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enon Operator
  당신의 플랜트를 최고로 만들어 드립니다.

  쉽고 직관적인 핸들링,  

  보안 운영 및 인체공학적 제어

embedded hm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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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on 
 SENSOR에서 ERP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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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on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어떠한 변동

사항에도 당신의 프로젝트와 데이터는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더라도 보존 되며 쉽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업그레이드한 라이선스 번호만 입력하면 확장된 

기능이 즉시 사용 가능하며 별도로 프로젝트에 적용

할 필요가 없습니다.

zenon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영업담당자 

또는 온라인(www.copadatakorea.com)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정데이터와 현재 데이터를 공정단계에서부터 

ERP까지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표시하는 플랫폼에 

독립적인 리포트 도구 

특화되어 간단하며 인체공학적인 기계 및 장비 제어

Microsoft Dynamics, SAP ERP와 연결된 복잡한 장비의 제

어 및 완벽한 시각화 구현

IEC 61131-3 프로그래밍 환경의 zenon 통합 PLC 시스템

최적의 자동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복잡한 장비에 대한 Overview? 

안전하고 제어가 된 하드웨어에 접근인가요? 뛰어난 보안과 모든 운영작업의 

표준 문서인가요? 상이한 장비에서 데이터의 복합적인 리포트가 필요한가요? 

어떤 방식으로 자동화를 설계하더라도 오랜 시간 검증이 된 zenon이 해답입니다. 

인체공학적이며, 관리가 편리하고 어떠한 플랫폼에도 적용이 가능한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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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on Operator를 사용하여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

세요. 쉽고 간결한 운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원 소

비 절감을 실현시켜 드립니다. 또한 오픈 플랫폼으로 기

존 시스템에 쉽게 새로운 장비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zenon Operator를 사용하면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높

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혁신적인 HMI 소프트웨어인 zenon Operator는 간

단하고 안정적인 핸들링을 위한 멀티 터치 기능을 지원

합니다. 이를 통해 운영 중에 언어, 단위 및 컬러 레이아

웃을 쉽게 변경 할 수 있습니다. zenon operator를 사

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원격으로 장비를 유지할 수 

있으며, Reload 기능을 사용하면 플랜트 가동을 중단하

지 않고도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the future is ergonomics
향상된 자동화라는 것은 인체공학적인 자동화라는 뜻입

니다. 따라서 당신은 사용하는 자원을 최적화 하고 향후 

문제에 대한 맞춤 자동화를 실현 할 수 있습니다. 고객

들은 엔지니어링의 노고가 80%정도 감소하였고 Start-

up 기간도 예상했던 것보다 2주를 단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zenon Operator  
  
 improved performance

사용자에게 편리한 장점들:

 멀티 터치 등 최적의 사용감 실현

 Runtime에서 언어, 단위, 컬러 팔레트 

     등을 각각 적용 가능

 각각 따로 조정이 가능한 필터

엔지니어에게 편리한 장점들:
 
 300여개 이상의 통신 프로토콜 지원

 프로그래밍 대신 파라미터 설정 

 재사용이 가능한 오브젝트, 심볼, 템플릿

 원격 유지보수 및 온라인 Reload 기능

엔지니어링 시간을

 80%이상 

단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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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향적인 자동화는 당신이 원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조작 할 수 있어, 더욱 신뢰성 있고 생산성도 갖춘 자동화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zenon은 엔지니어링 및 Runtime에서의 사용 성뿐만 아니라 현대의 인체 공학적 

요구에도 맞추었습니다. 고객 및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멀티 터치, 전환 

가능한 컬러 파렛트, 단위와 언어, 프로세스 화면에서 recipe 수정 등 최상의 지원을 

위한 혁신적인 개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Ergonomics and usability  
  
 adapt perfectly, operate secu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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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터치로 스마트하게 운영하기
멀티 터치로 HMI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

습니다. 멀티터치는 모바일 기기에서 익숙한 직관적인 

zooming 혹은 panning을 말합니다. 현대적이고 직

관적인 인터페이스는 더욱 흥미로운 작업 루틴을 만들

어 내며 집중도를 향상 시킵니다. 사용자는 신속하게 

기계를 다루는 법을 배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일상

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zenon을 이용

할 때 에러율과 시스템이 정지율이 최고 90%까지 감

소했다고 말합니다.

한 개의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언어 사용하기
zenon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언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언어와 단위 변

환을 적용하면 프로젝트는 당신이 지정한 모든 언어에

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만으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로그인하면 자동 전환되도록 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언어를 추가하고 싶다면, 필

요한 조건만 채워주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Recipe 구성하기
Recipegroup Manager는 복잡한 recipe의 생성과 

관리에 대해 명확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Runtime

에서 쉽게 핸들링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는 복잡

한 recipe의 파라미터를 기억하지 않고 graphic reci-

pe configuration화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경이 필요한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처리하기 편리합니다. 

zenon은 자동으로 recipe에 입력내용을 assign할 것

입니다.

카멜레온처럼 환경에 따라 
다른 디자인 적용하기
당신의 패널을 보기 좋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변경 및 구성이 가능한 

zenon 색상 팔레트로 당신만의 색상을 정의할 수 있

습니다. 이 기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야간 및 

주간 환경에 따라 다른 색상을 사용하도록 레이아웃을 

지정하려 할 때, 혹은 공급업체에 템플릿을 제공하려 

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

니다. 마우스 클릭만으로 쉽게 색상 팔레트를 적용할 

수 있으며 zenon은 마치 카멜레온처럼 화면의 색상

을 순식간에 변경합니다. 당신은 간편하게 프로젝트에 

다양한 디자인과 브랜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rgonomics and usability  
  
 adapt perfectly, operate secu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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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gonomics and engineering
 effortless and efficient engineering

zenon을 사용하여 쉽게 프로젝트를 

인체공학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요소를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단 구성이 

완료되면, 모든 driver, variable 및 function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project에서도 계속해서 

몇 번이고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개발 시간은 단축되고 완성된 

프로젝트는 쉽게 다른 응용프로그램에서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객은 “믿을 수가 없네요. 

30,000 라인의 코드를 단지 몇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대체하다니!”라고 표현합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신속한 프로젝트 개발
객체 지향은 마법사 및 템플릿처럼 당신의 엔지니어링 

속도를 높여줍니다. 당신은 단계적으로 모든 개체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표준 구성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마법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은 두 번의 마우

스 클릭만으로 제어요소에 적절한 구성화면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신규 사용자는 빠르게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자신의 작업 속도를 크게 높여 

프로그래밍에 시간을 소비하는 대신 창조적 컨셉을 연

구하는 곳에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뛰어난 연결성
zenon에게 새로운 기계 혹은 플랜트와의 통합은 아무

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필요한 드라이버를 

구성하고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만 하면 됩니다. 

zenon은 중요 표준 드라이버부터 찾아보기 힘든 독자

적인 드라이버에 이르기 까지 300여 개의 통신 드라

이버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기존 장비뿐만 아니라 새

로운 장비에도 빠르고 쉽게 zenon을 구현할 수 있습

니다. 

온라인 Reload로 유연성 획득
프로젝트구성을 확장하거나 변경해야 하나요? 

zenon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ditor에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프로젝트를 구성 할 

수 있으며, 통합 시뮬레이션으로 테스트 하고 장비 가

동 중에도 실행해볼 수 있습니다. zenon을 사용하면 

생산을 중단하지 않고도 런타임 파일을 온라인에서 

Reload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주말 작업 

및 장비의 가동 중단 없이도 고객에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 번의 엔지니어링 후 
다시 재사용하기
자동화는 매우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당신은 프로젝

트를 생성하고 그것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Driver, Variable, Alarm, logo, color 등의 다양한 파

라미터는 설정을 통해 변경하거나 자동으로 입력되도

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프로젝트에 생산성을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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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on Logic
 integrated plc system

zenon Logic은 integrated PLC system을 제공

합니다. 실제 PLC 코드를 시뮬레이션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하드웨어든 연결 할 

수 있습니다. IEC 61131-3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zenon Logic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언어

(IL, ST, LD, FBD/CFC, AS)를 모두 지원합니다.

the tool for perfect project 
simulation
zenon은 zenon Logic을 사용하여 start-up이나 프

로젝트 변경 등의 단계에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 줍니다. 프로젝트를 테스트하려면 테스트 모

드를 사용합니다. zenon Logic은 PLC를 시뮬레이션 

하고 테스트 하는 동안 실제 값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바로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실제 적

용하기 전에  잘못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completely integrated
zenon Logic은 PC에서 자동화 하드웨어에 이르기 까

지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에 적용 가능하며 zenon 

Supervisor 및 zenon Operator와 동일한 데이터 베

이스를 사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항상 같은 

데이터를 액세스하게 되어 개체 및 변수를 새로 생성

했다면 한번만 업데이트 하면 됩니다. 



Ergonomics brings 
security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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