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

빌딩 자동화 시스템

( Building Automation System )

개요 및 특징

빌딩자동제어, 즉 BAS (Building Automation System) 란 건물 내의 기계,전기,조명등 기타설비를 제어용 컴
퓨터에 의하여 보다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총괄적 건물관리, 종합제어
및 감시 시스템을 말하며, 인텔리젼트 빌딩이 아니더라도 모든 빌딩의 각각의 규모에 따라 LOCAL 또는 직접
제어방식의 독립된SYSTEM으로 이미 도입되어 왔다.
오늘날 대부분의 건물에 적용되어지는 통합 BA SYSTEM은 최첨단의 제어 시스템으로 모든 제어 및 감시의 정
보 처리가 동일한 NETWORK 상에서 이루어지며, 건물 내 각종 설비의 중앙 집중식 제어로 최적의 환경 구축
및 에너지 절감의 극대화 목표로 한다.

에너지 절감 효과 극대화
 설비통합을 통한 전기,가스,수도 등 효율적 운영
을 통한 에너지 절감
최적의 제어조건 제공으로 에너지 소비의 최소화.
인위적인 환경을 배제하고 자연조명,외기를 이용
한 절전 운전.

최적의 건물 환경 제공
 건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쾌적함을 제공할 수
있는 주변 환경 제공.

에너지 절감

계절 및 외부와 잘 조화된 온,습도 유지.
 과학적인 제어를 통한 최적의 공기 청정도 유지.

건물용도에 따른 효과적인 지원
 건물용도에 적절한 시스템 채용과 무인 운전이
가능한 구조의 시스템 채용.
단일 네트워크의 통합 시스템을 통한 건물 용도
에 맞는 원격 제어.

효과적인 지원

최적 환경

특징

설비관리의 최적

보안관리

시설 및 보안관리릐 최적화

인력절감 및 설비관리의 최적화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최고의 보안
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첨단 보안
시스템 구성

 통합 시스템 및 무인 운전을 통한 인원의 최소화
검침 및 일상 점검의 자동화 및 최소화.
설비의 전산 이력 관리를 통한 수명 및 부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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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예
빌딩자동제어 시스템은 설비 및 전력, 조명등의 통합 시스템으로 분석 및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각종 검출기, 구
동기, 이를 통제하는 범용제어기등으로 구성되며 개별빌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으로 공급합니다.

Ⅰ

Ⅰ

통합 시스템
통합시스템으로 공조, 전력, 조명,보안
설비등 제어실에서 일괄관리 및 감시제
어.

II

제어기
범용 제어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
거나 제어하는 장치로 호환성과 확장
성이 뛰어난 제품 사용.

II
III

공조 제어
빌딩내의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조설비 제어하는 장치로
설비제어 에 필요한 각종 검출 및 구동
기기로 구성.

IV

II

전력 제어
전력설비를 중앙에서 집중관리하는 시
스템으로 에너지 절감과 과학적인 분석
을 위한 디지털화된 각종 계전기 및 메
타 사용.

IV

응용 소프트웨어 구성 예.

공조
감시 제어
시스템

전력
감시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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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스템 솔루션

관리자의 접근성과 유연성을 지향하는 솔루션

개방적이고 다양한 스케일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사용이 간편한 광범위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로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쳐를 표준화하고 조합할 수 있으며,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실시간으로
공정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Proficy HMI - CIMPLICITY

• 플랜트 전체의 데이터 수집 및 감시 제어 솔루션이다.
•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의 HMI/SCADA 솔루션으로서 빌딩 & 산업 자동화, 항공,
기계, 반도체, CNC, 모션 컨트롤, 포장 라인 등 조립 제조 공정에 아주 이상적인
툴입니다.

infoAgent (Proficy Real-Time Information Portal)

• 웹 기반의 공정 데이터 분석 및 모니터링 솔루션이다.
• 정교한 트렌딩 표시 기능과 리포트 기능으로 생산 정보를 시각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웹 기반 솔루션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성능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iHistorian (Proficy Historian)

• 방대한 양의 공정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이다.
• 거대한 볼륨의 실시간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고 기록하며, 분산함으로써 운영
상황과 하위 라인의 상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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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cy HMI – CIMPLICITY

CIMPLICITY HMI(human-machine interface) 개요
오늘날 생산활동의 정보 네트워크는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산활동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 효율성이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운전상태를 확실히 이해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정확성, 관련성 및 최신성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정보를 기업 전체의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GE Fanuc Automation사의
지능형 생산관리 솔루션의 공정수행 및 감시, 제어 제품군의 일환인 CIMPLICITY HMI는 사용자에게
이러한 능력을 제공해줍니다.
개방형 시스템 설계방식으로 진정한 클라이언트/서버구조이며 최신 웹 기술이 적용된 CIMPLICITY
HMI는 사업장 전체에 걸쳐 중요한 생산 데이트의 수집, 감시, 제어 및 공유를 위한 디지털화의
혜택을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소프트웨어 구조

VIEWERS

REMOTE

Pager

SERVER

Mobile
Plant-Wide Network
SERVER

Server

•
•
•
•

클라이언트 / 서버 구조
최고의 데이터 통합 시스템
데이터 및 Node 추가가 쉅다.
고기능에 주안점을 둔 설계

삼일데이타시스템주식회사

•
•
•
•

프로젝트 생성 및 유지 편리.
Fault Tolerant System
개방형 구조
Enterpris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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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및 특징


개방형 컴포넌트 기반 솔루션.
– OLE,VBA,OPC,COM/DCOM,ODBC등을 지원하는 개방형 컴포넌트 기반 솔루션.
– 업계 최초로 ActiveX 를 적용한 HMI.
–

ORACLE, SQL 등의 관계형 DB를 사용하므로 상위 서버와의 인터페이스가 용이.



강력한 그래픽 툴 제공으로 생동감 있는 현장 표현 및 운전이 쉽다.



공인된 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발되고 판매 되는 신뢰성 있는 제품.
– Six sigma,ISO 9001, CE등

항목

내용
Microsoft의 Object 기술기반


OLE, VBA, OPC,COM,DDE,NetDDE,DCOM등 수용

Microsoft ActiveX Controls 사용.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CIMPLICITY Controls
개방형 컴포넌트
기반 솔루션




사용자가 개발한 Controls
Third-party에서 제공되는 Controls

Open DataBase Connectivity(ODBC) 지원
 MS SQL, Oracle, DB2, Informix 등 지원


Structure Query Language(SQL) 기반 ODBC 사용

OLE for Process Control


OPC Server & Client 지원



3rd Part Device Communications Server 사용 가능



상호 연계적인 동적 구성(Interactive Dynamic Configuration)
Point 검색기를 통한 네트워크상의 어떤한 Point도 검색 및 속성 지정
기본적 모든객체(사각형,직사각형,원,타원,선,다각선,호,원 등)에 위치,스타일,색,회전
등 속성정의
OLE 객체,Active 객체 등을 간단한 Mouse 조작(Drag and Drop)으로 화면에 추가,편집.
객체의 그룹화 및 비 그룹화 선언 및 속성 지정.
이동,회전,상하좌우 등 동적인 표현 가능.(에니메이션)
이벤트 핸들러 (Ke, Mouse, 객체, 화면 등에서 발행하는 이벤트) 구성 가능.
프레임 에니메이션 기능.
마지막 값 기억 기능.
메타파일 가져오기
VBA 스크립트 지원
온라인 도움말 기능.
사용자 정의 도움말 기능.










그래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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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및 특징[계속]
항목

내용

Data 수집

Data 수집
 MS SQL , Oracle 등의 DB에 알람 및 이벤트, 프로세스 데이터 저장.
 표준 ODBC 사용하므로 다른 응용르포그램 과 호환.
 Database 관리기능이 있어 기간 또는 크기에 따라 테이블 자동관리.
저장 과 전송
 네트워크 이상시 로컬 DB에 저장하고 정상 복구시 Main DB에 자동 전송
보고서
 이벤트,알람, 포인트 자료에 대한 개별 보고서
 스프레드 시트와 같은 데이터 추출 기능.
기타기능
 사용자 별 권한 관리, 멀티 쓰레드 기능을 사용한 Data 수집.
 원격 DB 저장 및 관리 기능.

경향 감시

실시간 추이감시
 실행화면 보기와 완벽한 조화, 한 그래픽화면에 여러차트 표시
 손쉬운 파라메터 설정, 차트당 무한데의 포인트(Pen) 표시
 실시간 추이감시 과거 추이데이타를 동시 추이 감시.
 다축설정 기능이 있어 XY Plot에 여러 개의 X,Y 축 표시 기능.
과거 추이 감시
 시간, 날짜 등에 의한 일정주기에 의 한 표시.
 평균,적산,최대,최소, 중간값, 순시값 등으로 자동 표시.

분산형 네트워크

통계적 공정관리
(SPC)

Stand-alone Operation)
 데이터 수집,그래픽 감시,보고서 등 단독 컴퓨터에 의한 운전
분산 처리(Distributed Processing)
 네트웍 사용 기능 선택 만으로 분산처리
 그래픽 서버,DB 서버등 기능별 분산, 최대 100 Session 지원.
원격 액세스(Remote Access) 기능, 에러 감지, 복구, 진단 기능.
동적 연결(Dynamic Connections), 서버 이중화
 시간 동기화,실시간 DB 및 경보 동기화, 과거 데이터 DB 동기 및 유지
 자동 절체(Fail-Over)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선점형 다중 실행(Pre-emptive multitasking)
 I/O 통신 채널 이중화(Serial & TCP/IP)
 네트웍 에러 검색 및 자동 복구
CIMPLICITY는 데이터 측정 및 분석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개선 및 품질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중앙 집중식 구성.
 프로세스 한계값,품질 변수 등을 Point 속성에서 일괄 반영.
SPC Tools
 X Bar R, X Bar S, X Individual, Histogram, Pareto
SPC 차트
 X Bar 차트
 Pareto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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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및 특징[계속]
항목

내용
VCR 기능.


운전자의 설비 조작 사항을 기록하여 재생하는 기능.

웝기반 HMI




그래픽화면을 인터넷을 통하여 감시 할 수 있으며 Point는 HTML Tag 형식으로 지원.
Terminal Service 기능에 의한 원격유지 보수.

Thin View
Window CE 기반의 PDA등에 탑재할 수 있으며 무선 또는 CDMA를 이용하여 장소
구애 없이 감시.
HMI와 통합할 수 있는 API Tool Kit 제공.


기타



C, CC++ 사용.




디바이스 통신용 API
포인트 관리 API



Data 수집용 API



경보 관리 API`

VBA

Terminal Services
Server
Desktop

Terminal Services
Client
Desktop

PDA 감시

운전자의 화면
조작 사항을
기록하여 필요시
재생.

System
Link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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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Agent (Proficy Real-Time Information Portal)

infoAgent 개요
GE Fanuc Automation의 infoAgent(tm)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의 분석&모니터링 기능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현장의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즈니스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공정 운영 현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IT분야에 대한 투자상환을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한 접속 기능과, 분석, 웹 기반 모니터링 구성요소를
갖춘 infoAgent는 현장의 다양한 온라인시스템과 공정 시스템을 통합하는 웹 솔루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GE Fanuc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 및 Third-Party 시스템으로부터의 데이터와도 통합하여 웹 기반의 모니터링과 분석,
리포트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단일 웹 클라이언트 환경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교한 트렌드 분석, 디스플레이, 분석 결과 등을 뽑아낼 수 있는 infoAgent는 플랜트 전체의
운영실태와 향상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요 기능 및 특징
항목

내용






챠트, Grid, 디스플레이
컴포넌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 OPC 지원









공장의 전반적 상태
및 질적 수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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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eries Trend Chart
Event Chart
Text Trending
XY Plot
Alarm Plot 과 Grid
Tabular Data Grid
데이터 링크와 “Roll-up”
Quick Analysis
시간대 및 시간 범위에 고유한 라벨 설정 지정 가능
축의 Stacking과 챠트의 투명 설정
공정 최적화를 위한 주석 달기
디스플레이 스크롤
ODBC, JDBC, OLEDB 드라이버 포함
Statement Builder (명령문 구축기)
SQL의 Insert, Update, Delete, Execute, Call 명령 지원
KIPs 모니터링 방법 제공, ad-hoc계산 및 식 수행
Pie, Bar, Line chart, Grid 커포넌트 이용 시각적 표현 가능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계층적 또는 그룹단위로 표현 가능
Form 컴포넌트를 사용 표준 서식 구성요소 지원을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사용 가능
Graphic 구현
실시간 성능 관리, 주요 성능 지시계 기능
웹기반 제조, 공정 데이터 통합 및 보고
리모트 모니터링 및 분석
배치 및 이벤트 트렌드 분석, 보고
품질 메트릭과 경보분석/보고 기능 제공
SPC 분석 적용 가시적인 품질 및 공정 향상 가늠 가능

T : 031-446-2283, F : 031-469-6219

BAS

빌딩 자동화 시스템

( Building Automation System )

iHistorian (Proficy Historian)

[GE FANUC Intelligent Plant Automation Software 구성 요소]
제조 데이터 - 제조데이터는 전체적인 회사운영을 좌우합니다. 사무실에서 제조공정의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수 있다면 사업상의 결정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전
세계적인 제약회사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공은 데이터의 품질과 접근용이성에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대한 양의 공정데이터를 빠르고 쉬우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수집/저장하여 비지니스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일은 항상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제조와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핵심적
인 수단이 없이는 기업의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힘든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처
럼 급변하는 고경쟁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이매우 중
요합니다.
iHistorian을 만나보십시오. GE Fanuc사의 지능형 공장자동화 솔루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
는iHistorian은 성능과 속도, 그리고 뛰어난 접속성이라는3가지 완벽한 기능과 저렴한 가격에 만족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주요 기능 및 특징
항목항목
확장성

내용





신속성





서버당 100 태그에서 250,000 태그 까지 뛰어난 확장성
다수의 서버 지원
고 성능의 데이터 저장, 재생
1초에 20,000 이벤트의 읽기,쓰기 = 17억 이벤트 / 1일
100 msec(0.1초) 폴링 수집 주기
이벤트 데이터 기반 수집 시 1msec 해상도

신뢰성



신뢰성













편의성







및 Data integrity
축약 전송 방식으로 data 손실 없음
초고효율의 데이터 압축 저장
Dead banding 및 rate-of-change 압축 알고리즘
철저한 이중화 관리 시스템 지원
콜렉터간의 동기화 지원
서버 클락으로 동기화 하여 순차적 이벤트(SOE) 비교

다양한 데이터 타입 지원 : numbers, strings & “objects”
모든 태그는 색인화(indexed) 되어 상호 참조(cross-reference) 가능
공정 값, 제품 ID, 배치 ID 등에 따라 데이터 추출 가능
데이터 값에 주석 달기 가능
다중 시간대 및 Daylight Savings Time 지원
본사와 해외 사업장의 데이터를 동시간대로 비교 가능
일광절약시간(서머타임) 지원
쉬운 구성 및 관리
보안 및 추적 기능
전자 기록 및 전자 서명에 대한 규정 준수
Windows NT/2000 보안 기능 사용

삼일데이타시스템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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