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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MHz RISC CPU와 파워풀한 EasyBuilder8000 소프트웨어의결합으로

i Series는 당신의 HMI의 요구를모두충족시켜드립니다.

● i Series는 Widescreen으로보다넓고다이나믹한그래픽공간을제공하면서, 

LED backlights 사용으로오랜시간사용후에도노랗게바래는현상이없도록하였습니다.

● 7 ″800 x 480 widescreen LCD는 10.4 ″640 x 480 보다 25% 많은 pixel 범위를제공합니다.

● 일체형 Power isolator가 내장되어노이즈환경에서보다안전하게사용할수있습니다.

● HMI USB 2.0 client와 PC USB의 직접연결로프로젝트및데이터전송시매우높은속도를보입니다.

● 스틱메모리 USB FLASH 드라이버나 SD 메모리카드의사용으로 i Series는 보다간편히데이터저장및

프로젝트다운로드, 레시피의업/다운로드를할수있습니다.

● 넉넉한 128MB의 FLASH 저장 공간은작화사이즈를 16MB까지, 이벤트로그, 데이터샘플링등

저장범위는 48MB까지사용할수있습니다.



매우빠른 500MHz 마이크로세서는탁월한데이터수행으로통신속도및생생한그래픽디스플레이

애니메이션을완벽하게구현할뿐아니라지연없이많은페이지전환을가능토록합니다.

●밝기, 고대비 65536 색상(16bit) TFT 디스플레이는명쾌하고넓은시약각과가능한모든멋진그래픽을제공하며, 

넓어진사이즈의화면은편리하고조작성있는엔지니어링프로젝트를사용할수있습니다.

● 민감하면서도정확하고안정된터치패널은적어도백만번이상의연속된조작을가능하게합니다.

● 모든 8000 X 시리즈의모델은 3개의시리얼포트로구성되어, 동시에서로다른타입의 PLC와 접속및제어를할수있습니다.

● 확장성있는하드웨어구성은국제통용의 USB, SD 인터페이스를통해프린터연결혹은바코드리더기사용등을용의하게

연결할수있으며, USB 객체로데이터로그, 이벤트로그데이터샘플링등과같은메모리영역을외부기기로사용할수있습니다.

● MT8000 X 시리즈는이더넷기능확장으로 LAN/WAN을 통해효율적인정보교환을네트워크상에서할수있으며

각 X 시리즈의상태를연결된 PC에서볼수있고제어할수있습니다.

● MT8000 X 시리즈는오디오기능이기본적으로있어, 특별한이벤트나알람을사운드로출력구성할수있습니다.

● 일체형 Power isolator가 내장되어, 열악한노이즈환경에서보다안전하게사용할수있습니다.

● X 시리즈는미디어플레이어기능으로운전및유지에대한교육을비디오로제공할수있으며, 

이는 보다효율적이면서도알기쉬운교육환경을사용자에게전달하여줄수있습니다.



고대비, 고선명 LCD
넓은시야각과긴수명, 우수한해상도의고품질칼라디스플레이

MT8000은 65536(16BIT) 칼라로좀더생생한시각적효과와화면전환시빠른반응을
통해화면전환시나타나는백화현상을없애고, 깨끗한그림과텍스트, GIF와 같은다이나믹
화일을제공합니다.

MT8000은 3개의시리얼포트를탑재

서로다른 3개의 PLC를 동시에제어할수있습니다.

MT8000은 기존 SD Card slot을 사용하여

레시피파일, 데이터로깅파일을저장, 작화등의

진행을간소하할수있습니다.

MT8000은 에러상태및환경설정에따라설정된오디오를

스트레오로내보낼수있습니다.

MT8000은 USB 인터페이스로보다확장된기능을제공하는데

이는단지다운로드/업로드만이아닌데이터저장과더불어

프린터바코드리더, 마우스와다양한 USB 기기사용을가능하게합니다.

다수의 MT8000과 PLC는 네트워크상의이더넷 10/100 base-T를 통해고속의데이터교환을

할수있고또한MT8000에서다른 MT8000의 데이터에접근이가능하고, 

사용자는이더넷을통해짧은시간내에프로젝트와데이터를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간단한 3층레이어구조로, 

주된 부품을 One stop 처리하여고객요구에맞춤제공합니다.



◆ 2000 스크린제공

◆ 65536 칼라

◆사용자지정스크린세이버

◆사용자지정시스템메세지 dialog

◆ 빠른실행 (fast selection) 윈도우기능

◆다양한팝업윈도우지원

◆사용자지정스크린배경

◆템플릿 : 사용빈도가높은템플릿파일만들기및선택가능

◆윈도우미리보기

◆ 8개국언어지원및각언어문자크기조절및디스플레이위치조정

◆WINDOWS True-Font 지원

◆ Italic, Underline, glitter, marquee, bold font 지원

◆ UNICODE 지원 : 다수 언어스크린디스플레이가능

◆사용자지정텍스트라이브러리

◆텍스트라이브러리 CSV 포맷지원

◆텍스트라이브러리불러오기/내보내기가능

◆다양한키보드선택제공및사용자스스로만든키보드사용가능

◆상/하한경계알람(컬러,깜박거림)

◆ 수치입력완료알람기능

◆입력명령기능을수치오브젝트의그룹키로사용가능

◆ PLC 주소로부터다이나믹한계적용

◆ BMP, JPG, GIF 포맷 지원

◆ GIF 다이나믹그래픽디스플레이지원



◆다양한종류의엔지니어링오브젝트아이콘을시스템라이브러리에추가하였습니다.

◆ 사용자가스위치/램프의내부또는프레임을선택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 사용자가세이프라이브러리를변경사용할수있습니다.

◆ 사용자가패턴라이브러리를변경사용할수있습니다.

◆ 사용자가라벨라리브러리를변경사용할수있습니다.

◆ EB500라이브러리를사용할수있습니다.

◆ 6가지의보얀종류,12유저로그인,12개의 패스워드

◆개별유저를선택하여로그인가능

◆지연시간이후작동기능

◆버튼터치시최소지연시간설정기능

◆보안레벨이적용된투명오브젝트

◆오브젝트보안시투명설정기능지원

◆이벤트리스트구분기능(카테고리)

◆ 알람등급기능

◆알람확인기능

◆이벤트발생시음향출력기능

◆이벤트이력기록기능



◆다양한주변기기지원

◆최대 255개 기기와접속

◆ 10/100 Base-T Ethernet 포트 1개

◆ USB Host

◆ 시리얼 (RS232/RS485) 포트 3개

◆사운드출력포트 1개

이지프린터는 win32 응용프로그램으로

MS윈도우(2000/xp/vista)에서만동작합니다.

이더넷을통해 PC로화면복사나데이터를받을수있습니다.

◆ 이지프린터는 win32 응용프로그램으로

MS윈도우(2000/xp/vista)에서만동작합니다.

◆ 이더넷을통해 PC로화면복사나데이터를받을수있습니다.

◆ USB 프린터지원



◆ RW, RW_A, 이벤트로그, 데이터로그를백업받을수가있습니다.

◆ 데이터를 USB디스크로백업받을수가있습니다.

◆ 리모트프린트서버기능을사용하여 PC에데이터를저장할수있습니다

◆사용자지정데이터포맷 (고정또는부동소수점) 및 워드범위

◆시간기준지정비트동작시샘플링동작

◆클리어, 일시정지...기타 기능지원

◆프린트서버기능사용시 PC로저장, 변환 가능

◆이벤트이력데이터

◆샘플링데이터

◆레시피데이터

◆막대형그래프및트랜드디스플레이

◆리스트메뉴, 드롭다운메뉴및진행퍼센트(%) 디자인

◆스케줄링

◆ AVI, MP3, MP4, MPEG파일재생가능

◆ VNC 기능

◆꺽은선그래프, XY 플폿에서줌인/아웃기능가능

◆ 32개의인덱스레지스터지원

◆태그라이브러리지원

◆사용자지정태그라이브러리지원

◆태그라이브러리 TXT, CSV 포맷지원

◆태그라이브러리가져오기/내보내기기능

◆매크로와같은 VB-Script 제공

◆다양한서브루틴(Subroutine) 호출 기능

◆사용자지정기능라이브러리

◆매크로제어사이클지정

◆매크로집행(Macro execution) 메뉴얼

◆개방형프로토콜지원

◆수학적기능지원



◆MT8000은 PC에서 HMI을 통해 PLC로 연결하는포트간직결연결이라는기능을지원합니다.

이기능에서 HMI는 컨버터와비슷한기능을하게됩니다. EB8000에서는 COM모드와 Ethernet모드를

지원합니다. [포트간직결연결]에서사용자는설정된값과모드를볼수있습니다.

◆ MT8000과 PLC가 없이도 PC에서가상운전이가능합니다. ◆ PLC와 PC를 연결하여MT8000의 가상운전이가능합니다.

PLC의 테이터를직접제어운전하고 PLC의 상태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시간제한 10분)

◆ MODBUS TCP/IP,  Allen-Bradley Ethernet I/P, 

Siemens S7-300, S7-200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