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KON -LogicBuilder
®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그래픽 프로그래밍

정압을 사용하는 VFD 제어를 위한 AHU 그래픽 프로그램의 일부.

EIKON-LogicBuilder는 업계에서 가장 진보 된 그래픽 프로그래밍 도구입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복잡한 제어 알고
리즘을 구축하고 문제를 진단하며 실시간 또는 시뮬레이션 된 작동 데이터를 실행하여 제어 시퀀스의 성능을 평
가할 수 있습니다. EIKON-LogicBuilder 수수께끼 같은 "라인 단위" 컴퓨터 코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어 시퀀
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용 기능 및 이점
• 직관적인 그래픽 프로그래밍 도구로 복잡하고 수수께끼같은 컴퓨터 코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Internet Explorer®와 같은 브라우저를 통한 "실시간" 그래픽 프로그램은 "실시간" 시스템 분석과 중요한 문제해
결 도구를 제공합니다.
• 내장 마이크로 블록 (제어 기능)의 강력한 라이브러리를 통해 단순하거나 복잡한 제어 순서를 쉽게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유형의 HV-ac 장비에 대한 사전 프로그래밍 된 그래픽 프로그램의 포괄적인 라이브러리는 프로그래밍 속도
를 높입니다.
•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그래픽 심볼은 마이크로 블록 컨트롤 라이브러리에 사용됩니다.
• 고급 "드래그 앤 드롭" 기능 – 마이크로 블록은 똑똑한 "탄력 밴드" 덕분에 연결을 다시 그리지 않고도 쉽게 위치
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라벨 파인더"를 사용하면 안전 연동 장치 또는 네트워크 변수에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 라벨을 쉽게 볼 수 있습
니다.
• 유연한 시뮬레이션 모드를 통해 사용자는 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에 앞서 제어 시퀀스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래밍 및 ASHRAE BACnet 프로토콜과의 호환성을 위한 포괄적인 BACnet®개체 세트.
• 그래픽 프로그램을 쉽게 인쇄하여 즉시 프로젝트 문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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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컨트롤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EIKON-LogicBuilder는 건물 운영을 간단하게 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정교한 프로그래밍 기능을 제공합니다.당사의 사전 설계된 솔루션 라이브러리는 고급 제
어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의 기계식 HV-ac 시스템에 쉽게 맞춤 설정할 수 있어 정확한 제어와 편안
함을 보장합니다.
Internet Explorer와 같은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특별한 프로그래밍 전문 지식이 없으면 건물 시스템의 "실시간
성능을 평가하고 문제를 진단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IKON-LogicBuilder는 힘과 간단함의 독창적인 조합을 제공합니다..

EIKON-LogicBuilder 그래픽 프로그래밍으로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제어 루프.

"line-by-line" 컴퓨터 코드로 작성된 동등한 제어 루프.

Automated Logic Corporation . 1150 Roberts Boulevard . Kennesaw, Georgia 30144 . 770/429-3000 . Fax 770/429-3001 . www.automatedlogic.com
© 2007, Automated Logic Corporation. Automated Logic, the Automated Logic logo and EIKON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utomated Logic Corporation. BACnet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SHRAE.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CSEIK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