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자동화를 위한 데이터 관리
데이터의 명확성, 확실성, 보안 보장

■ VERSION CONTROL
■ DOCUMENTATION
■ AUTOMATIC BACKUP

자동화된 생산 시설의 과제
■

네트워크 연결 유무와 관계 없이 장치 및 컨트롤러는 정기적으로 백업해야 합니다

■

근무 교대가 변경되어도 연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내/외부 직원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화하거나 생산라인을 시운전할 때 설비 프로그램을
자주 변경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추적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다양한 프로그래밍 가능 장치에 대한 수동 변경 사항을 문서화하고 중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설정값과 파라미터들은 변경과 쉬운 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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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의 미래

스마트
유지보수

생산 공정 개선

품질
관리

효율적인
현대유지보수

생산 환경 보호

사이버
보안

제조 업체에 독립적인 데이터 관리 솔루션: versiondog!
Auvesy 社의 versiondog 소프트웨어는 고객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versiondog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동화 설비와 장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단일 제조 업체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설비 제조사의 신제품이 출시에 맞게 버전독 솔루션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최신 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버전 관리

문서화

자동백업

■ 제어 프로그램에 대한

■ 문서화를 위한 통합 지원

■ 완벽한 데이터 보호 및 시간 절약

■ 100% 명확하고 투명하게

■ 정기적인 자동 비교

모든 변경사항의 표준화된 관리

■ 그래픽, 표, 텍스트 기반의 버전
비교를 통해 변경 분석과 추적 가능

■ 변경 사항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

■ 신속한 위기 대응

구성된 데이터

■ 전체 변경 이력을 명확하게 표시
■ 버튼 클릭을 통해 추적 감사
보고서 확인 가능

■ 불일치 발견 시 알람
■ 네트워크 연결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설비에 적용 가능한 하나의 백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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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데이터 관리
버전독은 이기종 자동화 제조 업체의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통합 분석합니다. 자동화된 버전 관리는 모든 생산
환경에서 데이터와 프로그램의 버전 관리를 돕습니다. 버전독은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개별 설비의
소프트웨어 변화(설비 제조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포함)를 감시하고 분석합니다. 서로 다른 공장의 버전독 서버
동기화를 통해 회사 전체의 표준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자동화를 위한 데이터 관리

버전 관리

문서화

백업

최신 프로젝트 버전을 클라이언트로 복사

새로운 버전을 서버로 복사

최신 버전으로 백업을 저장하고
불일치가 발견되면 알림

자동 백업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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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 프로그래밍 가능 장비

제어 프로그램을
디바이스에 로드

„

유지 보수가 용이해졌습니다
버전독과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나 생산 공장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수월하게 만들고, 시간을 줄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제공합니다.
이보다 좋은 품질은 없습니다!
Hassan El Haddad (TATA Steel Europe, HTD 기술 자동화 전문가)

© Tata Steel Europe

버전독 장점 – 더욱 중요하고, 명확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인가되지 않은 프로그램 변경 사항 즉시 식별



쉽고 빠르게 변경 기록 생성



재해 복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검색



설비 제조사 소프트웨어 관리 간소화 가능



사용자 및 액세스 관리를 통해 직원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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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백업
버전독은 정기적인 자동백업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프로그램과 오프라인 프로젝트를 상세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화 장치의 프로그램이 최신이며 변경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어떤
버전의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설정 정보와 매개변수를 확인하고 복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변경했는지
이력 관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전독 job 구성 설정을 통해 모니터링이나
백업 스케쥴을 구성할 수 있으며, 스케쥴에 따라
수동/자동 실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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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독은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로직 컨트롤러가 사용되는 영역에서
데이터 가용성과 관련하여 확실성과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버전독의 구현은 우리를 새로운 품질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Jerónimo Ortolá Vidal(CERN, 산업 제어 및 안전 시스템 팀의 자동화 엔지니어)

© CERN

82%

버전독 고객들의 82%는
버전독을 통해 품질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

* 출처 : 2011년 4분기 고객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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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관리: 변동점 추적 및 버전 생성
버전독 스마트 컴페어를 사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두 버전 간의 상세 비교 및 변동점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분석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교 결과를 전용 에디터 같이(PLC Ladder) 친숙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에디터와 같은 방식으로
세부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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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데이터와 프로그램 버전 속에서 명확성을 유지합니다.
버전독 덕분에 우리는 신속하게 오류를 찾아내고
공장을 다시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버전독의 놀라운 점은 당신이 언제, 어떤 변화가 누구에 의해,
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omas Wenthaus (바르슈타이너 양조 회사, 작업 엔지니어링 팀)

© Warsteiner Brauerei

버전독 장점 - 품질 향상


생산현장에서 사용중인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모든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변경 사유를 신속하게 파악
(기본 버전으로 바로 되돌릴 수 있음)



신속한 발견이 가능하고 오류가 없는 버전으로 복원 가능



일상적인 업무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최적화 가능



품질관련 변동점을 상세 모니터링하고 낭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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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독 예지보전
버전독의 Factory Floor Status 기능은 유지보수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웹 기반의 에드온 소프트웨어로 MLFB 요약, 펌웨어 버전, 하드웨어 시리얼 번호, 사이클 타임, 배터리 상태, 백업
결과 등 설비에 필요한 많은 종합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색 기능은 신속한 분석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편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Factory Floor Status에는 버전독 시스템에 통합된 모든 설비와 장치에 대한 자세한 개요 외에도 백업 작업 결과에 대한
그래픽 분석을 보여주는 작업 통계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KPI를 더욱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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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독에 대한 알류미늄 제조업체 ALUAR의 신뢰
버전독을 이용하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모범 사례를 발전 시켜
보고 구조를 순서대로 유지하고, 변경 사항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토하며
버전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컴포넌트를 고정하여 관리가
용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계 안전과 신뢰도는 크게 향상됩니다.
Federico Ares (Aluar, 자동화 프로젝트 엔지니어)

© Aluar

버전독 장점 - 비용 절감


설비의 고장 시간을 줄이거나 고장 예방 가능



생산 손실과 낭비를 절감



신규 생산 라인 가동 시 효율 향상



자동 백업 및 문서화로 오류를 빠르고 쉽게 파악하여 시간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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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B&R
Bosch
CODESYS
FANUC
GE
Mitsubishi
Phoenix Contact
Rockwell
Schneider Electric
Siemens
…

■
■
■
■
■
■
■

ABB
COPA-DATA
GE
Schneider Electric
Siemens
....

■
■
■
■
■
■
■
■
■
■
■
■
■
■

ABB
Cognex
FANUC
Heidenhain*
Kistler
KUKA
Lenze
Mitsubishi
Motoman
Tightening systems
SEW
SICK
Siemens
….

■ ASCII and
■
■ EPLAN*
■ Images (Acronis,
Drive Snapshot
etc.)
■
■ Word, Excel
■
■ .exe, .dll
■ ...
* under development

제조업체에 독립적인 설비 지원(이기종 통합 지원)

자동화 시스템 및 데이터에 최적화된 솔루션
하나의 전략으로 모든 자동화 시스템 프로젝트 데이터 및 기타 전자 자산을 보호하세요.
변경 사항 추적 및 버전 세부 비교 장치 데터를 자동으로 백업하십시오. 신속한 재해 복구와 정확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내 지원팀이 다양한 설비를 버전독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세부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합니다.
추가 개발과 필요한 기능에 대한 개발 요청도 보장됩니다.
AUVESY 아카데미는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버전독을 적용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uvesy의 전문 교육 인원들이 버전독을 활용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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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소프트웨어를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버전독은 이제 Mann+ Hummel에서 신입 직원들이
사용하는중요한 툴이 되었습니다.
교육과 높은 수준의 지식은 완벽한 유지보수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Klaus Wanninger(Mann + Hummel 전기 정비 담당)

© Mann + Hummel Filterwerk GmbH

98 %

98%의 고객들이
버전독을 추천한다고 대답했습니다
* Taken from the Q4/2018 customer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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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의 제약 없이 데이터에 접근하세요 :
버전독 모바일 데이터 관리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 링크를 확인하세요.
WWW.auvesy.com/mobile-app

버전독을 사용한 데이터 추적성 - IIoT의 핵심
-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의 시대가 열리며 소프트웨어의 복잡성과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자동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없이는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버전독은 수년간 제조 업체의 변화에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도왔고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롤-백할 수 있습니다.
IIoT로 가는 길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버전독은 이러한 변화에 위기를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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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인프라를 위한 IT 보안
우리는 모든 설비가 버전독에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설비들은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버전독에 명확하게 반영됩니다.
제한된 인력 대신 모든 현장의 지원을 보장하고 전체 변경 사항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alf Hellmann & Arnes Hadzic (Emschergenossenschaft / Lippeverband)

우리의 고객사가 우리를 보여 줍니다
Bosch

Brose

CSL Behring
GM
Pirelli

Caterpillar
Daimler

Hamburger Hafen

Audi
Coca-Cola

Dürr
Heineken

Porsche Procter & Gamble

ThyssenKrupp Unilever

Volkswagen Group

Ford

BMW
Bitburger
Copenhagen Airport

Bayer
Fresenius
Mars

GlaxoSmithKline

Munich Airport
STIHL

Nestlé
Tetra Pak

ZF Friedrichsha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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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독 국내 총판
타이아(주)
본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127 8층
동탄지사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35 SH타임스퀘어 1019호
TEL
FAX
EMAIL
WEB

062. 973. 0782
062. 974. 0782
tiasolution@tiasolution.net
http://www.tiasolution.net

버전독에 대한 세부정보: www.auvesy.com

독일 본사

미국 지사

AUVESY GmbH
Fichtenstraße 38 B
76829 Landau in der Pfalz

AUVESY INC
146 Monroe Center St NW
Suite 1210
MI 49503 Grand Rapids
P
+1-616.888.3770
F
+1-616.888.3769
E
info@auvesy.com
Web www.auvesy.us

P
F
E
Web

+49 6341 6810-300
+49 6341 6810-311
info@auvesy.de
www.auvesy.de

© AUVESY GmbH -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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