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 전기 / 전자 제어 기술 교육 내용
과정1. FTS (LMS) 기본 과정
 내용: FTS(LMS) 개요
하드웨어 구성 및 트랙 구성

 교육 일수: 2일 (16시간)
 교육비: 30만원 (부가세 별도)

전장 구성
Commissioning

(노동부 환급 과정 아님)
 교육용 교재 제공
 교육장소: 보쉬렉스로스코리아

 준비물: 실습용 노트북
(Window XP service pack 3이상의 운영체제
또는 Window7 service pack1 이상의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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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LMS 명칭이 FTS (Flexible Transport System)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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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Training Center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수로 567)

EDC 전기 / 전자 제어 기술 교육 내용
과정2. IndraDrive & MLD기본 과정
 내용: 서보 드라이브 기본 지식
IndraDrive 파라미터 구성

 교육 일수: 3일 (24시간)
 교육비: 30만원 (부가세 별도)

IndraDrive Firmware 구성 및 기능

(노동부 환급 과정 아님)

MLD Commissioning

 교육용 교재 제공

PLC Programming 및 라이브러리 구성

 교육장소: 보쉬렉스로스코리아

프로젝트 파일 백업 절차

용인 Training Center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수로 567)

 준비물: 실습용 노트북
(Window XP service pack 3이상의 운영체제
또는 Window7 service pack1 이상의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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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 전기 / 전자 제어 기술 교육 내용
과정3. MLC 제어기 활용
 내용: IndraMotion MLC 시스템 개요
Motion and logic functionalities

 교육 일수: 3일 (24시간)
 교육비: 30만원 (부가세 별도)

PLC open 프로그래밍

(노동부 환급 과정 아님)

Axis Interface & GAT 활용

 교육용 교재 제공

동기 모션

 교육장소: 보쉬렉스로스코리아

전자 캠 – Motion Profile & Flex Profile

용인 Training Center

Data archiving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수로 567)

 준비물: 실습용 노트북
(Window XP service pack 3이상의 운영체제
또는 Window7 service pack1 이상의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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