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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체 솔루션, zenon
COPA-DATA의 zenon은 SICAM® 230
소프트웨어의 핵심 시스템입니다.
SICAM® 230에서 zenon으로 전환 시
다양한 재정적 및 기술적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효율성 제고

미래 경쟁력을 위한 솔루션

zenon은 SICAM® 230의 핵심 시스템으로서 SICAM®

zenon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COPA-DATA의 제품이며 지속

230에서 zenon으로 전환 시, 기존 프로젝트의 수정 또는 변

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zenon 사용자는 지속적인 제품

경없이 사용 및 유지할 수 있습니다. SICAM® 230은 zenon

유지 관리, 업데이트된 사이버 보안, 기능 향상 및 전 세계 지

의 엔지니어링 환경을 사용합니다. SICAM 230® 엔지니어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것은 zenon에 대한 투자를 장기적

링 환경에 익숙한 엔지니어들은 그들의 프로젝트 노하우를

으로 안전하고 계획 가능하게 만듭니다.

zenon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zenon으로 전환 시 기능 업그레이드
zenon으로 전환 시 위험 최소화

SICAM® 230은 버전 7.20 또는 8.00의 zenon을 기반으로

SICAM 230®은 zenon과 동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

합니다. 최신 zenon 버전 또는 최신 zenon 버전으로 전환하

다. 따라서 zenon으로 전환 시 별다른 기술적 위험을 수반하

면 기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술 사용으로 경제적인 위험이 수반되

1. 설비 화면에서 직접 프로세스들을 기록하고 추후 재생할

지 않으며, 시스템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대
한 테스트가 불필요합니다.

수 있는 Process Recorder
2. 그래픽 에디터 및 티칭 기능(단선도에서 command 연

또한 SICAM 230®에서 기록된 데이터 손상에 대한 우려없

산을 기록)을 포함한 command sequence를 자동화하

이, 기존의 아카이브, 이벤트 리스트 및 과거 알람 데이터를

는 Command Sequencer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ICAM®
230 설치 시점의 데이터까지 문제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프로세스 정보 링크를 포함한 전력 공급 과정 및 자산(설
비) 위치의 시각화를 위한 GIS 통합
4. Smart Object 기술을 통한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5. 300건 이상의 기능 및 사용성 개선
COPA-DATA 소개: www.copadata.com/ko/copa-data/
zenon 소개: www.copadata.com/ko/industries/

 zenon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입니다.
 zenon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개발 및
제공합니다.
 SICAM® 230에서 zenon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알람 및 아카이브 등 기록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nergy-infrastructure0/
*SICAM®은 Siemens AG 및 Siemens AG 계열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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