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멘스㈜   TIA Portal V14에 통합된 Simatic 

S7-1500 T-CPU Advanced Controller는 Simatic

과 Sinamics 간 상호작용에서 모션 제어 기능을 

확장한다. TIA Portal V14는 기어 또는 캠 디스크 

동기화와 같은 모션 제어 작업 시 사용자를 매우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통합 캠 디스크 편집기는 구

성을 간소화하고, 마스터와 슬레이브 축 간의 모션 

다이나믹을 최적화한다.

또한 S7-1500 T-CPU는 안전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 적합한데, 이는 표준 및 안전 작업뿐만 아

니라 광범위한 모션 제어 자동화 작업 시 하나의 컨

트롤러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Sina 

mics V90 서보드라이브 시스템은 Profinet을 사용

하여 빠르고 정확한 기계를 만들어낸다. 두 개의 

프로토콜을 동일한 케이블에서 작업하면서도 성능

이 저하되지 않는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패

키지를 통해 유사한 Simatic 환경에서 모션 제어 

작업을 쉽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Simotion V4.5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OOP)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 가능한 하나의 객체 

구조로 분해한다. 이를 통해 OOP는 모듈형 기계의 

구조를 정확히 반영한다. 이는 기계 엔지니어가 소

프트웨어 모듈을 표준화하고 재사용하는 데 큰 도

움이 된다. 프로그래밍 작업과 테스트 작업뿐만 아

니라 오류로 인한 위험도 크게 줄어든다. 그 결과, 

보다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더욱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OPC UA를 갖춘 Version 4.5 이상의 Simotion

은 제조업체와 플랫폼의 영향 없이 다양한 시스템

에 연결할 수 있도록 표준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

한다. 이러한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든 자동

화 레벨에서 모든 Simotion 데이터에 일관되게 액

세스할 수 있다. 이는 인더스트리 4.0의 통합을 위

한 기본적인 요소다. OPC UA는 궁극적으로 실시

간 Simotion 애플리케이션과의 결정적 Profinet 

통신을 완벽하게 지원한다.

- Simatic S7-1500 T-CPU / Profinet을 이용하는 Sinamics V90 / Simotion V4.5

모션 제어와 TIA Portal

Sinamics V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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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amics G120C의 확장된 성능,
고출력 범위를 위한 기능 향상

지멘스㈜   Sinamics G120C는 TIA Portal 

V14에 완벽하게 통합되며, Profibus나 Profinet을 

통해 Simatic S7-1200 Basic Controller와 통신

할 수 있다. 따라서 컨트롤, 드라이브 시스템 모두 

직관적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콤팩트하고 다재다능한 이 인버터는 통합 자동

화(TIA)로의 완벽한 통합과 안전 토크 오프(STO)

를 통한 통합 안전과 더불어 다양한 통신 인터페

이스 덕분에 신뢰할 수 있는 통신이 가능하여 더

욱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으며, 완벽한 기능을 제공

할 수 있다.

새로운 기능

  0.55~132kW의 출력 범위에서 400-V3AC  

네트워크를 위한 올인원 콤팩트 시리즈

  TIA Portal 시스템 진단과의 완벽한 장치 통합

  새로운 FSD, FSE 및 FSF 프레임 사이즈를  

통한 높은 출력 범위 갖는 최초의 콤팩트 인버터

  사용자 친화적인 시운전 및 조작으로 효율성 

증가

  TIA Portal 라이브러리 개념을 통해 인버터  

파라미터 및 하드웨어 컴포넌트와 함께  

인버터를 손쉽게 재사용

  TIA Portal 시스템 진단과의 완벽한 장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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