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ace의 제품은 세계의 모든 지원 네트워크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ST3000 시리즈

Pro-face의 전세계 모든 지역의 사무소와 협력사는 기술 지원과 제품 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용자
운용자 인터페이스에
인터페이스에
혁신을
혁신을 가져온
가져온 표시기의
표시기의
새로운
새로운 표준
표준 탄생!
탄생!

유해 물질 제한 규정(RoHS) 준수
Pro-face는 엄격한 환경 보존 준수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2006년 이후의 모든 제품에 대해 유해 물질 제거 규정 RoHS에 준하여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각 나라의 영업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국제 안전 표준에 적합
Pro-face 제품에 새겨진 CE 마크와
UL/c-UL 마크 및 인증된 부품에
새겨지는 모든 마크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 안전 표준을 준수합니다.

주의 : 제품을 작동하기 전에 반드시 매뉴얼을 읽어주십시오.
● 실제 제품의 색상이 카탈로그의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보는 화면은 실제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LCD 화면은 디스플레이 패널 표면에 격자점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물결 무늬가 나타나며 특정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밝게 보이는 ″
Contouring 현상″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LCD 디스플레이의 특성으로
정상 상태로 결함은 아닙니다.
● 본 카탈로그에 사용된 모든 제품의 이름은 각 회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Pro-face는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 및 각 나라에 있는
Digital Electronics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 본 카탈로그에 포함된 내용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Excel, Windows , Windows 로고, Windows NT 와 본 카탈로그에 참조된 기타 Microsoft 제품은 미국과
각 나라 Microsoft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 Intel , Pentium , Celeron , XScale 은 미국과 각 나라 Intel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 Eden™은 VIA Technologies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프로그램이 가능한 운용자 인터페이스의
시스템 동작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성능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슬림 타입 프레임의 10.4″모델은 더욱 간편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ST-3501T
모델: AST3501-T1-AF
디스플레이 장치: TFT 컬러 LCD
디스플레이 색상: 256 컬러(점멸 없음)/
64 컬러(3속 점멸)

ST-3501T
모델: AST3501-T1-D24
디스플레이 장치: TFT 컬러 LCD
디스플레이 색상: 256 컬러(점멸 없음)/
64 컬러(3속 점멸)

ST-3501C

ST-3501C

모델: AST3501-C1-AF
디스플레이 장치: 컬러 LCD
디스플레이 색상: 16컬러

모델: AST3501-C1-D24
디스플레이 장치: 컬러 LCD
디스플레이 색상: 16컬러

7.5″VGA 표시기는 더욱 컴팩트해졌습니다
ST-3401T
모델: AST3401-T1-D24
디스플레이 장치: TFT 컬러 LCD
디스플레이 색상: 256 컬러(점멸 없음)/64컬러(3속 점멸)

(ST-3211A 제외)
(ST-3211A 전용)
(MPI 187.5kbps)

5.7″사이즈는 사양 대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ST-3301S

ST-3301B

모델: AST3301-S1-D24
디스플레이 장치: STN 컬러 LCD
디스플레이 색상: 256 컬러(점멸 없음)/
64컬러(3속 점멸)

모델: AST3301-B1-D24
디스플레이 장치: Mono 파랑 모드 LCD
디스플레이 색상: 흑백(8레벨)

■ 모델 타입

컴팩트한 3.8″사이즈의 QVGA 표시기는 탁월한 표시 능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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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3201A

ST-3211A

모델: AST3201-A1-D24
디스플레이 장치: 모노 주황/빨강 LCD
디스플레이 색상: 흑백(8레벨)

모델: AST3211-A1-D24
디스플레이 장치: 모노 주황/빨강 LCD
디스플레이 색상: 흑백(8레벨)

화면 크기 I/O 형식
표시기 장치
5 : 10.4″ 0: SIO 형식 A: 모노 주황/
4 : 7.5″ 1: MPI 형식
빨강 LCD
3 : 5.7″
B: Mono
2 : 3.8″
파랑 LCD
C: 컬러 LCD
S: STN 컬러 LCD
T: TFT 컬러 LCD

전원
AF: AC100-240V
적용 가능
D24: DC24V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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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을 추구하는 컨셉의 표시기
효율적면서도
컴팩트한 디자인

이해하기 쉬운
디스플레이

효율적인 배선 작업

00km/h

간편한 유지보수!

보다 효율적인 작업!
모든 스위치와 램프와 미터 및 계측기 등은 공간절약을
위해 터치스크린으로 대체합니다.

편리한 내용 확인!

하나의 케이블을 사용하여 많은 스위치와 표시 등을
간단하게 배선할 수 있습니다.

기계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래픽
객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ST3000 시리즈 기능
※1 256색 선택시에는 시스템 전체(ST전화면)에 있어서 점멸동작이 무효로 됩니다. 점멸이 필요한 시스템에서는 256색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2 상세한 내용은 GP-Pro EX Ver 2.0의 동작환경을 참조해 주십시오.
※3 문자의 확대율은 소프트웨어서 상기 이외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상기는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용량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 리륨 전지의 수명은 주위온도 40℃이하에서 10년 이상, 50℃이하에서 4.1년 이상, 60℃이하에서 1.5년 정도 됩니다.
※6 사용주위온도라는 것은 제어반내의 온도와 표시부측 온도를 나타냅니다.
※7 노이즈 시뮬레이터에 의한 것입니다.
※8 해당 시험조건에서 적합성을 확인하였지만, 모든 환경에서 사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USB 저장 장치 연결>
ㆍ시중의 USB 저장 장치에 쉽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ㆍ별도의 USB 케이블(전면 USB 포트에 접속)을 사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SIO 2채널 시리얼 포트 기본 제공>
ㆍST3000은 PLC, 온조계, 프로세스 컨트롤러 등의 장비와 동시에 통신할 수 있습니다.
ㆍCOM1:RS-232C COM2:RS-422/485

<장치 모니터>
ㆍPLC 장치의 정보를 화면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ST3000 시리즈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디바이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th-through>
ㆍUSB 케이블을 경유하여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USB 케이블을 사용한
현장 디버깅

데이터 항목들을 더욱 유연하게 관리해주는 응용 프로그램
텍스트 테이블
한 화면에서 다양한 언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복사’
와‘붙여넣기’기능을 이용하면 CSV 또는
엑셀 형식으로 변환한 다음 텍스트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테이블은
10,000라인까지 데이터 삽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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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컨버터
GP-PRO/PBⅢ로 만들어진 화면
데이터들은 GP-Pro EX용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PC 시뮬레이션

해상도 컨버터

컴퓨터 화면의 시뮬레이션
기능으로 다른 창을 사용하여
디바이스 값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ST가 제공하는 해상도에 맞추어
자동으로 변환되므로, 화면 크기
를 맞추기 위해 따로 해상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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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인터페이스

“편리한 사용”
을 목표로 작화에서
일관되게 추구해 온
“편리한 사용”을 소개합니다!

화면
인터페이스

화면 작성

프로그램

화면작성

프로그램

활용

전송

프로그램 및 활용까지
간편한 작업.
전송

활용
아이콘화

각각의 기능을 일목요연하게 아이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 인터페이스

어드레스 표시 등의 기능도 아이콘
으로 작성하여 조작성을 크게 향상!

상태 바

설정에서 전송까지 화면 설계 절차를
아이콘으로 안내합니다.

Ver.2.0
새기능!

파트 ID

상태 바 아이콘을 확대ㆍ축소할 수
있으므로 작화 편리성 향상!

어드레스

터치 영역

윈도우
이전 화면
파트 화면

Ver.2.0
새기능!

다음 화면

탭 기능

작업하고자 하는 화면을 탭을 이용하여
자유자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Ver.2.0
새기능!

Ver.2.0
새기능!

탭의 이름을 변경하기 쉬우며,
닫기 버튼도 배치하였습니다!

필요한 항목만을
추출하여 툴 바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Ver.2.0
새기능!

파트를 윈도우 화면에서 보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Ver.2.0
새기능!

줌 윈도우를 사용하여 상세 내용
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썸네일 표시

작성한 화면은 견본을 보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머리글ㆍ바닥글

화면 호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작화 화면을 아래 위로 자주 움직이는 화면을 등록
하여, 언제라도 프로젝트에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작화 중 화면을 호출하면 호출된 화면이 하단에
견본으로 표시됩니다.
※ 표시 모드를 전환하여 견본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Ver.2.0
새기능!

워크스페이스 전환 탭

워크스페이스는 탭을 사용하여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화면 일람

시스템 설정
윈도우

어드레스 설정
윈도우

일반 설정
윈도우

속성
윈도우

검색
윈도우

머리글ㆍ바닥글이
브라우저로 표시되
므로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 데이터
일람

게다가

임시 영역

작화 영역 외에 파트 등을 배치할 수 있어
화면 내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명한 소재 등과 같은 이미지나 설정되어 있는 높은 수준의 화면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 고객의 화면 개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화와 프로그래밍의 동시 편집 가능! 자세한 사항은 P.10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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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작성

화면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전송

활용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겸비한 화면 작성

더욱 간편한 화면 오퍼레이션을 추구
간편하게 파트를 배치할 수 있는「파트 툴 박스」

화면작성

Ver.2.0
새기능!

상황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아름다운「고품위 파트」

작화 화면에「파트 툴 박스」윈도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람에서 선택하거나 드래그＆드롭 기능을 사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작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파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어 정보를 직감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고품질의 화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드롭
※ 파트 BMP 파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도우미 Pro!(http://www.proface.com/otasuke)」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α를 제공하는 다양한「스위치 기능」
편리하게 정렬할 수 있는「가이드 라인 설정」

다양한 기능을 가진 아름다운 스위치를 사용하여 기능성 화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배치 또는 이동시, 이미 배치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상하좌우 및 중앙을 검출하여
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스위치에 복수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다중 함수 스위치 기능」

오동작 방지에 효과적인
「딜레이 기능」

업계 최초!

딜레이 상태ㆍ더블 터치 대기 상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화상을배치하거나확대/축소할수있는「이미지첨부기능」
오브젝트를 배경으로 고정할 수 있는「고정 핀 기능」

JPEG나 BMP 파일도 배치가 가능합니다. 배치 후 간단하게 확대ㆍ축소
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고 싶지 않은 오브젝트를 배경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호출 위치도 고정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하게 오퍼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노랑 표시를 고정합니다.

위에 이동하면 고정된
노랑 표시는 남습니다.

마우스만 조작하여 어드레스를 설정할 수 있는「어드레스 매핑」
마우스의 드래그＆드롭 기능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어드레스를 설정할 수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 어드레스를 클릭하여 화면 번호와 파트 ID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파트 ID를 클릭하면
파트가 사용되고 있는 화면으로 점프합니다.

Ver.2.0
새기능!

이미지를 잘라내어 배치할 수 있는
「이미지 모양ㆍ무늬ㆍ형태」대응!

자유롭게 레이아웃 할 수 있으며 더욱 아름다워진「스트로크 글꼴」
Unicode 에 대응하여 각종 언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Windows 대응「이미지 글꼴」도 사용할 수 있으며, 엄선된 문자로 비트맵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파트의 명판/문자로 직접 문자열을 지정하였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 글꼴

드래그＆드롭

표시 언어
일본어
유럽어
중국어(간자체)
중국어(번자체)
한국어
※키릴 문자
태국어

※ 설정된 어드레스는 빨강으로 표시됩니다.

Ver.2.0
새기능!

더블 클릭하면 설정 대화상자가 표시되어
쉽게 설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 글꼴명
일본어 스트로크 글꼴
유럽어 스트로크 글꼴
중국어(간자체) 스트로크 글꼴
중국어(번자체) 스트로크 글꼴
한국어 스트로크 글꼴
※키릴 문자 스트로크 글꼴
태국어 스트로크 글꼴

표준 글꼴

표준 글꼴명
일본어 표준 글꼴
유럽어 표준 글꼴
중국어(간자체) 표준 글꼴
중국어(번자체) 표준 글꼴
한국어 표준 글꼴
-

※키릴 문자란 주로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불가리아어, 벨라루스어, 세르비아어, 마케도니아어, 카자흐어,
키르기즈어, 몽고어에서 사용되는 문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작업 시간이 요구되어 온 작화 속도를 대폭 향상
언어의 장벽을 넘어 글로벌하게 작화할 수 있는「언어 기능」

프로젝트의 검색ㆍ편집 시간을 크게
줄여주는「검색 기능 윈도우」

각종 언어 기능으로 작업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설계자에 맞추어 작화 환경을
변경할 수 있는「언어 변경」

◎ 각국의 언어 변경을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문자열 테이블」

◎ 다국어 언어를 표시하거나
입력할 수 있는「Unicode 」

Ver.2.0
새기능!

프로젝트의 파트 정보를 항목마다 검색합니다. 항목별로 검색된 결과에서
해당 위치를 클릭하면 디바이스나 명판, 파트를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일괄 변경도 가능하므로 검색이나 편집에 걸리는 작업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cel

◎ CSV 파일로「알람 설정 가져오기/내보내기」
◎ 파트 ID 어드레스 클릭으로 현재의 파트에「어드레스 맵에서 파트 검색」
◎ 프로젝트 화면을 번호로 호출하는「화면 번호 리스트 검색」
◎ 설정된 위치에 연속으로 복사할 수 있는「지정 영역에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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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화면
인터페이스

화면작성

프로그램

전송

전송

활용

화면
화면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화면 작성
화면작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화면 작성 중에 프로젝트의 에러를 검색할 수 있는
「에러 체크」

Pro-face만의 독보적인「D스크립트」기능

활 활용
용

오프라인 중에도 각종 설정 정보를
확인할수있는「프로젝트정보표시」

프로젝트 저장 시 등에 발생한 에러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에러가 발견되면 구체적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D스크립트는 고객이 직접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간이 언어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GP 내부에서 각종 연산을 하므로, PLC 등의 외부 통신 기기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디버그 함수

트리거

디버그 함수를 할당하여 본체에
전송하면 본체에서 지정한 어드레스
의 값을 표시할 수 있으며, 본체에
서 디버그 함수의 보기ㆍ숨기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트리거가 준비되어 있어
더욱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복수 기기 간 통신

접속된 다른 기기의 디바이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Ver.2.0
새기능!

메시지 영역

구체적 표현으로 쉽게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전 전송
송

많은 단축 키를 추가하여
키패드에서 자유롭게 조작 가능.

활용

화면
인터페이스

화면작성

프로그램

전송

활용

기존에 만들어진 작화 데이터를 사용하는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데이터 자산을 그대로 활용「해상도 컨버터」

Ver.2.0
새기능!

해상도에 맞추어 프로젝트 데이터를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다른 표시기 모델을 변경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해상도를 변경한 경우, 문자 크기나 위치, 파트 크기 등을 확인하십시오.

ST3000 시리즈, IPC 및 AGP-3301S/
AGP-3301L/AGP-3200T/AGP-3200A는
대응하지 않음

D스크립트 대신에 LD 언어(래더 언어)로 프로그램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제어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로직 프로그램」
작화 편집용「심볼」
과 논리 작성용「변수」
를 통합하여 작화ㆍ로직 심볼 변수를 가져오기ㆍ내보내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화면 데이터도 신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컨버터」

스텝수 표시

팁 도움말 표시

스텝수가 표시되어 프로그램 크기를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변수 코멘트를 붙이면 팁 도움말이
표시됩니다.

＜스텝수＞
15k스텝까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
다.(Pro-face 고유의 프로그램 환산 기능으로
스텝수를 계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
을 참조하십시오.)

드래그＆드롭

작화 화면과 논리 화면를 드래그
＆드롭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서브 루틴의 블록화
어드레스 지정

초기화 논리, 메인 논리, 서브 루틴을
블록화할 수 있어 간편하게 편집
할 수 있습니다.

PLC 어드레스를 로직 어드레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GP-PRO/PBⅢ에서 작성한 화면을 변환하여 GP-Pro EX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환 결과는 텍스트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문서를 작성을
할 수 있는「자동 문서」
문서 작성을 지원하는 툴입니다. 필요한 항목을 체크하면 간단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LT-3201A 제외.

전송

화면
화면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화면 작성
화면작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전 전송
송

활 활용
용

「도우미 Pro!」
에 변환 방법이나 주의 사항
및 차이점 등이 설명되어 있으므로 변환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도우미 Pro!」
의 호환성 정보 참조
… http://www.pro-face.com/otasuke/

실제 표시 상태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화면 캡처」
미리보기화면을캡처하여클립보드에
복사하거나 JPEG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므로, 사양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작환경

실제 기기에 전송할 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능
PC만으로 간편하게 동작을 검증할 수 있는
「PC 시뮬레이션」

Ver.2.0
새기능!

GP 본체에 전송하지 않고도 동작을 검증(로직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값을 입력하면 PLC에 접속한 것과 같은 환경이 구축되어,
PC만으로 디버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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