하고, 용이하
게 “What if” 시나리오를 수행하여 잠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
다. 결함 있는 컴포넌트는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 환경과 
동일하게 완성된 회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시스템
에 가해지는 포괄적인 임팩트를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와이
어 또는 라인을 분리하여 회로의 일정 부분을 정지시킨 후, 진단 작
업을 수행하고, 의심되는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컴포넌트를 수정하
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일반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메인티넌스 직원 훈련에도 효과적이며, 그들로 하여금 실제와 같은 
가상 시스템을 시도해 보게 함으로써 특정 장비와 관련된 기술 향상
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와 같은 문제 해결 도구
Automation Studio는 multimeter, hydraulic tester, manometer 그리고  
thermometer가 포함된 완벽한 측정 도구 세트를 제공합니다. 회로 전 
영역에 대한 다이내믹한 검증이 가능하며, 그에 대한 신속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Simulation Circuit Alteration
Automation Studio는 시뮬레이션 진행 중 와이어 및 파이프 분리 도구
를 제공합니다. 완성된 회로의 상태는 즉시 그리고 실제와 같이 업데
이트됩니다. 수정 도구를 이용하면 어떠한 의심적은 결함도 선택 및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실제와 같은 컴포넌트 결함
문제해결 모듈을 사용하면 유압, 공압 또는 전기 컴포넌트의 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는 사용자에 의해 활성화 가능한 결함 
사전 정의 세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 사용자가 
정의한 결함을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결함 확인 
결함은 시뮬레이션 진행 중 확인됩니다. 전기 컴포넌트인 경우 최고 
전류 그리고 유압 컴포넌트인 경우 최고 압력과 같은 특정 조건 충족 
시 자동 해결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인티넌스 및 트레이닝 담당 직원들은 Automation Studio의 빌트-인 컴포넌트 고장 관리와 진
단 기능을 이용하여 잠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what-if" 시나
리오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Maintenance & Diagno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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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기계를 이용한 진단 능력 향상 
Automation Studio의 가상 환경과 실제 환경 사이의 인터액션은 기계 
작동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실제 컨트롤러와
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시스템 인터액션에 대한 이
해 능력이 모든 레벨에 걸쳐 현저하게 향상됩니다. 이러한 인터액션
은 장비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및 문제 진단 수행을 위한 최고
의 수단을 제공합니다.

Automation Studio는 그래픽 모델링, 시뮬레이션 그리고 자동화된 테스팅을 이용한 검증 능력
을 제공함으로써 start-up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CAN Bus Link for the Creation of Complete Virtual 
Machine
CAN Bus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면, 모든 호환 가능 제어 엘레먼트가 
Automation Studio에 연결되어 가상 기계를 생성, 실제와 같은 방법으
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Start-Up and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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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on Studio는 서플라이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팀 시너지를 증진시킵니다. 따라서 
중요한 기술 문서 및 최고의 제품 생성이 가능합니다.

워크플로우 자동화 
Automation Studio를 이용하면 부서별 구체적 스탠다드 정의가 가능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스탠다드를 적용함으로써 워크플로우 
내의 수 많은 액티비티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엔지니
어링 드로잉이 적절한 프리젠테이션 포맷으로 자동 변환되는 것입니
다. 따라서 기술 자료 담당 부서는 지루하고, 시간 낭비적인 매뉴얼 
컨버전 작업을 수행하거나, 특수한 오서링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해당 액티비티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Multi-language 프로젝트
월드와이드 고객에게 고유 언어로 제품 다큐멘테이션을 제공하는 것
은 현대와 같이 경쟁적인 시장 환경 내에서 매우 중요한 이점입니다. 
번역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된 프로젝트
는 텍스트, 이미지, 하이퍼링크, 오디오 
그리고 비디오 등 스스로를 하나의 언어
에서 또 다른 언어로 변경시키는데 요구
되는 모든 정보를 관리합니다. 액티브 언
어를 심플하게 선택만 하면, Automation 
Studio가 프로젝트의 모든 정보를 번역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되는 동등한 정
보와 자동 교체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
트, 동료 또는 해외 파트너에게 용이하게 
프로젝트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 Promotional/Sales documentation
• Troubleshooting guide
• Product specifications
• Training material
• Maintenance manuals

Technical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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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on Studio의 광범위한 자동 문서화 기능을 이용하면 다양한 문서를 신속하고, 용이하
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은 향상되고, 데이터 입력 에러 발생 빈도는 감소합니다. 

스탠다드 관리
다양한 분류 방식으로 스탠다드 레벨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기업, 부
서, 브랜치, 프로젝트, 문서. 스탠다드는 프로젝트의 모든 사항을 테크
놀러지 및 문서로 커버합니다 :	fluid,	material,	hoses,	lines,	wires,	cables,	 
connectors, font, color, page layout, naming rules, components, title block, 
component representation during editing and simulation, etc. 

자동 리포트 기능
설계 및 세일즈 전문가에게 다양한 리포트 생성 기능은 필수입니다. 
부품 번호, 가격, descriptions 그리고 모든 기술 데이터를 프로젝트의 
개별 컴포넌트에 신속하게 부여함으로써 자동 BOM 생성, 견적서 요
청 그리고 예산 측정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 카탈로
그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기술 데이터에 곧바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별도로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젝트 내보내기
사용자는 기타 엔지니어링 도구 또는 PDM 시스템과의 더 나은 통합
을 위해 회로도 및 프로젝트 데이터를 DXF, EMF, PDF, SVG 또는 TIFF
와 같이 다양한 포맷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소
프트웨어로의 용이한 데이터 이동을 위해 프로젝트를 XML 포맷으
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생성 리포트
•	 Bill of Material
•	 Purchase orders
•	 Cross-references
•	 Wires and cables
•	 Terminal strips
•	 Tags 
•	 Splices
•	 Connectors
•	 PLCs
•	 Spools
•	 Ducts
•	 Rails
•	 Customized reports

Project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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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심볼들  
펌프, 모터, 방향 밸브, 압력 밸브, 기계 컴포넌트, 계측 및 조절 장
치, 변환기 등 수 많은 컴포넌트 심볼을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는 용이한 추적을 위해 기능 별로 그룹화되어 있
습니다. 

ISO Compliant Libraries
라이브러리에는 기호 사용을 위한 ISO 1219-1 및 회로 관리를 위한 
ISO 1219-2에 적합한 심볼 및 빌트-인 시뮬레이션 회로도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용이한 유압 시스템 모델링
Automation Studio는 다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달리 특별한 기
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Automation Studio 시뮬레이션은 모든 레벨
의 시스템 설계, 트레이닝 그리고 유지 보수 관련 담당자들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직관적이고, 유연한 워크숍은 유공압 시스템 전문 팀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개발 사이클이 단축되므로 사용자는 과중
한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기업 스탠다드에 일치하는 다이어그램
• 정확하고, 실제와 같은 시뮬레이션
• 컴포넌트 사이징
• 광범위한 선택이 가능한 preconfigured 제조사 제품들
• 모든 범위를 커버하는 분석 및 시뮬레이션 도구
• 컴포넌트 결함 관리

Hydraulics & Pneu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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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펌프, 모터 configurators
Automation Studio는 사용자가 원하는 심볼 및 시뮬레이션 모델 생성 
configuration	도구를 제공합니다. 익숙한 사용자 환경의 다양한 인터
페이스는 사용자로 하여금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실린더, 밸브, 펌프 
등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Load Sensing Application
압력 피드백은 회로 내 모든 곳에서 생성 가능하며, 제어 어플리케이
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액츄에이터 로딩 설정과 함께 작
동 중인 실제 시스템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Hydraulics & Pneu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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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ble Tooltips
오브젝트 주위에 마우스를 대면 관련된 컴포넌트의 프로퍼티와 함께 
자세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Spool Position Designer
Automation Studio는 밸브 빌더 내에서 수 천 개의	pre-configured	spool
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spool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Spool Position  
Designer를 이용하여 원하는 spool을 용이하게 생성한 후 재사용을 위
해 Custom Spoo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Spool Position Designer는 각종 방향 밸브의 내부 함수 spool position 회
로 생성에 요구되는 모든 도식 도구를 제공합니다. Spool position은 
flow	control,	pressure	control,	lines,	orifices,	restrictions	등과 같은 컴포넌
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tuator Load & Force Profile Configuration 
실린더 및 모터에 적용된 모든 힘과 로드는 또 다른 컴포넌트 변수에 
링크되거나 actuator position 함수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
의 실제 움직임을 반영하기 위해 장비 사용 및 지오메트리에 따라 로
드 시나리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계 시스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이벤트의 에뮬레이션이 용이하게 실행됩니다.

진단 도구
Automation Studio는 ISO 스탠다드 부적합, 중복 또는 겹치는 라인, free 
connector와 같은 에러 또는 불일치를 탐지하는 광범위한 진단 도구
를 제공합니다.

Hydraulics & Pneu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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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Parameter Tuning in Simulation
시뮬레이션 진행 중 장비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장비에 
대한 직접 제어가 가능합니다 : 릴리프 밸브에 대한 압력 세팅 또는 
레버, 조이스틱, 밸브 작동 등 원하는 모든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External	effort	on	actuators	can	be	constant,	periodic,	or	variable

•		 Static	and	dynamic	friction

•		 Internal	and	external	leaks

•		 Volumetric,	mechanical,	and	thermal	efficiencies

•		 Dynamic	and	static	friction

•		 Inertia	and	mechanical	transmission

•		 Valve	kinematic	and	response	time

•		 Dead	band	and	hysteresis

•		 Flow	force	on	valves

•		 Flow	characteristics

•		 Component	failure	

•		 Specific	heat	coefficient

Simulation Parameters 

Choice of Simulated Phenomenas
요구되는 정밀도에 따른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유체 및 라인 설정 
 Automation Studio는 다양한 종류의	pre-configured	유체, 관, 재료 타입 세트를 제공합니다. 원하는 엘레먼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향후 사용의 
편이를 위해 엘레먼트를 정의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Fluid & line builder를 이용하여 회로, 인스톨레이션, 기능, 재료, 타입 등을 기준으로 라인
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에디팅 및 시뮬레이션을 위해 line appearance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흐름 또는 압력의 threshold level 기능으
로 해당 appearance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Hydraulics & Pneu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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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워크숍은 전기 시스템 설계를 위한 친숙한 사용자 환경 및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multi-document 및 multi-user 프로젝트 
구조로 인해 모든 규모의 프로젝트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 Diagram representation according to your company standards 
• Build and simulate complete electrical systems
• Full IEC and NEMA standards support
• Customizable symbols
• Component sizing
• Full range of analysis and validation tools
• Component failure management
• Test and validate PLC logic sequences  
 on a complete virtual system 

Trade Oriented Editor 
이 워크숍은 특히 전기 시스템 문서화를 위한 특별한 에디팅 기능과 
피처를 제공하며, 시스템 설계 피처와 결합되어 전기 설계자에게 익
숙하고, 능률적인 사용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이내믹하고 실제와 같은 시뮬레이션   
Electrical Simulator는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모델링 테크닉을 기반
으로 합니다.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회로의 모든 포인트를 대
상으로 전압, 전류, 저항 그리고 임피던스를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어 논리 시퀀스를 검증하고, 로드를 모터에 
적용하여 그것이 전류, 속도 또는 protection device와 같은 엘레먼트들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NEMA 및 IEC 심볼 라이브러리
전기 심볼 라이브러리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시스템 설계자의 
needs를 충족시킵니다. 모든 심볼은 각각의 스탠다드와 부합되어 분
리된 라이브러리로 광범위하게 제공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심볼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화된 에디터가 파워에 변
화를 줌으로써 스탠다드를 충족시키고, 컴포넌트를 제어함으로써 기
계 엘레먼트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lect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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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커스터마이징이 가
능한 연결 다이어그램
Connection Diagram Editor를 사용하
여 전기 배선도의 컴포넌트 간 연
결을 보여주는 완벽한 다이어그램
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연결 다이
어그램 생성 시 엘레먼트는 상응
하는 컴포넌트와 자동 매치됩니
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연결 및 케
이블 구조 정보가 추가 & 태그됩
니다. 전기 배선도 내의 변경은 연
결 다이어그램에 자동으로 업데이
트되며, 해당 내용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Black Box Model  
Implementation for 
Complete Autonomy
자동화 전문가는 이 피처를 이용하여 새로운 컴포넌트 설계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Black Box 컴포넌트를 이용하면 버튼, 디지털 & 아
날로그 I/O, 텍스트 또는 HMI 엘레먼트를 사용하여 컨트롤러와 같이 
독특한 심볼 또는 꽤 복잡한 기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및 와이어 관리
사용자는 재료, 게이지, 칼라, 패턴, 자세한 케이블 묘사 등과 같은 
spool 관련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동축 
케이블, twisted pairs 또는 shield)으로 와이어를 결합하여 다양한 케이
블 타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Free	connectors

•	 Free	emitter/receiver

•	 Uniqueness	of	item	identifier

•	 Components	directly	connected	(without	wire)

•		 Non-associated	links

•		 Components	not	associated	to	a	catalogue	part

•	 Too	many	wires	on	component	connector

•	 Redundant	wires

•	 Declared	failures

•	 All	accessories	with	symbol

•	 Free	accessories	with	symbol

진단 도구
Automation Studio는 다음과 같은 불일치 또는 에러 감지를 위한 광범
위한 진단 도구를 제공합니다:

패널 레이아웃 디자이너 
완벽한 junction box 및 scaled cabinets를 신속하게 실행하고, 설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사용자는 드래그 & 드롭으로 컴포넌트를 심플하게 
워크스페이스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설계 에러의 감소를 위해 컴포
넌트를 삽입할 때 마다 라이브러리의 컴포넌트 숫자가 자동으로 업
데이트됩니다. 와이어를 위한 ducting 엘레먼트 뿐만 아니라 어셈블
리 그룹핑을 위한 rail mounting으로 인해 신속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완벽한 커넥터 구조
사용자는 connector builder를 이용하여 기하학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하우징, 모듈 그리고 캐비티와 같은 복잡한 커넥터 구조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기 플러그 또는 소켓은 주어진 커넥터의 
모든 캐비티에 매치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네스 생성을 위한 기본 조
건이 생성됩니다.

다이내믹 커넥터 이미지
연결 정보는 개별 커넥터 캐비티에 맞게 디스플레이 됩니다. 전기 플
러그 또는 소켓까지의 하이퍼링크와 더불어 완벽한 scaled 묘사가 커
넥터 캐비티 간의 연결 분석 및 탐색을 용이하게 합니다.

Elect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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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DC Current   
 (RMS/average/instant)
•	 AC/DC Voltage  
 (RMS/average/instant)
•	 Frequency
•	 Resistance

•	 Inductance
•	 Capacitance
•	 Temperature
•	 Torque 

•	 Speed
•	 Power
•	 Power factor
•	 Component failure 

Simulation Parameters 

PLC Component Configurator
PLC I/O 카드, CPU,	racks, 마이크로 PLC’s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PLC internal logic을 정의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Component-Specific Builders
단순 또는 복잡한 전기 장치 생성 후 물리적, 전기적 그리고 기능
적 프로퍼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장치 타입은 다음과 같
습니다:

Motor Soft Starter and Variable Frequency Drives
Motor soft starter 및 다양한 frequency 드라이브 라이브러리가 가능합
니다. Siemens, Allen-Bradley, Schneider와 같은 제조사의 실제 모델과 
동일하게 생성된 컴포넌트가 제공됩니다.

•	 Protection

•	 Relay

•	 Switch

•	 Sensor

•	 Connector

•	 Splice

•	 Cable	and	wire	spool

•	 Connection	block

•	 Soft	Starter

•	 Variable	frequency	drive

•		 Terminal	strip

•		 Commutator

•		 Cam	switch

•	 Naming of components in customizable format
•	 Wire numbering in customizable format
•	 Line and wire connect/break
•	 Cross-referencing
•	 Component renaming for copy/cut/paste operations
•	 Report generation
•	 Connection diagram generation
•	 Terminal strip and cable connectivity diagram

설계 피처
Electrical Workshop은 아래의 자동 장치 같은 단순 또는 대형 시스템을 
위한 진보적인 설계 피처를 제공합니다:

Elect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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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제어 시스템 
이 라이브러리는 Electrical workshop의 full power가 필요 없는 사용자
에게 유익하며, 유압 및 공압과 같은 회로를 제어하는 전기 시스템 생
성에 요구되는 CAD 기능을 제공합니다.

IEC and JIC 심볼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심볼은 IEC 및 JIC 스탠다드와 일치하며, 릴레이, 솔레노이
드, 카운터, 누름 버튼 등과 함께 제공됩니다.

다른 워크숍과의 완벽한 통합
Basic Electrical Control 워크숍의 모든 컴포넌트는 다른 라이브러리에
서 매칭되는 컴포넌트 패밀리와 상호 작용합니다. 따라서 완벽한 양
방향 시스템 구축이 신속하고, 용이해 집니다.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
션이 수행된 전기 시스템에 OPC 모듈을 이용하여 PLC 프로그램을 연
결할 수 있으므로 PLC 프로그램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Automation Studio에는 신속한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전기 제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유압 및 공압 워크숍을 보완합니다.

Digital Electronics 워크숍은 inverters, logic gates, flip-flops, counters, shift registers, comparators, 
switches, LEDs, 7-bar display, decoders, multiplexers 등과 같은 스탠다드 장치로 인해 완벽해 집
니다. 복잡한 logic에 대한 기초 작업 수행에 요구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Electrical Controls

Digital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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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Automation Studio는 circuit breakers, disconnectors, power transformers, 
metering transformers, loads, automation parts(line permutators, regu-
lators 등), protection devices와 같은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One-Line  
Electrical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Naming Rules
Automation Studio는 컴포넌트 식별자의 자동 생성을 위한 유연하고, 
인텔리전트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적 설계 업무를 단순화 시킵
니다. 이것은 인텔리전트 컴포넌트와 연관된 naming rule과 스탠다드 
사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Component name은 등전위 및 연결 분석
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전력의 생산, 송달 그리고 분배를 위한 전형적인 one-line network representation에서 모
든 전압 레벨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시각화하고, 문서화하며,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  Standalone power networks, power plants, substations 설계                                           
•  기업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diagram representation                                                         
•  현재 오퍼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기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  Full IEC & NEMA 스탠다드 지원                                                                                 
•  Full range of analysis and validation tools                                                                     
•  오퍼레이터로 하여금 모든 조건에서 능률적이고,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준비시켜 주는 실제와 같은   
 트레이닝 환경                                                                                                     
•  안전한 가상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switching plan 테스트 및 검증

One-Line Electrical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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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Switching Plan
오퍼레이터는 전기 인스톨레이션에서 설정 변경을 하기 전에 상세
한 switching plan 준비를 요청 받습니다. 인스톨레이션, 네트워크 그
리고 스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련의 규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
다. 오퍼레이터는 전통적으로 시설의 one-line 다이어그램 문서를 우
선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Automation Studio를 사용하면 현재 설비의 one-line 다이어그램을 완
벽하게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정적 디스플레
이에 상태, 기계 그리고 치수에 따라 장비 및 라인에 대한 다이내믹
하면서도, 칼라-코딩된 representation을 첨가합니다. 오퍼레이터는 모
든 작동 가능 컴포넌트의 상태를 변경시킬 수 있고, 완성된 인스톨레
이션에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utomation Studio는 로드 representation 및 오퍼레이터에 의해 입력
된 네트워크의 초기 상태에 따라 지속적인	power	flow를 계산합니다. 
각각의 액션에 대한 결과는 곧바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전체 플랜은 
step-by-step으로 검증되며 필요한 경우 완성에 앞서 다양한 대안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퍼레이터의 스킬 향상을 위한 뛰어
난 트레이닝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진단 도구  
Free connector 확인과 같은 심플한 방법에서부터 등전위 영역의 전
압 레벨 유지도를 확인하는 차원 높은 방법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다이어그램의 퀄리티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One-Line Electrical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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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자동화 제어 설계
SFC/Grafcet은 용이하면서도, 능률적으로 프로젝트를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구조화된 자동화 제어 
설계 방법입니다. 연속적 오퍼레이션을 신속하게 설
계하고, 프로젝트 완성에 선행하여 프로젝트를 검증
합니다. 프로젝트 문서화는 엔지니어, 고객, 유지보수 
스탭들로 하여금 장비 오퍼레이션에 대한 이해도 향
상을 도와줍니다.  ISO1219-2의 프로젝트 문서화를 위
한 SFC/Grafcet 사용 권고는 당연한 것입니다.

Trade Oriented Editor 
이 모듈은 특별한 에디팅 기능을 제공하며, 특히 SFC/
Grafcet 생성에 맞춰진 피처입니다. 시스템 설계 피처
와 결합되어 친근하면서도, 능률적인 사용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SFC/Grafcet Code Import/Export 
Automation Studio는 XML 또는 Cadepa 소프트웨어 포맷
으로 SFC/Grafcet 코드를 불러올 수 있으며, SFC/Grafcet
을 Siemens S7 PLC 및 XML 포맷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
다. 따라서 Siemens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로 직접 불
러올 수 있습니다.	Device	specific	compiler는 XML 포맷
을 이용하여 모든 타입의 기계 코드를 가상 생성할 
수 있습니다.

Automation Studio의 SFC/Grafcet은 완벽한 자동화 프로젝트 수립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PLC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 IEC 61131-3 국제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SFC 제어 구조를 충족시키는 선
택 도구입니다. 

•  신속한 자동화 제어 설계
•  모든 규모의 프로젝트 문제 해결
•  시스템 작동에 반드시 필요
•  오퍼레이션 트레이닝 스탭 지원 및 전반적인 프로젝트 퀄리티 향상

Sequential Function Chart/Grafc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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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된 접근 & 강력한 도구
이 모듈은 심플한 인터페이스와는 달리 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
니다. SFC/Grafcet이 생성되는 동안, 제어 엘레먼트는 잘못 처리된 부
분의 수정에 사용됩니다.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SFC/Grafcet을 
“수행”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연속 및 단계별 실행 인터벌을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제어 구조를 생성시키는 매크로 스텝을 정의
함으로써 더 높은 hierarchy level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Name Listing
명령을 수행하면서 모든 가능한 변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Vari-
able Manager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 타입 
및 사용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local, internal, or global for the 
project).

Guided Mode
SFC/Grafcet 엘레먼트를 생성하거나, 주석 기입에 관한 가이드로서 정
확한 신택스 기입 프로세스를 용이하게 해주는 모듈입니다. 액션 또
는 트랜지션을 삽입할 때 마다 설정 윈도우가 묘사 및 정의와 함께 다
양한 명령들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도움말도 가능합니다.

신속한 오퍼레이터 및 명령 키패드
원하는 명령을 신속하게 선택, 클릭하여 문장에 첨가할 수 있으므로, 
명령문 실행 프로세스를 심플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문서 고도화를 위한 코멘트 첨가
스텝, 트랜지션 그리고 문장이 포함된 모든 자동화 프로젝트 SFC/
Grafcet 엘레먼트에 코멘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Syntax Checking during Editing
명령어가 수행되는 동안 SFC/Grafcet 모듈이 개별 변수, 키워드, 수치 
값에 자동으로 칼라-코드를 할당함으로써 가능한 신택스 에러를 신
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quential Function Chart / Grafc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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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한 PLC 트레이닝
트레이닝을 위해 고안된 워크숍 라이브러리입니다. 성가신 제조사 
인터페이스 없이 PLC Ladder logic 다이어그램을 생성, 시뮬레이션 그
리고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생들은 도구 자체에서 비
롯되는 수업 지연 없이 로직에 집중하고,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용한 라이브러리
PLC 라이브러리에는 Allen-Bradley, Siemens, IEC61131-3 심볼 instruction 
set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워크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llen-Bradley™

Siemens™

IEC61131-3™

PLC Ladder Logic 워크숍에는 contacts, input/output, timers, logic 
test, math와 같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LC Ladder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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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 Client
OPC 클라이언트는 표준화된 OPC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가상 또는 실제 장치와 교환하기 위해 모든 OPC 서버에 접속합니다.

가상 문제해결 및 트레이닝 환경
CAN Bus 커뮤니케이션 덕분에 모든 호환 가능 컨트롤러를 Automation Studio에 연결할 수 있으므로 현재 소요되는 비용 대비 매우 적은 부담으로 
가상 문제 해결 및 트레이닝 환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완벽한 가상 기계를 생성시킨 후 실제와 같은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따
라서 장비 유지보수 관련 스탭에게 전자 제어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OPC 서버
최신	OPC	UA	스탠다드를 실행하는 OPC 서버
는 외부 장비와의 인터액션을 개선합니다. 
프로젝트, 회로도 그리고 컴포넌트로 이루
어진 프로젝트 변수를 read & write할 수 있
습니다.

OPC는 Open Standard를 통한 Open Connectivity입니다. 
Automation Studio는 컨트롤러, PLC, 유압, 공압 그리고 
전기 장비와 같은 외부 장치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Complete OPC Connectivity
OPC 클라이언트 모듈을 이용하여 제조사에 의해 OPC 서버 소프트웨
어가 제공되는 모든 PLC 또는 제어 장비와 데이터를 호환할 수 있습
니다. 원하는 장치에 맞는 OPC 서버를 인스톨하고 주소를 심플하게 
매핑한 후 Automation Studio를 다목적 I/O 시뮬레이터 또는 Soft-PLC로 
변환합니다. 

트랜스퍼 최적화 및 다양한 OPC 서버 동시 연결 기능을 제공하는 
Automation Studio는 <Data Access> OPC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뿐
만 아니라, OPC 클라이언트 모듈은 모든 설정 엘레먼트에 대한 비쥬
얼 상태와 더불어 오프라인 설정을 지원합니다.

Full OPC Conn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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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 생성
산업 제어 패널, 항공기 조종석, 모바일 기기 대시보드 등을 선택, 시
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시스템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누름 
버튼, 지시등, 계기와 같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컴포넌트의 완벽한 
라이브러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성된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는 
실제와 같이 작동됩니다. 

시스템 거동 시각화
커스터마이징 및 애니메이트된 컴포넌트와 모형, 애니메이트
된 장비 그리고 제어 패널을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시각적 효과로 확인하기 위하여 파라미터 및 애
니메이션 규칙이 그래픽화된 개별 오브젝트 및 컴포넌트에 적용됩니
다. 모든 라이브러리에 완벽하게 통합된 모듈로서 거동 기계를 모니
터링하면서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오퍼레이터 뷰를 시행하는 모듈입니다. 양방향 인터페이스 모
사, 장비 거동 애니메이션, 트레이닝 개발 그리고 시나리오 진단이 가능
합니다.

HMI & Control Pa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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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공식, 방정식 그리고 파라미터 정의에 대한 신속하고, 용이한 접근
•  개별 컴포넌트 패밀리에 대한 직관적 계산 시트 
•  신속한 시스템 프로토타이핑
•  Oversized 컴포넌트 제거로 비용 절감
•  기대 퍼포먼스에 부합되지 않는 undersized 컴포넌트 제거로 위험 감소

다방면 접근
Automation Studio 계산 시트는 엔트리 포인트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
존의 equation solving 과는 반대로 회로 내 모든 포인트로부터의 파라
미터 수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 계산된 step-by-step 접근법으
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라미터를 재계산하는 경우 해당 계산 
프로세스에 의해 수정된 변수가 상이한 칼라를 띄게 되므로 영향을 
받은 파라미터가 용이하게 확인됩니다. 새로운 파라미터가 검증되어 
컴포넌트 시뮬레이션 파라미터에 적용됩니다.

컴포넌트 및 시스템 시뮬레이션
일단 컴포넌트가 사이징되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오퍼레이팅 시
퀀스를 수립함으로써 전반적인 system requirement 파악이 용이해집
니다. 따라서 Automation Studio는 사용 가능한 회로를 신속하게 설계
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 변환됩니다. 예를 들어, 유압 시스템의 에
너지 소비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고, 오퍼레이션 비용을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 및 정의에 대한 신속한 접근
Automation Studio는 data book으로부터의 정보 검색 또는 방정식 유
도에 있어서 시간을 절약해주는 빠른 래퍼런스입니다. 유니트 시스
템을 정의할 수 있고, 모든 유니트 시스템에 결과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다양한 카탈로그로부터 검색된 컴포넌트 
데이터 입력 시 신속하고, 용이하게 컨버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CAE 기능을 사용하여 간섭 및 동작 특성을 유발하는 컴포넌트를 식
별할 수 있습니다.

Fluid Power and Electrical Component S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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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적인 카탈로그 제작 및 파트 데이터베이스 
생성
미가공 데이터 및 구조적 데이터에 근거한 다양한 카탈로그를 제작
할 수 있습니다. Catalogue Manager는 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와 호
환성 있는 구조적 변환 파일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카탈로그 또는 ERP 
데이터로부터의 트랜스퍼가 용이해 집니다.

완벽한 제품 문서화
아래와 같은 제품과 연계된 완벽한 문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카탈로그 및 MRP 데이터를 Automation Studio로 용이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스탭들에게 프로
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품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Trade-oriented 유압 및 전기 테크놀러지 
•  뛰어난 검색 기능으로 인한 엔지니어링 생산성 향상
•  용이한 제품 선택을 위한 익숙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 E-Shopping
•  능률적인 제품 문서화 관리
•  ERP와 Automation Studio간의 원활한 데이터 트랜스퍼
•  완벽한 불러오기 및 내보내기 기능

유연한 웹-기반 어플리케이션
Automation Studio에 통합된 Catalogue Manager는 stand-alone 어플리
케이션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항목을 지원하는 모
듈입니다:

•	 Technical	data
•	 Geographical	locations,	pricing	and	currencies
•	 Symbols
•	 Units	(metric	or	imperial)
•	 Images
•	 Technical	specifications	sheets
•	 3D	views
•			Product	version,	revision,	and	validation	state
•	 External	links
•	 Commercial	information
•	 Any	other	related	information:	videos,	users	guide,	etc.	

제품 옵션 관리
Catalogue Manager의 XML editor를 사용하면 심볼, 거동과 같은 제품 
옵션 선택에 필요한 파트 번호 제조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완벽한 LAN, WAN, Web 액세스
• 멀티-유저 환경
• 이벤트 히스토리
• 보안 관리
• API 및 스크립트 기능

강력한 검색 엔진 
원하는 제품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개의 검
색 모드를 원하는 카탈로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술 데이터 및 컴포넌트 프로퍼티를 활용한 구조적 쿼리

		•	완벽한 텍스트 검색

다양한 기준을 입력함으로써 검색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Catalogue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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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 있는 제조사의 bench tested 컴포넌트
•  컴포넌트 옵션 관리
•  제조사 파라미터로 생성된 프로젝트
•  최신 버전에 대한 인스턴트 접속
•  하나의 공통된 환경에서의 자세한 제품 정보

OEM, 벤더사 그리고 SI기업에 커스터마이징된 
trade-oriented 카탈로그
제조사 카탈로그는 정확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로	pre-configured	되
어 있어 곧바로 사용이 가능한 주요 유압 제조사들의 컴포넌트와 모
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 선택 및 비교
하나의 환경에서 완전한 제품 정보에 접속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컴
포넌트 간 비교가 수월하며, 의사결정 또한 신속하게 내릴 수 있습
니다. 

제조사 specifications에 대한 용이한 접근 및 양
방향 3D 뷰
시뮬레이션이 제조사의 대표 어플리케이션 및 퍼포먼
스	specifications와 부합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컴포넌
트 하나 하나가 주의 깊고, 엄격하게 bench test 되었습
니다. 제공된 가상 test bench는 컴포넌트 거동의 이해 
및 제품 선택 검증을 도와줍니다. 3D 뷰, 제품 프로퍼
티, 기술 데이터, 이미지, 노트, 문서, 기타 액세서리 등
이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합니다.

제품 카테고리는 ISO 표준 규격 및 NFPA 권고 사항을 기
반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신속한 설계 및 완벽한 문서화를 위해 제조사의 preconfigured 컴포넌트에 무한 
접속하십시오.

On-Demand Specific 컴포넌트
카탈로그에 원하는 제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추가 요청
을 할 수 있습니다. 파트 번호 및 관련된 제조사 정보를 제공하면  
Automation Studio의 관련 부서가 개발 프로퍼티에 추가시킵니다.

최신 버전 인스턴트 접속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는 항상 최신 카탈로그 버전을 제공합니다. 심
플하게 웹사이트에 로그인 하여 곧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Manufacturers’ Catalo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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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권한 관리자
프로젝트 책임자는 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에 접속 권한을 부
여할 수 있습니다:

• 문서, 다이어그램, 리소스와 같은 오브젝트
• 읽기, 쓰기, 시뮬레이션 등

이벤트 로그 관리자
사용자 및 관리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 로그를 유연한 필터
링 기능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사용 로그

•		프로젝트 이벤트 로그

•		 Automation	Studio	클라이언트 및 서버 로그

•		이벤트 익스플로러

   

•  안전한 프로젝트 및 데이터 공유
•  집중된 액세스 권한 관리
•  유연한 이벤트 로그인

•  LAN/WAN 라이선스 관리 및 사용량 통계
•  Real time 프로젝트 뷰 동기화

Collaborate for Better Efficiency

Automation Studio는 고객, 서플라이어 그리고 동료들과 안
전하게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는 multi-user 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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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유저 인터페이스
• 다이얼로그, 유저 인터페이스, 리본 바와 같은 기능 추가 및 수정
• PDM, ERP, 3D CAD와 같은 사용자 기업 어플리케이션과의 링크
•  외부 프로세스 또는 스크립트와 Automation Studio 이벤트 링크
•  모든 Automation Studio variable에 대한 액세스

Automation Studio 확장성 
Automaton Studio를 이용하여 사용자 고유의 프로그램 제어를 실행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의 runtime behavior 및 데이터에 영
향을 미치며 Automation Studio 확장성이라고 불립니다. 3rd party는 확
정성 피처를 이용하여 스크립팅 언어 또는 .NET 인터페이스를 이용
하여 Automation Studio 런타임 데이터 모델 및 프로세스 플로우를 조
작할 수 있습니다.  

Scripting Overview 
Script writer는 .NET 언어를 이용하여 데이터 조작 뿐만 아니라 기능을 
인터페이스하고, 증대시키며,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모델 내의 데이터를 조작하고 그 정보를 외부 프
로세스에 제공하는 Automation Studio 자체 기능과 더불어 사용자 개
인의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 어플리케이션과의 통합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및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한 새
로운 수준의 어플리케이션 통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메뉴를 통한 Automation Studio 액세스

∙	 Overload	스탠다드 기능

∙	 사용자 인터페이스 커스터마이징

∙	 Automation	Studio	기능을 이용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개발

Automation Studio는 인터페이스 개인화 및 타사 어플리케이션과의 데이터 교환에 있어서 사용
자의 확장 요구를 지원하는 강력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Customize Your Work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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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duct of

Famic Technologies는 고객 만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규모 OEM 뿐만 아니라 미국 Fortune 선정 500대 기업

들에게도 높은 명성을 얻고 있지만, 그 상황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객의 솔루션 실행 성공을 위해 고객의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다수의 전문가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트레이닝, Application-specific coaching 또는

Automation Studio customization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고객 지원을 위한 수준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다양한 트레이닝 세션이 제공됩니다. 컨설팅 서비스 뿐만 아니라 세미나,

웨비나(Webinar), On-site 및 외부 교육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립

니다.

Famic Technologies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원하는 방법으로 카탈로그를

커스터마이징하고 Automation Studio™와 통합하십시오.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폭 넓은 기술력

Famic Technologies의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설계와 더불어

기계, 전기, 자동화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응용 산업 엔지니어링(Applied

industrial engineering)의 수 많은 분야를 다룹니다. Famic Technologies의

기술력으로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Live Online Demonstration

전문가가 진행하는 무료 라이브 온라인 데모를 통해 Automation Studio™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건설, 광업, 임업, 농업 OEM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제조사들이 자사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Automation

Studio™를 사용하는 이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간 유지보수 및 확장 지원 방안

연간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Automation Studio™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활용해보십시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지원 서비스와

각종 업그레이드를 받으실 수 있고 최신 버전의 Automation Studio™를

가장 먼저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컨설팅 서비스

Famic Technologies는 지난 25년간 고객 비즈니스에 필요한 전략적 시스템 개발에 동참해오고 있으며, 항상 탁월한 퍼포먼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엄격한 개발 방법론을 실행해 왔으며,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접근법은 고객의 요구를 빠짐없이 실행하는 솔루션을 가능

하게 하여 관련 부서원 모두가 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Configuration and Catalogues Implementation

(주)엠케이티코리아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6 고려빌딩 403호
02-703-3507
sales@mktkorea.co.kr
www.automationstu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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