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 육 일 수 1일 교 육 시 간 6시간 (10:00~17:00)

교 육 종 류 기능 설명 위주의 교육

시 간

12:00 ~ 13:00

매크로 생성 및 함수 실행 방법 문의

 4. 질의응답

16:00 ~ 16:50

15:00 ~ 15:50

* 안내 사항

 2. 데이터 샘플링

데이터 샘플링 추가, 이력 저장, 표시, 백업 방법

 1. 보안 기능 (로그인, 로그아웃)

사용자 ID, 패스워드 보안 기능 및 로그인&로그아웃 설정 방법

 2. HMI 주소

HMI 내부 주소 및 시스템 태그 주소 기능 

 3. 매크로

비트&워드주소 값, 펑션키 오브젝트를 통한 화면 호출 

 1. 알람 이벤트

 3. 오브젝트 비트&워드 주소 설정

13:00 ~ 13:50

시스템 파라미터를 통한 PLC 추가 및 기능 설정

램프, 스위치 오브젝트에서의 비트&워드 주소 설정 및 응용 방법

 점심식사 (본사 건물 지하식당 식권 제공)

 1. EasyBuilder Pro 화면 생성하기

기본 탬플릿 기능 및 화면 생성, 편집, 전환 방법

 2. 오브젝트 모양 설정하기

그림 라이브러리를 통한 EasyBuilder Pro 오브젝트 모양 설정 방법

 3. 프로젝트 파일 업다운로드

이지뷰 기본 교육 과정 안내 1일 교육 과정

시리즈별 특징 및 제품 사양, 취급 주의사항 소개. 이지뷰 홈페이지 안내

 1. 소프트웨어 소개

Utility Manager 프로그램 기능

교  육  내  용

 이지뷰 HMI 소개

 2. EasyBuilder Pro 프로젝트 만들기

EasyBuilder Pro에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

시스템 파라미터를 통한 PLC 추가 및 기능 설정

10:00 ~ 10:50

11:00 ~ 11:50

이더넷 케이블 & USB 메모리 스틱을 통한 업다운로드 방법

14:00 ~ 14:50

 1. 워드 주소 수치 및 ASCII

워드 주소값의 수치 및 ASCII 표시 및 입력 방법

 2. 데이터 전송

비트&워드주소 값 데이터 전송

 3. 워드 주소 데이터 그래프 구현

알람 이벤트 추가, 이력 저장, 표시, 백업 방법

· 본사 오프라인 교육 시 이지뷰 HMI cMT2108X2와 LS PLC XGB 모델로 진행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거나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교육 3일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이 아닌 다른 과정의 교육을 원하실 경우, 맞춤형 교육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본사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담당자: 김동현 주임 02-2066-8121, 내선 211)

막대 그래프를 통한 워드 주소 데이터 표시

 4. 화면 호출(팝업)



교 육 일 수 2일 중 1일 차 교 육 시 간 6시간 (10:00~17:00)

교 육 종 류 실습 위주의 교육

시 간

12:00 ~ 13:00

 2. 질의응답

이지뷰 기본 교육 과정 안내 2일 교육 과정

교  육  내  용

10:00 ~ 10:50
 이지뷰 HMI 소개

시리즈별 특징 및 제품 사양, 취급 주의사항 소개. 이지뷰 홈페이지 안내

11:00 ~ 11:50

 1. 소프트웨어 소개

Utility Manager 프로그램 기능

 2. EasyBuilder Pro 프로젝트 만들기

EasyBuilder Pro에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

시스템 파라미터를 통한 PLC 추가 및 기능 설정

 점심식사 (본사 건물 지하식당 식권 제공)

13:00 ~ 13:50

 1. EasyBuilder Pro 화면 생성하기

기본 탬플릿 기능 및 화면 생성, 편집, 전환 방법

 2. 오브젝트 모양 설정하기

 1. 프로젝트 파일 업다운로드

이더넷 케이블 & USB 메모리 스틱을 통한 업다운로드 방법

 1. 비트 주소를 사용하는 오브젝트 사용 방법

16:00 ~ 16:50

14:00 ~ 14:50

램프, 스위치 오브젝트에서의 비트 주소 설정 및 응용 방법
15:00 ~ 15:50

 1. 워드 주소를 사용하는 오브젝트 사용 방법

램프, 스위치 오브젝트에서의 워드 주소 설정 및 응용 방법

그림 라이브러리를 통한 EasyBuilder Pro 오브젝트 모양 설정 방법

시스템 파라미터를 통한 PLC 추가 및 기능 설정



교 육 일 수 2일 중 2일 차 교 육 시 간 6시간 (10:00~17:00)

교 육 종 류 실습 위주의 교육

시 간 교  육  내  용

 1. 워드 주소 수치 및 ASCII

워드 주소값의 수치 및 ASCII 표시 및 입력 방법

 2. 데이터 전송

   비트&워드주소 값 데이터 전송

막대 그래프를 통한 워드 주소 데이터 표시

 2. 화면 호출(팝업)

비트&워드주소 값, 펑션키 오브젝트를 통한 화면 호출 

12:00 ~ 13:00

   알람 이벤트 추가, 이력 저장, 표시, 백업 방법

 1. 데이터 샘플링

데이터 샘플링 추가, 이력 저장, 표시, 백업 방법

사용자 ID, 패스워드 보안 기능 및 로그인&로그아웃 설정 방법

 1. HMI 주소

HMI 내부 주소 및 시스템 태그 주소 기능 

 2. 매크로

매크로 생성 및 함수 실행 방법 문의

 3. 질의응답

* 안내 사항
· 본사 오프라인 교육 시 이지뷰 HMI cMT2108X2와 LS PLC XGB 모델로 진행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거나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교육 3일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이 아닌 다른 과정의 교육을 원하실 경우, 맞춤형 교육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본사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담당자: 김동현 주임 02-2066-8121, 내선 211)

 1. 보안 기능 (로그인, 로그아웃)

16:00 ~ 16:50

15:00 ~ 15:50

11:00 ~ 11:50

 1. 워드 주소 데이터 그래프 구현

이지뷰 기본 교육 과정 안내 2일 교육 과정

10:00 ~ 10:50

13:00 ~ 13:50

14:00 ~ 14:50

 점심식사 (본사 건물 지하식당 식권 제공)

 1. 알람 이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