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C Server
OPC 서버는 산업용 자동화 및 loT를 위한 연결 플랫폼으로 제조업에서 일반적 널리 사용되는 약150개 이상의 드라이버를 제공하는 소프트
웨어이다. 1) 산업제어시스템 고유의 통신 요구사항에 맞추었으며 2) 장비를 자동으로 연결하고, 3) 장비의 데이타를 읽고 쓸 수 있으며,
4) 해당 데이터를 HMI, SCADA, MES, Historion 또는 ERP 시스템에 완벽하게 통합할 수 있고, 5) 높은 신뢰성과 사용자 편의성으로 신속하게
설치하여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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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서버를 사용하여 기존의 복잡한 시스템을
손쉽게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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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두적인 OPC, HMI, DDE 소프트웨어에 연결
•DDE Client
•OPC DA Client

DB
Application

•OPC UA Client

RTU/
Flow Computer

•Wonderware InTouch Client

 커스텀 또는 지원되지 않는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장치 및 어플리케이션에 연결
•Custom Interface Driver
•User-Configurable Driver
 주요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에 연결(MySQL, Access, Oracle)
•ODBC Client Driver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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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장치들에 연결
•Allen-Bradley

•Modbus

 시스템 구축 및 관리 툴
•Memory Based Driver

•Advanced Simulation Driver •System Monitor Driver

•Siemens

 레거시, 현재 및 미래 컨트롤러의 펌웨어 및 운영 체제 지원
 하나의 프로토콜, 장치, 데이터 포인트에서 수백개의 프로토콜
 다양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통해 클라이언트에서 장치로의 보안, 인증 및 암호화된 통신
 수천개 장치 및 수백만개 데이터 포인트로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할 수 있는 독보적인 플랫폼 아키텍처
 ERP, MES, HMI, SCADA, 모바일, 빅 데이터 및 loT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필수 클라이언트에 직접 및 동시 연결
 Fault-tolerant 이중화 환경을 지원하는 Tool을 포함한 업계에서 요구하는 가장 까다로운 조건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테스트된 최강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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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PLC 드라이버가 있어 드라이버 개발이 필요 없어 개발 비용 절감 및 기간 단축
•2개 이상의 PLC 데이터를 중앙 집중화로 효율적인 관리.
•집중화된 서버를 통해 통신 프로그램을 관리함으로써 현장 설치시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제거
•PLC 통신 프로그램의 표준화가 가능하여 프로그램 개발/관리에 대한 생산성 최대화 실현
•OPC Server/Client를 통해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시 유연한 대처
•OPC Server와 OPC Server 연계 및 HMI 시스템과의 연계
•OPC Server의 이중화를 통해 무중단 서비스

높은 호환성
 DDE Formats
   •CF_Text
•XL Table •Advanced DDE Network DDE
 OPC Alarms and Events(OPC AE): 1.0 and 1.10
 OPC Data Access (OPC DA): 1.0a, 2.0, 2.05a, and 3.0
 OPC Unified Architecture (OPC UA): 1.01

 오픈 스탠다드 인터페이스 지원
 벤더 자체 인터페이스 지원
   •Wonderware FastDDE & SuiteLink
   •GE NIO for iFIX     •Oracle
 150개 이상의 드라이버와 250개의 프로토콜

확 장 성

중앙관리
•자동태그 형성
•CSV Import/Export
•단일 서버 프랫폼으로 모든 통신
•링크 및 연산을 위한 Advanced Tags

•고급 사용자 관리
•쓰기 최적화와 에러 복구
•일관된 사용자 편의 인터페이스

ClientAce

•멀티 쓰레드 채널 아키텍처
•Plug and Play 장치 드라이버와 통신 옵션
•병렬 설정 및 별도 설정과 런타임을 통한
실시간 오퍼레이션

Advanced Plug-ins for KEPSeverEX

.NET 및 C# 프로그래머가 OPC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
웨어이다.

LinkMaster
OPC 서버-to-OPC 서버 Bridging 소프트웨어로
Input Tag와 Output Tag를 “Drag & Drop” 방식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다. OPC DA 클라이언트 및 OPC
DA 서버를 위한 universal bridge로서 OPC DA 서버
간에 쉽게 데이터를 교환한다.

RedundancyMaster
시스템 장애 시간을 줄이고 하드웨어 장애 또는 정기
적인 PC 업데이트 중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는 소프
트웨어

•Advanced Tags : M2M(Machine to Machine) 고급 태그 연결
•Alarms and Events : 경보 입력 출력 및 메시지 제공
: ODBC를 이용한 DB 연결 기능 제공
•Datalogger
: RTU 장치에서 EFM(historical electronic flow measurement)
•EFM Exporter
데이터 수집
Industrial
Data
Forwarder
for Splunk : 산업 데이터를 자산 관리 및 유지 보수를
•
위해 Splunk 연동 가능
: 산업 데이터를 IT 또는 IoT 애플리케이션으로 스트리밍하여
•IoT Gateway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및 원활한 운영 구현
: 데이터 손실 방지 및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한 데이터 수집,
•Local Historian
저장 및 액세스 기능 제공, ThingWarx와의 연동 가능
: 제한된 네트워크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Scheduler
제어 툴
•Security Policies : 객체에 대한 사용자의 보안 액세스 권한 제어 가능
: 대부분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NMS)이 자동화 장치 및
•SNMP Agent
시스템과 통신 가능

  적 용 분 야
 품질 및 테스트
    •AutomationDirect •Modbus    
    •Scanivalve    	
•Partlow        
    •Yokogawa    	
•U-CON

 웨어하우징
    •U-CON
    •ODBC Client
    •Mettler Toledo

 포장 및 자재 처리
    •Allen-Bradley
    •OPC Connectivity
    •ODBC Client

 기계 및 주형
    •Fanuc
    •Krauss-Maffei
    •Mitsubishi    	
    •MTConnect

 공정, 조립, 로봇
    •Allen-Bradley
    •Mitsubishi
    •Omron
    •Micro-DCI

•Beckhoff
•Modbus
•OPC Connectivity
•Torque Tool

 전력 및 시설 관리
    •BACnet
    •IEC 60870-5
    •SNMP

OPC 서버 제조사

•U-CON
•Siemens
•Simatic

•DNP3
•IEC 61850
•WAGO

 안전 및 보안
    •BACnet
    •Modbus
    •SNMP System

•Monitor
•U-CON

•Beckhoff
•Siemens

•IDEC
•Omron

•Fanuc
•ODBC Client
•Opto 22

•Siemens
•Toyopuc
•GE IP

 기업 어플리케이션
    •Big Data/Analytics
    •IoT Platforms
    •SCADA

•ERP
•U-CON

Kepware, OPC테크, 타케비시, Bachmann, LS, Siemens, Software Toolbox, OAS, Integration Objective,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2길 1층
Tel: 02)538-3311 www.samboo.co.kr

한국총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